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전공안내 및 강의과목 해설

진로교육상담(석사)
영역

교

교과목
코 드

한

논문
연구

목

명
영

어

이수
학점

개설시기
연도학기

216-201

진로교육학

Studies in Career Education

3

1,2-①,②

216-202

진로설계 컨설팅

Consultation for Career Design

3

1,2-①,②

216-203

양적 연구방법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3

1,2-①,②

일과 교육의 세계 탐구

Career Information: Work & Educational
Opportunities

3

1,2-①,②

216-206 진로지도에서의 검사의 활용

Assessment in Career Guidance

3

1,2-①,②

216-207

긍정심리학과 진로발달

Positive Psychology and Career

3

1,2-①,②

216-208

질적 연구방법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3

1,2-①,②

216-209

진로상담 사례연구

Career Counseling Case Studies

3

1,2-①,②

216-210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

Career Education Program Design

3

1,2-①,②

진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eaching-learning Methods & Evaluation for Career
Education

3

1,2-①,②

216-212

진로체험 방법론

Experiential Learning for Career

3

1,2-①,②

216-213

미래 세계와 진로

Future Society and Career

3

1,2-①,②

216-214

진로 및 직업이론

Foundations of Career & Occupation Theories

3

1,2-①,②

216-215

진로상담의 실제

Career Counseling Methods & Practices

3

1,2-①,②

216-216

진로집단상담의 실제

Methods in Career Group Counseling

3

1,2-①,②

216-217

다문화 사회에서의
진로상담 및 교육

Multicultural Issues in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3

1,2-①,②

216-218

진로교육상담세미나 1

Seminar in Career Education & Career Counseling 1

1

1,2-①,②

216-219

진로교육상담세미나 2

Seminar in Career Education & Career Counseling 2

1

1,2-①,②

216-220

교과 연계 진로교육 방법론

Methodology for Subjects-related Career Education

3

1,2-①,②

3

5학기차

216-204

전공
선택

글

과

216-211

001-301

논문연구

Study for Thesis

학기
차

비고

1:홀수해
2:짝수해
①:1학기
②:2학기

06.3~
17.8.
입학생
적용

▐ 전공선택
1. 진로교육학(216-201)
진로교육의 학문적 성격, 내용체계,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행정 및 연구 동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로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2. 진로설계 컨설팅(216-202)
진로설계 컨설팅에 대한 기본 개념, 이론, 모델, 접근방법, 쟁점 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실제 개인의 진로설계를 진단하고 맞춤형 처방을 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 전략과
기법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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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적 연구방법(216-203)
양적 연구의 개념, 유형, 접근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토대로 실제로 양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둔다.
4. 일과 교육의 세계 탐구(216-204)
일과 교육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일과 교육의 세계를
탐색하여 진로정보를 창출하고 진로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을 모색한다.
5. 진로지도에서의 검사의 활용(216-206)
진로교육, 진로지도, 진로상담 등 진로관련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검사도구를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개별 검사의 기본 개념, 이론, 해석 및
활용 방법 등을 익히고, 직접 검사를 받아보고 실시해 보는 실습을 병행한다.
6. 긍정심리학과 진로발달(216-207)
긍정심리학의 태동과 핵심 개념 및 쟁점들을 살펴보고, 긍정심리학의 논의들이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에 시사하는 점을 탐구하여, 긍정심리학을 적용한 진로발달의
촉진 방안을 모색한다.
7. 질적 연구방법(216-208)
진로발달의 과정을 탐구하는 연구방법론으로서 질적 연구방법의 개념, 유형, 접근방법
등 연구 수행의 원리와 절차를 익혀, 질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둔다.
8. 진로상담 사례연구(216-209)
다른 과목에서 익힌 진로상담의 원리와 기법을 현장 사례에 적용해 실습하고, 상담
과정에 대해 지도교수로부터의 수퍼비젼과 동료를 통한 수퍼비젼을 경험하면서, 상담
실무자와 수퍼바이저로서의 역량을 함양한다.
9.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216-210)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을 이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수집 ․ 분석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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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진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216-211)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평가 방법에 대해 탐구하며,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지도안과 평가안을 작성하고 토의한다.
11. 진로체험방법론(216-212)
진로체험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각 방법에 따른 세부적인 진로체험
방법을 탐구하며, 사례에 대한 탐색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로체험 방법을 탐색
한다.
12. 미래 세계와 진로(216-213)
진로의 선택과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래 세계의 환경적․사회적․직업적
변화를 예측하고 탐구하며, 이러한 변화에 따른 진로교육의 방향성과 방법을 탐색하고
토의한다.
13. 진로 및 직업이론(216-214)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요구나 교육적 필요에 적합한 이론을 선택하여 내담자 및
학생을 조력할 수 있도록 진로 발달, 진로 탐색 및 선택, 직업 적응, 일 경험을 다루고
있는 이론을 이해하고, 특히 외국에서 소개된 이론들이 우리나라 현장에 적합한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14. 진로상담의 실제(216-215)
상담의 기본적 이론과 기초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진로상담과 진로
상담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기초적 진로상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진로상담의 개념, 진로상담자의 역할과 윤리, 진로상담과정, 다양한 상담
기술과 기법을 학습한다.
15. 진로집단상담의 실제(216-216)
집단상담의 역동, 집단상담의 기본절차와 과정 등 집단상담의 기본적인 이론과 기초
기술을 학습하고, 진로집단상담의 개념, 진로집단상담자의 역할과 윤리, 진로집단상담
역동 및 과정, 다양한 집단상담 기술과 기법을 실습을 통해 익힌다.
16. 다문화 사회에서의 진로상담 및 교육(216-217)
다문화사회의 진로상담 및 교육의 다양한 현상과 요구를 이해하고 조력자로서의
실천방향을 탐구하기 위해, 다문화 진로상담의 이론적 모형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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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진로교육자의 역할과 윤리에 대해서 토론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진로상담 및 교수학습 기법을 학습한다.
17. 진로교육상담 세미나 1(216-218)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에 대한 국내외의 최신 정보, 접근방법, 연구동향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며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의 새로운 방안을 탐색한다.
18. 진로교육상담 세미나 2(216-219)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에 대한 창의적인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 계획 및 연구방법을
설계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19. 교과 연계 진로교육 방법론(216-220)
교과 연계 진로교육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하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 운영 사례를 분석하며, 교과별 특성과 진로개발역량과의 관계를 이해함을
통해 교과별로 효과적으로 연계된 진로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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