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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획서(가족상담및가족치료)

20 년 월 일 ~ 월 일 (수업 기간 15주)

강의개요

학습과목명 가족상담및가족치료 학점 3 교․강사명
교․강사

전화번호

강의시간 강의실 수강대상 학점은행 E-mail

학습목표

1. 가족치료의 필요성과 기능, 역할을 이해한다.
2. 가족치료의 발전과정과 가족치료의 초석이 되는 제반이론을 학습한다.
3. 다양한 관점의 가족치료 모델을 학습하고, 실제 사례를 분석하며, 시연과 역할연습을 통
해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의 과정과 기법을 훈련한다.
4. 가족체계의 기능과 적응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 지식을 함양시킨
다.

교재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 이영분, 김유순, 신영화,
전혜성, 최선령 학지사 2020년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강의주제: 가족치료의 이해
강의목표: 가족치료의 필요성과 기능,
역할에 대해 학습자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가족의 정의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치료를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
제1장 가족치료의
이해
1. 가족치료의
정의와 체계론적
관점
1) 가족치료의 정의
2) 체계론적 관점
(p. 13-23)

오리엔테이션과 과목
소개 및 학습자들의 이
과목에서의 needs를
듣는 시간을 초반에
가짐.

2

강의주제: 가족치료 과정
강의목표: 가족치료 과정에 대해
학습자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가족치료의 정의와
개인상담과의 차이점, 가족치료의
영향력을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
제1장 가족치료의
이해
2. 가족치료 과정과
가족사정
1) 가족치료 과정
(p. 24-26)

강의식 수업,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사용함.

3

강의주제: 가족 사정의 개념과 과정
강의목표: 가족 사정 개념과 과정에
대해 학습자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가족 사정의 내용과
체계적 맥락, 가족생활주기, 가계도에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
제1장 가족치료의
이해
2. 가족치료 과정과
가족사정

[과제1] “나의
가족”(10점)-자신의
가계도를 기술하고 각
가족 구성원들의 성격과
역동을 가족치료의
개념과 이론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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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학습한다.
2) 가족사정
(p. 27-40)

분석하고 한글
3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 4주차까지
제출.

제 2 주

1

강의주제: 전통적 가족치료의 이해
강의목표: 전통적 가족치료와
가족치료의 발달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가족운동과 조현병
환자의 가족 연구, 지역사회의 변화와
가족치료의 확장, 다양한 가족치료
모델의 발전사를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
제2장 가족치료의
발달
1. 전통적 가족치료
1) 가족치료 기반의
확립
2) 가족치료의 확장
3) 가족치료의
전문화
(p. 41-46)

수업방법: 강의, 토론,
질문법

2

강의주제: 탈근대주의 가족치료의 개념
강의목표: 탈근대주의 가족치료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한 탈근대주의 등장과 사회구성주의
가족치료의 배경과 내용을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
제2장 가족치료의
발달
2. 탈근대주의
가족치료
1) 패러다임의 전환
2) 사회구성주의
가족치료
(p. 47-51)

3

강의주제: 한국의 가족치료의 양상
강의목표: 가족치료의 도입배경과
가족의 변화 양상, 가족치료
실천현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한국의 가족치료 도입
역사, 한국에서의 가족구조의 변화의
양상과 배경, 다양한 가족치료
실천현장을 살펴본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
제2장 가족치료의
발달
3. 한국의 가족치료
1) 가족치료의 도입
2) 가족치료
실천현장의 확장
(p. 52-58)

수업방법: 강의, 토론,
질문법

EBS 영상 “가족이
달라졌어요”를 20분간
시청 후에 그 영상에
제시되는
가족상담사례를
질문받고 토론함.

