
학습과목명 인간관계론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 인간관계의 의미를 학습하고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인간관계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과 정서,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부적응 행동과 갈등 등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의사소통 기법을 배운다.
- 집단 활동을 통해 실제 본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유형과 의사소통방식을 탐색한다.
- 친구, 가족, 직장 등 다양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각 관계에서 필요한 인간적 자세와 태도를 함양
할 수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인간관계의 심리-이론과 실제, 제 4판/ 시그마프레스 / 정진선, 문미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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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차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1. 강의주제  
  -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
2. 강의목표
  -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한다.
3. 강의세부내용
  - 프로이트의 이론과 정신역동적인
    관점에서 나와 너, 인간 이해의
    활동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1장 정신역동적인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
  1. Sigmund
    Freud(1856~1939)의
    정신분석적 관점
    1)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
    2) 주요개념 

p4~1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
2. 강의목표
  -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한다.
3. 강의세부내용
  - 아들러의 이론과 개인심리학적
    관점에서 나와 너, 인간 이해의
    활동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1장 정신역동적인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
 2. Alfred
    Adler(1870~1937)의
    개인심리학적 관점
  1)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
  2) 주요개념

p13~2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
2. 강의목표
  -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한다.
3. 강의세부내용

제 1장 정신역동적인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
  3. Carl Gustav
     Jung(1875~1961)의
    분석심리학적 관점
    1)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
    2) 주요개념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융의 이론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나와 너, 인간 이해의 활동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p25~32

제 2 주

1

1. 강의주제
  - 행동 및 사회학습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
2. 강의목표
  - 초기 행동주의를 발전시킨 스키너와
    반두라의 관점을 이해한다.
  -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3. 강의세부내용
  - 파블로프의 이론과 고전적 조건화의
    관점에서 나와 너, 인간 이해의
    활동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 정기과제물 부여

제 2장 행동 및 사회학습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
  1. Pavlov와 Skinner의
    행동주의적 관점(1)
    1)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
    2) 주요개념
      (1) Ivan M. Pavlov
         (1894~1936)의 
        고전적 조건형성 이론

p34~37

- 1차 정기과제물 부여
  파블로프의 이론에 대하여
  A4 1장 제출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행동 및 사회학습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
2. 강의목표
  - 초기 행동주의를 발전시킨 스키너와
   반두라의 관점을 이해한다.
  -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과 환경의 중요성
    대해 설명한다.
3. 강의세부내용
  - 스키너의 이론과 조작적 조건화의
    관점에서 나와 너, 인간 이해의
    활동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2장 행동 및 사회학습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
  1. Pavlov와 Skinner의
    행동주의적 관점(2)
  2) 주요개념
    (2) Fredrick B. Skinner
       (1904~1990)의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

p37~4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행동 및 사회학습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
2. 강의목표
  - 초기 행동주의를 발전시킨 스키너와
   반두라의 관점을 이해한다.
  -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3. 강의세부내용
  - 반두라와 로터의 이론과 사회적
    학습이론의 관점에서 나와 너, 인간
    이해의 활동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2장 행동 및 사회학습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
  2. Bandura와 Rotter의
    사회적 학습 관점
  1)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
  2) 주요개념

p44~5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3 주 1

1. 강의주제
  - 인본주의에서 바라본 인간
2. 강의목표
  -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본 로저스의 관점을
    알아본다.
  - 삶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고 믿은 실존주의 학자들의
    관점을 통해 인간의 긍정적 특성을
    이해한다.
3. 강의세부내용
  - 로저스의 이론과 인간중심 접근의

제 3장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
  1. Carl Rogers(1902~1987)
    의 인간중심 접근
    1)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
    2) 주요개념

p52~5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1차 정기과제물 제출



    관점에서 나와 너, 인간 이해의
    활동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인본주의에서 바라본 인간
2. 강의목표
  -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본 로저스의 관점을
    알아본다.
  - 삶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고 믿은 실존주의 학자들의
    관점을 통해 인간의 긍정적 특성을
    이해한다.
3. 강의세부내용
  - 실존주의에서 바라본 인간의 기본
    관점과 주요 개념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3장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
  2. 실존주의적 접근(1)
  1) 이론의 적용을 통한 나와
    너, 인간 이해의 활동

p58~6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인본주의에서 바라본 인간
2. 강의목표
  -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본 로저스의 관점을
    알아본다.
  - 삶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고 믿은 실존주의 학자들의
    관점을 통해 인간의 긍정적 특성을
    이해한다.
3. 강의세부내용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세우고 실존주의
    접근의 관점에서 나와 너, 인간
    이해의 활동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3장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
  2. 실존주의적 접근(2)
    1) 이론의 적용을 통한
      나와 너, 인간 이해의
      활동

p62~6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4 주

1

1. 강의주제 
  - 인지주의에서 바라본 인간
2. 강의목표
  - 인간의 정서와 행동이 생각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고 본 인지주의의
    관점을 통해 당위적 생각을 탐색한다.
  - 그 사고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탐구해본다. 
3. 강의세부내용
  - 인지적인 관점의 주요개념과 인간관을
    학습한다.
  - 비합리적 사고를 찾아내고 나와 너,
   인간 이해의 활동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 정기과제물 부여

