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담치료학과
Department of Family Counseling and Therapy

1. 학과개요 Summary
가족상담은 가족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의 터 위에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역동의 변화를
지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 부부,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
가족체계내의 상호작용을 개선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가족원 개인의 부적
응과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을 둘러싼 환경요소 중에서 특히 가족을 매개
로 사용하여 가족관계의 역동성에 초점을 두어 치료하는 과정이다. 가족상담전공은 개인의
심리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이론을 학습하고, 상담훈련을 기본적으로 받아
야 한다. 더 나아가 가족들이 필요한 자원을 찾거나 창조하여 활용하도록 돕는 촉진자로서
그동안 발전해온 가족치료모델, 적용할 수 있는 구조적가족치료모델, 의사소통가족치료모
델, 경험주의 가족치료모델,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모델 등을 활용하여 가족상담을 할 수
있는 가족상담 전문가를 양성고자 한다.임상 능력을 향상을 위한 별도의 가족상담 전문가
인턴과정을 통해 임상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The goals of family counseling is to help family members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s,

children,

couples,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and to improve the interactions in family system based on the
in-depth understanding of family system and dynamic changes by family life
cycle. Thus, family
interpersonal

counseling is the study to solve maladjustment and

relation

problems

based

on

family,

the

most

important

environmental elements around a person, and the family relation dynamics. The
family

counseling

experts

should

study

various

counseling

theories

and

participate in counseling practice programs for understanding psychological
background of different persons. The Department of Family Counseling and
Therapy is established to cultivate family counseling experts who can help
family members discover, create, and use necessary resources based on various
recent and applicable family therapy models such as structural family therapy
model, communication family therapy model, empirical family therapy model,
and

solution-focused

short-term

family

therapy

model.

The

students

will

improve their clinical skills through separate internship programs for family
counseling experts.

2. 개설과정 Courses
석사과정 Master's Degree course

3. 교육목표 Educational Goals
본 전공의 교육목표 Educational Goals는 가족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제
를 익히도록 하는데 있다. 교육과정은 상담심리의 이론과 실제,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
심리진단과 평가, 집단상담, 연구방법론, 이상심리학, 구조적가족치료, 경험적가족치료, 부
부치료, 가족치료 세미나, 가족치료실습, NLP신경언어전략치료, 드라마치료, 가족세우기치
료, 통합예술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개인상담과 가족상담을 겸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 양성
을 위한 과목으로 편성한다. 한국가족상담협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가족
치료학회, 해결중심치료학회의 기본 자격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각 학회의 자격증을 취득
을 위해서는 각 학회의 자격취득기준에 따른 훈련과정을 통해 자격획득을 한다.
The Department of Family Counseling and Therapy is established to help family
counseling experts understand theories and practices of family counseling and
therapy. The Department prepares various courses such as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psychology, theory and practice of family therapy, psychological
tests

and

evaluations,

group

counseling,

research

methods,

abnormal

psychology, structural family therapy, empirical family therapy, couple therapy,
family

therapy

seminar,

family

therapy

practice,

NLP

Neuro-Linguistic

Programming therapy, drama therapy, family constellation therapy, integral art
therapy, and sand play therapy for cultivating counseling experts who can
manage both personal and family counseling programs. The courses include the
basic process for acquiring certificates from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Counseling,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Therapy,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Solution-Focused Therapy. The students should pass the training
courses meeting the conditions of each association for acquiring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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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과정 Curricula
전공
명

가족
상담
치료

학
위
과
정

석
사

이
수
구
분

교과목명

학
점

전
필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
Solution-Focused Short-Term Family Therapy

3

전
필

심리상담과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Psychological Counseling

