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필수>

1A1101 아동발달심리특론(Advanced Child Development and Psychology) [3]
아동발달심리에 관한 제반이론을 연구 학습하며 최근 국내외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 미진한 연구분야 및 추후 연구를 탐색해 본다.

1A1103 아동연구방법특론(Advanced Research Methods in Child Development) [3]
아동연구에 필요한 방법을 학습하며 연구설계,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 및 해석과 보고서 작성 

등을 중심으로 아동연구과정을 익히며 최근의 아동연구경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아동가족전공>

1A1244 아동교육프로그램특론(Advanced Child Education Program)) [3]
영유아 및 아동과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하고, 영유

아 및 아동기의 발달 특성, 사회적 요구 등을 근거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개발

해 본다.

1A1220 청소년심리 및 상담(Adolescent Psychology and Counseling) [3]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 중 특히, 심리적인 변화를 가정, 사회, 학교 등과 같은 청소

년의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며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상담자의 역할과 내담자와의 관계, 

상담기법등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1A1225 발달정신병리(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3]
부적응 및 병리적 행동을 발달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러한 지식을 기초로 적절한 치료적 중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정신병리와 이상심리학 분야의 최신 이론과 개념들을 습득하고 적용해본다.  

1A1226 아동임상 및 상담사례연구
(Case Studies in Clinical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for Children) [3]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에서 적용되는 상담 및 놀이치료 접근과 관련된 제반 이론과 

실제적 기술을 익히고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역량을 

함양하고 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1A1232 아동놀이특론(Advaned Study in Child Play) [3]
아동의 놀이에 관한 이론을 비교하고 아동발달의 제 측면과 관련하여 놀이의 역할 및 기능을 학

습하며 최근 아동놀이 연구의 경향을 탐색한다.

1A1233 아동복지특론(Advanced Study in Child Welfare) [3]
아동복지의 기초 원리와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기술에 대하여 학습하며 

최근 복지 요구에 따른 아동복지의 정책적 방향을 탐색한다.  

1A1235 부모교육특론(Advanced Study in Parent Education) [3]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과 가치가 변함으로 인해 부모의 역할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부모교육에 관련된 이론 및 최근 쟁점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부모교육 방법론을 탐색

함으로써 부모․자녀 모두 건강한 자아를 실현하여 조화로운 삶을 가꿀 수 있도록 연구한다.

1A1243 아동가족연구세미나(Seminar in Child Family Studies) [3]
아동가족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이론 및 국내외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아동가족학 연구에 

대한 방향 설정 및 연구계획을 해 본다.

1A1246 놀이치료특론(Advanced course of play Therapy) [3]
놀이치료의 제 이론들을 학습하고 최신연구동향을 선택함으로써 놀이치료 현장과 연구영역을 통

합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질을 함양한다.

1A1238 심리측정 및 평가(Psychological Assessment and Evaluation) [3]
심리측정 및 평가에 관한 최근 문헌을 조사하고, 검사의 사용 및 해석에 관하여 실습한다.

1A1239 아동문학교육특론(Advanced Studies in Literature for Children)
아동을 위한 문학의 가치를 이해하고 문학작품의 문학적, 예술적 분석을 통해 아동의 다양한 요

구에 부합하는 문학작품 및 교육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제에 대해 학습한다.



1A1240 유아교육학특론(Advanced Stud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의 개념과 발달 역사, 철학적, 심리적,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고, 이론, 교육과정, 교수방

법, 교사교육, 평가, 부모교육,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학습한다.

1A1241 생애발달특론(Advanced Studies in Life-Span Development)
인간의 전 생애발달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을 발달심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 발달 

단계별  발달과업과 중요한 발달 이슈를 중심으로 탐구하여 인간의 생애발달 과정과 궤적에 대해 

학습한다.

1A1245 놀이치료및상담실습(Practicum of Play Therapy and Counseling ) [3]
놀이치료 및 상담현장에서 필요한 사례분석 능력과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지도⋅감독 받음으로써 

놀이치료 및 상담사례를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논문연구>

1A1801 석사논문연구(Thesis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