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Psychology

심리학과 대학원
1. 교육목표
급변하는 국제적 사회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의 특정 분야에서 새
롭고 유용한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연구.교수 인력배양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초와 응용의 균형적 지식 함양에 교육방향의 초점을 맞추어 다음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구
체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실험 및 인지 심리학]
인간행동 및 인지과정에 관한 지식의 자율적 확장과 이를 실생활에 독창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함으로써 어떠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새로운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임상 심리학]
여러 가지 인간의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이를 기
초로 문제를 진단, 예방하며 독창적인 문제 해결법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대학교, 병원, 국가기관, 임상 실제 등 다양한 장면에서 전문적인 심리학자의 양성을 목표로
하며, 과학자-전문가 훈련 모델에 따라 연구 및 임상적 훈련에서 과학적 태도, 특히 근거 기반
평가 및 치료를 강조한다.

[상담 심리학]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학의 이론과 원리들을 숙지하며 이러한 이해를 바
탕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적응적이고 행복한 삶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상담 기
법과 전략들을 교육함으로써 현장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상담자를 양성
한다.

[산업, 조직 및 소비자 심리학]
산업 현장의 주요 관심영역인 인력 개발, 조직개발, 상품개발 및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데 필
요한 심리학적 지식과 방법론을 익힌 후, 이를 바탕으로 제반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 평가할 수 있는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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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Objectives>
The general objectives of graduate training in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is to aid students in developing competence and professional
commitment that are essential to cope successfully with the everchanging world and to produce novel and positive changes in the field of
their specialties. All graduates are expected to be versed in general
psychology and scientific research, and well prepared to teach in their
area of interest. All graduates will also be prepared for professional
practice.
Our program focuses on research and training in four areas - 1)
Perception and Cognition, 2) Clinical Psychology, 3) Counseling
Psychology、 and ４) Industrial/Organizational and Consumer
Behavior.
The program in Perception and Cognition provides training in cognition
and visual perception. Particular strengths include cognitive development,
language, reading, knowledge engineering, thinking and problems
solving, binocular vision, and ecological perception.
The major goal of Clinical Psychology Program is to train professional
psychologists to work in universities and colleges, medical settings,
government agencies, and clinical practice. In accordance with the
scientist-practitioner model, our program places an emphasis on the
scientific attitude in both research and clinical training. The major focus
is on evidence-based assessment and psychotherapy, even if students
will have many opportunities to various clinical perspectives.
The major goal of Counseling Psychology Program is to train students
for the professional practice as well as for research and teaching. The
scientific attitude is emphasized in both research and clinical training.
The major focus is on empirically supported interventions in counseling
psychology, even if students will have many opportunities to various
clinical perspectives.
The program in Industrial/Organizational and Consumer Behavior
focuses on the basic concerns of sound scholarship and research skills,
and expects students to be well prepared in applying these knowledge
and skills to diagnose and solve the problems confronted in the real life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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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성명

전공

성명

전공

김남균

실험심리

손영화

산업심리

최윤경

임상심리

손은정

상담심리

윤혜영

임상심리

이재호

실험심리

김민영

산업및조직심리

정대겸

아동가족상담

정우경

인지심리

최가희

상담심리

<학과사무실 Department>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신당동 1000-2번지)
계명대학교 봉경관(구 사회관) 141호
문의 : 053-580-5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