3

자격
증

전
선

집단상담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Counseling

3

자격
증

전
선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s

3

전
필

심리 진단과 평가
Psychological Tests and Evaluations

3

자격
증

전
선

가족상담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Family Counseling

3

자격
증

전
선

부부상담 및 치료
Couple Counseling and Therapy

3

전
선

발달심리학
Developmental Psychology

3

비고

전공
명

가족
상담
치료

학
위
과
정

석
사

이
수
구
분

교과목명

학
점

전
선

부모교육 및 상담 or 치료놀이
Parents Education and Therapy

3

전
필

경험주의가족치료
Empirical Family Therapy

3

전
선

학습과 진로상담
Learning and Career Counseling

3

전
선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3

전
선

NLP상담 및 코칭세미나
NLP Counseling and Coaching Seminar

3

전
필

상담실습 및 슈퍼비젼
Counseling Practice and Supervision

3

전
선

이상심리학
abnormal psychology

3

전
선

모래놀이치료
Sand Play Therapy

3

전
필

한국사회 다문화 현상 이해
Understanding the Korean society's multicultural
phenomenon

3

전
필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Multicultural Society Teaching Methodology

3

전
필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International Migration and Labor Policies

3

전
필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Immigration·Multicultural Family Welfare

3

전
필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Immigration·Multicultural Field Practice

3

전
선

다문화(사회)교육론
Multicultural Society Education

3

전
선

다문화가정 생활교육과 상담
Multicultural Family Living Education Consultation

3

비고

논문
졸업
자2회
필수

자격
증

다문
화교
육

※ 다문화교육 필수과목 9학점과 선택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나 박사과정 수료한
자는 법무부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부여됨. (* 과목은 현장에서 50시간 이상 실습 필수)

6. 교과목 개요 Course Descriptions
교과목명

한국사회 다문화 현상 이해 Understanding the Korean
society's multicultural phenomenon

학점/시수

3/3

본 교과목은 개인의 초국가적 이주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모하
는 과정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탐구하고,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공동체, 민족, 국민국가, 국적(시민권), 헌법상 기본권, 인권, 노동
권, 거주권, 문화적 권리 등 기존 개념들의 변화양상을 연구하고, 이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해 탐구한다. 우리나라의 유형별 이민자 실태 및 다양한 이민자 문화에 대해 학습
한다.
This course explores the process of transforming Korean society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ransnational migration phenomenon of individuals,
and explores ways to live together with immigrants of various backgrounds.
We will study the changing patterns of existing concepts such as community, nation,
nation state, nationality (citizenship),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human rights,
labor rights, residence rights, cultural rights and explore ways to harmonize them.
Students will learn the status of immigrants of Korea by type and study various immigrant
culture.
교과목명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Methodology

Multicultural

Society

Teaching

학점/시수

3/3

본 교과목은 피학습자로서의 이민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민자에 대한 교수법을 학습한다.
해외 및 우리나라의 이민자 대상 교육프로그램과 국민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사례를 연구·비
교·분석한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안 작성법 등을 실습·평가한다.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immigrant's specificity as a learner and to learn teaching
methods for immigrants. Study, compare, and analyze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foreigners and immigrants in Korea and the cases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for the people. Practice and evaluate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and teaching
method.
교과목명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International Migration and Labor
Policies

학점/시수

3/3

본 교과목은 국제이주 개념, 역사, 현황 등을 파악하고 노동과 경제와의 상관관계 등도 분석한
다. 세계 이민정책의 이론과 유형 등도 학습하고 국제사회에 경제 실제와 문제점과 과제를 생
각한다. 다문화 사회 내 사회통합의 방안을 모색한다.
This course analyzes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migration, its history and current status,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economy. Students also learn theories and
types of immigration policy in the world, and think about the actualities, issues and
problems of the econom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Students will also search for ways
of social integr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교과목명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Immigration·Multicultural Family
Welfare

학점/시수

3/3

본 교과목은 결혼이민자의 유입·발생과정 및 다문화가족 형성배경과 거주현황을 학습한다. 다
문화가족에 특수한 문제를 자녀양육·교육·건강·경제·가정폭력·이혼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
보고,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복지정책을 연구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 process of inflow and development of married
immigrants, and the background of multicultural family formation, and their residence
status. We will examine the specific problems of multicultural families from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child rearing, education, health, economy, domestic violence and
divorce, and study the policies of multicultural family welfare in Korea.
교과목명