제 4장 인지주의적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
  1. Ellis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1) 이론의 적용을 통한
      나와 너, 인간 이해의
      활동

p65~67
p69~72

- 2차 정기과제물 부여
  인지적인 관점에 대하여
  A4 1장 제출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인지주의에서 바라본 인간
2. 강의목표
  - 인간의 정서와 행동이 생각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고 본 인지주의의
    관점을 통해 당위적 생각을 탐색한다.
  - 그 사고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탐구해본다. 
3. 강의세부내용
  - 벡의 이론과 인지치료 접근의
   관점에서 나와 너, 인간 이해의 활동을

제 4장 인지주의적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
  2. Beck의 인지치료(1)
    1) 이론의 적용을 통한
      나와 너, 인간 이해의
      활동

p6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3

1. 강의주제 
  - 인지주의에서 바라본 인간
2. 강의목표
  - 인간의 정서와 행동이 생각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고 본 인지주의의
    관점을 통해 당위적 생각을 탐색한다.
  - 그 사고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탐구해본다. 
3. 강의세부내용
  - 우울증 척도를 활용하여 나와 너,
    인간 이해의 활동을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4장 인지주의적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
  2. Beck의 인지치료(2)
    1) 이론의 적용을 통한
      나와 너, 인간 이해의
      활동

p73~7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5 주

1

1. 강의주제
  - 인간관계 개관
2. 강의목표
  - 다양한 학자들이 설명한 인간관계의
    유형론에 대해 살펴보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한다. 
  - 바람직한 형성요인과 관계를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접근
    (조해리의 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인간관계의 개념 정의와 형성 요인,
    이론적인 이해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 정기과제물 제출

제 5장 인간관계의 이해
  1.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2. 인간관계의 의의

p81~8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2차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인간관계 개관
2. 강의목표
  - 다양한 학자들이 설명한 인간관계의
    유형론에 대해 살펴보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한다. 
  - 바람직한 형성요인과 관계를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접근(조해리의
    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Harris, 전병재(1997), Gurdjieff의
    인간관계 유형에 대해 학습한다.
  - 행동주의적 학습이론과 현상학적
    이론, 교환이론, 교류분석 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5장 인간관계의 이해
  3. 인간관계의 유형
    1) Harris(1967)의 
       인간관계 유형
    2) 전병재(1997)의
       인간관계 유형
    3) Gurdjieff의 인간유형론
       (정인석, 2001) 
  4. 인간관계의 이론
    1) 행동주의적 학습이론
    2) 현상학적 이론
    3) 교환이론
    4) 교류분석 이론

p84~9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인간관계 개관
2. 강의목표
  - 다양한 학자들이 설명한 인간관계의
    유형론에 대해 살펴보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한다. 
  - 바람직한 형성요인과 관계를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접근
    (조해리의 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올바른 인간관 형성과 자기개방,
    의사소통 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제 5장 인간관계의 이해
  5.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
    1) 올바른 인간관 형성
    2) 자기개방
    3) 의사소통 기법

p92~9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6 주

1

1. 강의주제
  - 성격, 정서와 인간관계
2. 강의목표
  - 인간의 다양한 행동과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의 형성과정과
    중요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 성격을 검사하는 방법을 배운다. 
  - 정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3. 강의세부내용
  - 성격의 정의와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 정기과제물 부여

제 6장 성격과 인간관계
  1. 성격의 이해
    1) 성격의 정의
    2)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성격 이론
    1) 정신분석적 성격이론
    2)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p103~109

