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학과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학과 전화번호 | 031) 850-8943

우리학과 소개
상담심리학은 인간의 행동 및 마음에 대해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인간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개입 기술을 연마하는 응용
학문입니다.
상담심리학과는 이러한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통해 가정, 직장, 학교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인간이 겪는 여러 어려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인간의 자아실현과 성장을 조력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 상담인
의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과정
상담심리학과는 전공기본, 전공입문, 전공심화과정으로 이루어진 체계적 교육과 상담실무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실무능력
강화 교육을 통해 상담심리학의 폭넓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정

1학년

전공기본함양

2학년

전공입문과정

3학년

전공심화과정

4학년

실무능력강화

상담심리 전공
상담심리에 기본이 되는 분야에 대한 전반적 지식 습득
심리학개론

상담학개론

성격심리학

애착이론과 상담 등

상담심리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식 습득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아동심리학

진로상담 등

임상현장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상담심리 이론과 기법을 심도있게 학습
집단상담

심리검사 및 실습

상담이론

연구방법 및 통계 등

실무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형 치료자 양성
신경심리학

임상심리 및 실습

범죄심리학

트라우마와 상담 등

졸업 후 진로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면 다양한 현장에서 상담자로 활동하거나, 인간행동에 관한 지식과 상담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학교상담,
진로 및 직업상담, 노인상담 등 각
종 상담분야에서 상담자로 활동

일반 기업체 및 조직

인간행동에 관한 지식과 상담기
술이 중요한 업무역량으로 활용
될 수 있는 교육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활동

대학원 진학

대학원에서 보다 전문분야의 학문연구와 수련을 통해 초·
중·고·대학교, 병원, 각종 상담 및 임상관련 기관, 기업체 등
에서 임상 및 상담전문가로 활동, 다양한 기관 및 조직에서 집
단프로그램 개발, 실시, 평가 등의 전문가로 활동

본 학과의 강점
재학 중 차 의과학대학교 임상상담심리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차병원과 연계하여 임상 및 상담실습, 전문가 특강, 연구참여 등의 경험을 쌓
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차 의과학대학교 임상상담
심리대학원 진학 시 매 학기 25%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