이민·다문화
Practice *

현장실습*

Immigration·Multicultural

Field

학점/시수

3/3

본 교과목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운영 및 강의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사
회 수준에서의 이민자 사회통합 현장을 경험한다. 이민·다문화 정책현장에서의 다문화사회 전
문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민자 대상 교수법, 상담기법 등을 실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participate in the program operation and lecture process at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management organization and experience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field at community level. Students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multicultural society professionals in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y, and to practice
teaching methods and counseling techniques for immigrants.
교과목명

다문화가정 생활교육과 상담 Multicultural Family Living
Education Consultation

학점/시수

3/3

본 교과목은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정책을 학습한다. 주요 상담
이론별 특징(인간관, 주요개념, 치료목표 및 과정, 상담기법 및 절차 등)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개념과 기법을 실제 상담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상담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실제 다문화
가족 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족 상담가로서의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nd learn support policies. Students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jor counseling theories (human view, major concepts, therapeutic goals and processes,
counseling techniques and procedures) and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apply
concepts and techniques to actual counseling case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counseling
theory. This course provides an opportunity to acquire competence as a multicultural
family counselor through analysis of actual cases of multicultural family counseling.
교과목명

다문화사회 교육론 Multicultural Society Education

학점/시수

3/3

다문화사회에 대한 개념과 논의배경을 학습하고, 다문화(사회)교육의 대상과 목적을 이해한다.
다문화교육을 위한 주요 교수-학습법을 습득하고 해외 각국의 다문화교육 사례를 학습한다. 해
외 및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교육 모형과 세부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다문화(사회)교육 모형을 설계해본다.
Understand the concept and discussion background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object
and purpose of multicultural (social) education. Students will acquire major
teaching-learning method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and learn exampl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from overseas. We will design a multicultural (social) education model suitable
for Korea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multicultural (social) education models of Korea
and overseas.

교과목명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
Family Therapy

Solution-Focused

Short-Term

학점/시수

3/3

현대가족치료는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밀워키에서 시작된
해결중심 단기 가족치료는 현대적인 요청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가족치료기법을 배우
고 익혀 짧은 시간 안에 가족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해결중심치료가 실 생활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한다.
Modern family therapy hopes to achieve effective treat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solution-centered short-term family therapy initiated in Milwaukee will be able to fulfill
modern demands, so that student will be able to learn and acquire the skills to practice
family therapy within a short time.
Solution-centered therapy is practiced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applied to real life.
교과목명

심리상담과이론과 실제
Psychological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of

학점/시수

3/3

상담입문과정의 성격을 띤 강좌로 정신분석, 심리교류분석, 인간중심상담, 실존분석, 개인구성
이론, 인지정서치료, 행동수정이론, 현실치료, 형태치료, 의미치료 등의 성격 및 이상심리에 대
한 기본관점 및 상담과 치료를 위한 기본원리, 기법, 과정 등을 이해, 분석, 평가한다.
It is a course with introductory process of counseling. Students nderstand, analyze, and
evaluate basic perspectives on personality and abnormal psychology and basic principles
such as Psychoanalytic analysis, human-centered counseling, existential analysis,
personal composition theory, cognitive emotional therapy, behavior modification theory,
reality therapy, form therapy, and logotherapy, and techniques, and processes for
counseling and treatment.
교과목명

집단상담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Counseling

학점/시수

3/3

상담자가 동시에 몇 명의 내담자들을 상대로 내담자 개인의 관심사, 대인관계, 사고 및 행동양
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강좌로 집단상담의 개념과 의의, 목표, 과정, 그리고 집단지도자의
역할과 기술 등을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해결중심부모교육집단의 이론과 실제를 공부하도록
한다.
It is a course for the counselor to induce a change of the client's personal interests,
interpersonal, thinking and behavior style against several clients at the same time. Study
the concept and meaning of group counseling, goal, process, and role and skill of group
leader through practical training. Also learn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solution-oriented parent education group.