- 3차 정기과제물 부여
  성격의 정의에 대하여
  A4 1장 제출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성격, 정서와 인간관계
2. 강의목표
  - 인간의 다양한 행동과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의 형성과정과
    중요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 성격을 검사하는 방법을 배운다. 
  - 정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3. 강의세부내용
  - 정신분석적 이론과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 자기보고식 설문, 투사법 등 성격
    검사법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6장 성격과 인간관계
  3. 성격검사법
    1) 관찰법
    2) 질문지법
    3) 투사법 검사 
  4. 건강한 성격형성
    1)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프로그램
    2) 성격 PLUS ZONE

p122~13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성격, 정서와 인간관계
2. 강의목표
  - 인간의 다양한 행동과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의 형성과정과
    중요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 성격을 검사하는 방법을 배운다. 
  - 정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3. 강의세부내용
  - 정서의 개념과 발달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 감정의 중요성과 건강한 정서 표현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7장 정서와 인간관계
  1. 정서의 개념
  2. 정서의 발달
  3. 정서유발이론
  4. 정서의 영향
  5. 일반적인 정서의 분류
  6. 대인정서
  7. 건강한 정서(감정)표현

p137~16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7 주

1
중간고사
* 정기과제물 제출

- - 3차 정기과제물 제출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제 8 주 1 1. 강의주제
  - 애착과 의사소통

제 8장 애착과 인간관계
  1. 애착의 개념
  2. 애착의 유형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강의목표
  - 대인관계 양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애착 관계에 대해 학습한다.
  - 각 애착 유형과 인간관계 양식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 의사소통의 원리를 통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대인관계를 원활히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 강의세부내용
  - 애착의 개념과 유형 : 안정애착,
    회피애착, 불안정애착, 혼란된 미해결
    애착에 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1) 안정애착
    2) 회피애착
    3) 불안정애착(양가적애착)
    4) 혼란된/미해결 애착

p163~169

2

1. 강의주제
  - 애착과 의사소통
2. 강의목표
  - 대인관계 양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애착 관계에 대해 학습한다.
  - 각 애착 유형과 인간관계 양식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 의사소통의 원리를 통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대인관계를 원활히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 강의세부내용
  - 생물학적 발달에 따른 애착 발달의
    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 장애로 연결되는 애착의 어려움과
    건강한 애착 형성 원리를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8장 애착과 인간관계
  3. 애착발달
    1) 영유아기
    2) 아동기
    3) 청년기
    4) 성인기
  4. 애착과 정신병리
  5. 건강한 애착형성
    1) 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통해 안전감 긍정적
       가치감을 지니도록 
       한다. 
    2) 경험을 수용한다.
    3) 상호성을 지닌다.
    4) 영향을 준다.
    5) 사랑을 표현한다.

p169~17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애착과 의사소통
2. 강의목표
  - 대인관계 양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애착 관계에 대해 학습한다.
  - 각 애착 유형과 인간관계 양식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 의사소통의 원리를 통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대인관계를 원활히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 강의세부내용
  - 의사소통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에
    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10장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1. 의사소통의 의미
    1) 의사소통의 의미
    2) 의사소통의 원리
  2. Satir의 의사소통 유형
    1) 회유형
    2) 비난형
    3) 초이상형
    4) 산만형
    5) 일치형
  3.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1) 언어적 의사소통
    2) 관심집중, 경청, 
       자기표현
    3) 비언어적 의사소통
  4. 효과적인 의사소통
    1) 이형득(1999)이
       제시한 의사소통 기법
    2) Thomas Gordon이
       제시한 의사소통 기법

p211~24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9 주 1

1. 강의주제
  - 동기 및 갈등
2. 강의목표
  - 동기와 욕구가 무엇이며 대표적인
    욕구 이론들이 욕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 대표적인 혼란과 문제상황의 갈등과
    욕구 충족,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을
    살펴본다.
3. 강의세부내용 
  - 동기의 개념과 기능,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와 Glasser의 다섯가지

제 9장 동기 및 갈등과
       인간관계
  1. 동기
    1) 동기의 개념과 기능
    2) 동기유발
    3) 동기의 분류
    4) Maslow의 욕구이론
    5) William Glasser의 
       다섯 가지 기본욕구
    6) 욕구좌절
    

p183~196

- 4차 정기과제물 부여
  동기 및 갈등과 인간관계
  대하여 A4 1장 제출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기본욕구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 정기과제물 부여

2

1. 강의주제
  - 동기 및 갈등
2. 강의목표
  - 동기와 욕구가 무엇이며 대표적인
    욕구 이론들이 욕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 대표적인 혼란과 문제상황의 갈등과
    욕구 충족,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을
    살펴본다.
3. 강의세부내용 
  -  갈등의 개념과 개인 내적인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 유형에 대해
     학습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9장 동기 및 갈등과
       인간관계
  2. 갈등
    1) 갈등의 개념 
    2) 개인 내적인 갈등
    3)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p197~20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동기 및 갈등
2. 강의목표
  - 동기와 욕구가 무엇이며 대표적인
    욕구 이론들이 욕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 대표적인 혼란과 문제상황의 갈등과
    욕구 충족,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을
    살펴본다.
3. 강의세부내용 
 - 욕구충족과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9장 동기 및 갈등과
       인간관계
  3. 욕구충족과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
    1) 욕구충족
    2) 갈등해결
  

p201~21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10 
주

1

1. 강의주제
  - 부적응행동과 인간관계
2. 강의목표
  - 부적응 행동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적응과 부적응의 기준과 분류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 리포트 부여
* 정기과제물 제출