제 3 주

1

강의주제: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배경과 가정
강의목표: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배경과 가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배경과 보웬의 건강한
가족에 대한 관점, 불안한 가족 체계의
증상에 대해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3장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
1.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배경과 가정
1) 건강한 가족에
대한 관점
2) 증상의 발달
(p. 59-61)

수업방법: 강의, 토론,
질문법

2
강의주제: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개념
강의목표: 불안과 분화, 다세대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3장
다세대 정서체계

수업방법: 강의, 토론,
질문법,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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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주요
개념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체계의 불안과
분화수준을 다루는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을 이해하고, 분화
수준의 범주,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여덟 가지 기본
개념들을 학습한다.

가족치료 모델
2.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주요 개념
1) 불안과 분화
2)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여덟 가지 기본
개념
(p. 62-75)

3

강의주제: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강의목표: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목표와 개입기법, 개입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목표와
가계도에서의 가족 유형 탐색의 내용,
가족평가와 개입계획, 과정질문,
가족연대기, 탈삼각화, 관계실험, 코칭,
I-position 지키기, 개입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3장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
3.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1) 개입목표
2) 개입기법
3) 개입 과정
(p. 76-90)

수업방법에 시연과
역할극을 사용하며
교재의 사례를 연습함.

제 4 주

1

강의주제: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실제
강의목표: 사례분석을 통해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자녀문제로 상담을 하게
된 내담자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감정반사적인 역기능 행동을 이해하고,
자녀에 대한 감정반사 행동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을 감소하고, 탈삼각화하여
자녀와 분화된 관계를 형성해가는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를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4장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실제
1. 사례의 개요
1) 가족문제: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2) 가족배경
3) 개입목표
(p. 91-95)

수업방법: 강의, 토론,
질문법, 사례분석.
[과제1] “나의
가족”(10점)-자신의
가계도를 기술하고 각
가족 구성원들의 성격과
역동을 가족치료의
개념과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한글
3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 제출.

2

강의주제: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강의목표: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초기 단계 개입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초기 단계 개입으로써 가계도
통찰을 통한 불안 감소 과정을
학습하고, 문제의 명확화, 핵가족 순환
과정 탐색, 내담자에게 초점 두기,
원가족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불안 감소와 분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미분화된 불안을
다루는 과정을 이해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4장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실제
2.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1) 초기 단계
(p. 96-110)

수업방법에 시연과
역할극을 사용하며
교재의 사례를 연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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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주제: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강의목표: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의 중간 단계와 종결
단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변화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단계로써의 중간단계에서
행하는 관계실험, 자기 위치 지키기,
탈삼각화 작업을 이해한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스스로 변화 노력을 수행하는
단계로써의 종결단계에서 행하는,
내담자의 변화 행동 확장하기와 종결
과정을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4장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실제
2.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2) 중간 단계
3) 종결 단계
(p. 111-118)

수업방법에 시연과
역할극을 사용하며
교재의 사례를 연습함.

쪽지 시험 1회차

제 5 주

1

강의주제: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배경과 가정
강의목표: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이론적 배경과 주요 인물, 치료적
신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기보다는 개인의 집합으로 보고,
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통해 가족이
변하도록 돕는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이론적 배경과 모델의 대표적 인물인
사티어와 칼 휘터커를 이해한다.
인간에 대한 신념과 부모에 대한 신념,
성장과 변화에 대한 신념, 스트레스와
대처에 대한 신념, 치료목표에 대한
신념과 같은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치료적 신념을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5장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
1.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배경과 가정
1) 이론적 배경
2) 주요 인물
3) 치료적 신념
(p. 119-123)

수업방법: 강의, 토론,
질문법

2

강의주제: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주요 개념
강의목표: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주요 개념인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유형, 가족 규칙을 이애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자기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의미하는 자아존중감을
이해하고,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규칙에 대해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5장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
2.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주요 개념
1) 자아존중감
2) 의사소통 유형
3) 가족 규칙
(p. 124-134)

수업방법에 시연과
역할극을 사용하며
연습함.