교과목명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s

학점/시수

3/3

본 과목의 목적은 과학적 조사방법을 익혀 가족상담을 계획,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상담 프로그램의 평가나 욕구조사를 위한 조사 설계의 이론적 근거를 공부하
고, 계획된 설계에 따라 실험조사와 비 실험조사의 다양한 방법을 익히며, 이를 구체적으로 측
정할 수 있는 척도화 기술과 면접, 관찰, 질문지법을 위한 질문지의 작성요령, 이를 통해 수집
된 자료를 기술,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론적, 실천적 주제
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acquire the ability to plan and implement family
counseling by acquiring scientific research methods. To do this, we will study the
rationale of research design for evaluating the needs and evaluation of counseling
programs, learn various methods of experimental research and non - experimental
research according to the planned design, scaling technique that can be measured
specifically, interview, observation, how to write questionnaires, how to describe and
analyze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m. Finally, students learn how to scientifically
verify theoretical and practical topics related to social welfare.
교과목명

심리 진단과 평가 Psychological Tests and Evaluations

학점/시수

3/3

객관적 심리검사, 투사법 검사, 행동관찰법 등 주요한 심리평가 방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익힌
다. MMPI, Rorschach, 혹은 다른 중요한 심리평가 방법 중 한 두 가지의 방법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 심도 있게 익힌다.
Students learn objective psychological examination, projection method examination,
behavior observation method. One or two of the MMPI, Rorschach, or other important
psychological assessment methods are taught in depth through lectures and hands-on
exercises
교과목명

가족상담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Family
Counseling

학점/시수

3/3

가족상담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내담자의 문제를 가족치료의 발전에 따른 가족상담이
론과 실제를 공부한다. 가족치료의 발전배경, 각 가족치료기법들을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구체
적인 자신의 삶과 상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가로서의 기초적인 내용을 익히도
록 한다.
Family counseling is progressing gradually. Students will study the theories and practice
of family counseling based on the development of family therapy.
The background of development of family therapy,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each
family therapy techniques are understood and the basic contents as family counselor are
learned so that it can be applied to counselor's specific life and counseling field.
교과목명

부부상담 및 치료 Couple Counseling and Therapy

학점/시수

3/3

부부상담및 치료는 다양한 부부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부부문제를 겪는 부부를
돕기 위한 기초과목 성격의 교과목이다. 부부상담은 한국의 부부문제의 양상과 원인을 이해하
고 부부문제 해결과 관계증진을 돕는 가트만 부부치료, 이마고 부부치료, 정서중심부부치료 등
여러 이론모델과 기법에 관하여 학습하여 부부상담 능력을 배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Couple counseling and treatment are the subjects of a basic course to help married
couples in Korean society where various marital problems are increasing.
Couple counseling is about understanding the patterns and causes of marital problems in
Korea and learning various theoretical models and techniques such as Gottman couple
treatment, Imago couple treatment, emotiona-centered couple treatment to help couple
problem solving and relationship enhancement to cultivate couple counseling ability .

교과목명

발달심리학 Developmental Psychology

학점/시수

3/3

발달 연령 단계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유아, 아동과 청소년, 부모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
고, 발달심리학자들에 따라 어떻게 연구하고 발전시켰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하도록 한
다.
This course examines the changes of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that may occur at the developmental stage and specifically study how each of
developmental psychologist have investigate and developed them.
교과목명