제 11장 부적응행동과
        인간관계
  1. 적응과 부적응
    1) 통계적 기준
    2) 사회적 규범의 기준
    3) 주관적 불편감의 기준
    4) 이상하고 기괴함
    5) 비효율성 

p245~247

- 리포트 부여
  중요한 대인관계 속에서의 
  사건이 본인의 성격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

- 4차 정기과제물 제출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부적응행동과 인간관계
2. 강의목표
  - 부적응 행동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부적응행동과 인간관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4. 수업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11장 부적응행동과
        인간관계
  2. 부적응적 행동과
    인간관계
    1) 섭식장애
    2) 불안장애
    3) 우울증
    4) 신체형장애
    5) 알코올 관련 장애
    6) 성격장애

p248~27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부적응행동과 인간관계
2. 강의목표
  - 부적응 행동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제 11장 부적응행동과
        인간관계
  3. 부적응적 인간관계의
     개선
    1) 원만한 인간관계를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영향과 해결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건강한 인간관계로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탐색한다. 
4. 수업방법
    - 강의 (교재, PPT)

       위한 프로그램

p272~278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친구와 이성 관계
2. 강의목표
  - 관계의 대표적인 예시인 친구와
    이성과의 관계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 우정과 사랑을 지속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연구되어 온 이론들을 통해
    살펴본다. 
3. 강의세부내용 
  - 호감의 형성과 친구 간 우정, 우정이
    발달되고 유지되는 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 정기과제물 부여

제 12장 친구 간의 인간관계
  1. 호감의 형성
    1) 호감의 일반요인
    2) 호감의 개인적인 요인
  2. 친구와 우정
    1) 우정의 의미
    2) 우정을 쌓는 원리
    3) 우정의 발전과 붕괴
  3. 우정의 발달과 유지
    1)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프로그램

p281~298

- 5차 정기과제물 부여
  호감과 우정 대하여
  A4 1장 제출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친구와 이성 관계
2. 강의목표
  - 관계의 대표적인 예시인 친구와 
    이성과의 관계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 우정과 사랑을 지속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연구되어 온 이론들을 통해
    살펴본다. 
3. 강의세부내용 
  - 남녀의 차이와 사랑의 의미, Lee의
    사랑의 여섯 가지 유형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13장 이성 간의 인간관계
  1. 이성 : 남녀의 차이
    1) 남녀 간의 성차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결과
    2)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통해서 본 남녀의 차이
  2. 사랑의 의미
    1) Lee의 사랑의 여섯가지
       유형

p299~30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친구와 이성 관계
2. 강의목표
  - 관계의 대표적인 예시인 친구와
    이성과의 관계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 우정과 사랑을 지속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연구되어 온 이론들을 통해
    살펴본다. 
3. 강의세부내용 
  - 사랑의 삼각형 이론과 사랑의
    발달과정, 붕괴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13장 이성 간의 인간관계
  3. 스텐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
    1) 사랑의 3요소
  4. 사랑의 발달과 유지, 붕괴
    1) 사랑의 발전
    2) 사랑의 붕괴
  5. 사랑의 발달과 유지
    1)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프로그램

p307~32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가족 간의 관계
2. 강의목표
  - 시대와 문화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의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 가족 내에서 맺게 되는 다중적

제 14장 가족 간의 인간관계
  1. 현대 가족의 특징
    1) 가족의 형태적인 측면
    2)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

p321~32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5차 정기과제물 제출



    관계의 역동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의
    본질적인 역할을 탐색한다.
3. 강의세부내용
  - 현대 가족의 형태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 정기과제물 제출

2

1. 강의주제 
  - 가족 간의 관계
2. 강의목표
  - 시대와 문화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의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 가족 내에서 맺게 되는 다중적관계의
    역동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의 
    본질적인 역할을 탐색한다.
3. 강의세부내용
  - 결혼의 의의와 부부관계의 의미,
    갈등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14장 가족 간의 인간관계
  2. 결혼
    1) 결혼의 의의
    2) 배우자의 선택
    3) 결혼에 대한 기대
    4)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적응
  3. 부부관계
    1) 부부관계의 특성
    2) 부부관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규련, 1993)
    3) 부부 갈등의 원인과
       대처 방안

p323~33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가족 간의 관계
2. 강의목표
  - 시대와 문화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의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 가족 내에서 맺게 되는 다중적관계의
    역동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의
    본질적인 역할을 탐색한다.
3. 강의세부내용
  - 부모, 자녀관계 및 형제자매관계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14장 가족 간의 인간관계
  4. 부모-자녀 관계
    1)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
    2)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
  5. 형제-자매 관계
    1) 원만한 인간관계
       위한 프로그램

p336~34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13 
주

1

1. 강의주제
  - 직장, 리더십과 인간관계
2. 강의목표
  - 직업 안에서 맺게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형태를 알아본다.
  - 일과 직업에 의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법을 학습한다.
  - 더 나아가 리더의 자질과 역량을
    배우고 직업윤리를 탐색함으로써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일과 직업의 개념을 확인하고
    직업적응 및 스트레스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15장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1. 일과 직업
    1) 일의 동기
    2) 일에 대한 개인적 태도
  2. 직업적응 및 스트레스
    1) 직업 적응-직업 만족도
    2) 직업 스트레스
  3.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1) 상사, 부하와의 관계
    2) 동료와의 관계
    1)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프로그램
  4. 직장에서의 성공적인
     인간관계

p349~36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 직장, 리더십과 인간관계
2. 강의목표
  - 직업 안에서 맺게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형태를 알아본다.
  - 일과 직업에 의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법을 학습한다.
  - 더 나아가 리더의 자질과 역량을

제 16장 리더십과 인간관계
  1. 리더와 리더십
    1) 리더의 정의
    2) 리더십의 정의
    3) 리더십의 필요성
    4) 리더십의 유형
  2. 리더의 인간적인 자질

p371~37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배우고 직업윤리를 탐색함으로써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리더와 리더십의 정의와 유형,
    자질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3

1. 강의주제
  - 직장, 리더십과 인간관계
2. 강의목표
  - 직업 안에서 맺게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형태를 알아본다.
  - 일과 직업에 의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법을 학습한다.
  - 더 나아가 리더의 자질과 역량을
    배우고 직업윤리를 탐색함으로써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보편적 리더십 특성이론, 상황
    적합성 리더십 특성 이론, 리더십
    대체 이론, 슈퍼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16장 리더십과 인간관계
  3. 리더십 이론
    1) 보편적 리더십
       특성이론
    2) 상황 적합적 리더십 
       특성이론
    3) 보편적 리더십 
       행동이론
    4) 상황 적합적 리더십
       행동이론
    5) 리더십 대체 이론
    6) 슈퍼리더십
    7) 변혁적 리더십
    1)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프로그램

p379~39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14 
주

1

1. 강의주제
  - 사이버 상의 인간관계
2. 강의목표
  -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인터넷 심리학의 학문을 이해한다.
  - 변화하는 인간관계의 형태에 대해
    인식한다.
  - 사이버 상의 인간관계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간의
    자세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익명성과 자기표현성, 주관적 경험의
    구체화, 복합적 자기표현, 가상
    공동체의 경험에 대해 학습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의 억제 해제효과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 리포트 제출

제 17장 사이버 상의
        인간관계
  1. 사이버 공간의 특성
    1) 익명성과 자기표현성
    2) 주관적 경험의 구체화
    3) 복합적 자기표현
    4) 가상 공동체의 경험
  2. 사이버 공간에서의 억제
     해제 효과

p395~404

- 리포트 제출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사이버 상의 인간관계
2. 강의목표
  -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인터넷 심리학의 학문을 이해한다.
  - 변화하는 인간관계의 형태에 대해
    인식한다.
  - 사이버 상의 인간관계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간의
    자세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사이버 상의 대인관계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제 17장 사이버 상의
        인간관계
  3. 사이버상의 대인관계

p405~40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사이버 상의 인간관계
2. 강의목표

제 17장 사이버 상의
        인간관계
  4. 사이버 시대의 인간 자세
    1) 원만한 인간관계를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인터넷 심리학의 학문을 이해한다.
  - 변화하는 인간관계의 형태에 대해
    인식한다.
  - 사이버 상의 인간관계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간의
    자세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사이버 시대에 갖춰야 할 인간자세에
    대해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 (교재, PPT)

       위한 프로그램

제 18장 맺는 글
  1. 성숙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아홉가지
    태도
  1. RELATION ship
    1)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프로그램

p408~424

제 15 
주

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