부모교육 및 상담 Parents Education and Therapy

학점/시수

3/3

부모교육은 부모 됨에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와 특징을 비교․평가함으로써 교육현장이나 사회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
는데 활용하도록 하는 교과목이다. 부모교육에서는 부모교육의 기본개념, 대상, 프로그램의 구
성 원리,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을 통해 프로그
램을 구성해 보고, 의사소통기법 및 역할 실연을 통해 실천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
었다.
Parent education is a curriculum that can be used in the educational field or social
education institutions to conduct parent education by comparing and evaluating the
theoretical basis and characteristics of various parent education programs focusing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value necessary for parenting. Parent education aims to
understand the basic concept of parent education, object, composition principles and
method of the program, to construct programs through learning about various parent
education programs, and to demonstrate practical skills through communication techniques
and role play. .
교과목명

경험주의가족치료 Empirical Family Therapy

학점/시수

3/3

경험적 가족치료는 치료현장에서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함으로써 빠른 변화를 시
도한다. 본 과목은 Verginia Satir 가족치료이론과 실제를 중심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가
족간의 문제에 대한 상담및 치료 기법을 익히는데 주안점을 둔다. 특히 빙산탐색, 가족조각, 의
사소통 등의 기법을 익히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mpirical family therapy tries to make a rapid change by letting the client experience
directly at the treatment site. This course focuses on Verginia Satir family therapy and
learning about counseling treatment techniques of the field-of-life centered family
problems based on reality. In particular, students learn iceberg exploration, family
sculpture, and communication techniques and apply them in the field.
교과목명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학점/시수

3/3

논문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맞는 사전연구를 탐색하여 체계적으로 논문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을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연구 및 실험연구를 수행
하도록 한다.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하여 각 연구자별로 주제 선정, 문헌 고찰, 연구의 계획 및 수
행 방법, 연구 결과의 통계 처리와 연구 논문의 작성 등 연구 수행상의 제반 문제를 함께 검토
한다.
Once the thesis topic is selected, student systematically writes the thesis plan through
preliminary research that matched the subject.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research method are summarized based on it, and the research study and experiment
research are carried out according to need. In order to prepare a thesis, each researcher
will examine the topics of research, such as topic selection, review of literature, planning,
and execution of research, statistical processing of research results and preparation of
research papers.

교과목명

NLP상담 및 코칭세미나 NLP Counseling and Coaching
Seminar

학점/시수

3/3

사티어 가족치료, 에릭슨 최면치료, 베이트슨의 의사소통, 펄스의 게슈탈트 등의 핵심적인 변
화기법을 뽑아서 만든 Neuro Lingistic Programing을 적용하여 가족 및 부부상담, 개인상담을
실시하는 기법을 익히도록 한다. 동시에 NLP를 적용하여 다양한 코칭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
을 연구한다.
Students will learn how to practice family and couple counseling and individual counseling by
applying Neuro Linguistic Programing, which is a combination of key point change techniques
from Satir family therapy, Erickson hypnotherapy, Bateson's communication, and Pulse's
Gestalt.At the same time, we study techniques that can be applied to various coaching by
applying NLP.
교과목명

상담실습 및
Supervision

슈퍼비젼

Counseling

Practice

and

학점/시수

3/3

상담을 하는 상담자의 태도와 자세, 기법, 내담자를 대하는 자세와 상담목표, 상담방향에 대하
여 제 학파적 입장에서 수퍼비전을 받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상담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한
다.
The student will be supervised for the attitudes of the counselor, techniques, attitudes
toward clients, counseling goal, and counseling directions and this will improve the
counselor's ability.
교과목명

모래놀이치료 Sand Play Therapy

학점/시수

3/3

실제 임상장면에서 모래놀이치료의 적용과 기법을 배운다. 융의 정신분석에 기초한 모래놀이
의 상징들을 이해하고, 직접 모래놀이를 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도록 한다. 그 후에 모래놀이를
현장에서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Students learn the application and techniques of sand play therapy in real clinical scenes.
Understand the symbols of sand play based on Jung 's psychoanalysis, and reflect on
oneself while doing sand play directly.
After that, learn how to apply sand play on the fie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