3

강의주제: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강의목표: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에서의 개입 목표와 변화
과정, 개입기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에서의 가족체계에 대한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5장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
3.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1) 개입목표
2) 변화 과정

수업방법: 강의, 토론,
질문법,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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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목표, 변화과정에서의 정체 상태,
외부 요인의 도입, 혼돈, 변형, 통합,
연습, 새로운 상태를 이해한다.
개입기법으로써 접촉하기, 가족지도,
가족조각을 학습한다.

3) 개입기법
(p. 135-146)

제 6 주

1

강의주제: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실제
강의목표: 가족의 사례 분석을 통해
가족치료적 개입 방향을 모색한다.
강의세부내용: 40대 초반의 부모와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로
구성된 저소득층 4인 가족사례의
가족문제와 가족배경을 분석하고
가족치료적 개입 방향을 모색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6장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실제
1. 사례의 개요
1) 가족문제: ‘나는
나, 그대로를 사랑해
주세요.’
2) 가족 배경
(p. 147-150)

수업방법: 강의, 토론,
질문법, 사례분석

2

강의주제: 경험적 가족치료의 개입
과정
강의목표: 경험적 가족치료 초기
단계의 개입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초기 단계에서의
접촉하기, 변화에 초점 두기, 가족지도
그리기, 가족지도 탐색하기, 정체 상태
탐색의 개입들을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6장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실제
2. 경험적
가족치료의 개입
과정
1) 초기 단계
(p. 151-160)

수업방법에 시연과
역할극을 사용하며
교재의 사례를 연습함.

3

강의주제: 경험적 가족치료의 개입
과정
강의목표: 경험적 가족치료 중간
단계와 종결 단계의 개입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중간 단계와 종결
단계에서의 개입목표 설정, 부모의
내면 변화,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의
변화, 가족규칙 검토, 나 전달법,
변화의 장애물 다루기, 성취 확인 및
종결 감정 다루기의 개입들을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6장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실제
2. 경험적
가족치료의 개입
과정
2) 중간 단계
3) 종결 단계
(p. 161-172)

수업방법에 시연과
역할극을 사용하며
교재의 사례를 연습함.

제 7 주 1

강의주제: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발달 배경과 주요 가정
강의목표: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발달 배경과 주요 학자들, 건강한
가족에 대한 관점, 증상의 발달양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미누친이 구조적
가족치료를 개발하게 된 배경과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에서 말하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 역기능적인 가족의
증상의 발달 양상을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7장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
1.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발달 배경과
주요 가정
1) 발달배경과 주요
학자들
2) 건강한 가족에
대한 관점
3) 증상의 발달

수업방법: 강의, 토론,
질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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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73-178)

2

강의주제: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주요 개념
강의목표: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주요 개념인 가족구조, 하위체계,
경계선, 위계질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
방식을 조직화하려는 기능적인
요구로서 가족체계가 유지되고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족구조를
이해한다. 부부 하위체계, 부모
하위체계, 부모-자녀 하위체계, 형제
하위체계 등의 네 가지 하위체계와
경계선, 위계질서의 개념을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7장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
2.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주요 개념
1) 가족구조
2) 하위체계
3) 경계선
4) 위계질서
(p. 179-182)

수업방법: 강의, 토론,
질문법, 사례분석

3

강의주제: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강의목표: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개입목표, 개입 기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가족구조의 변화를 위해
위계질서 형성 및 경계선 재조정, 각
하위체계의 기능 강화와 같은
개입목표를 이해한다. 개입 과정에서의
가족에 합류하기, 가족의 경계선,
위계질서, 하위체계 기능을 사정하며,
가족 재구조화를 위해 가족의
위계질서, 하위체계, 경계선의 적절한
확립 과정을 학습한다. 합류, 초기
가설의 설정, 도전하기, 재명명하기,
실연, 초점 두기, 강도 높이기, 경계
설정하기, 균형 무너뜨리기, 상보성
인식하기, 역설적 개입같은 개입
기법을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7장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
3.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1) 개입목표
2) 개입 과정
3) 개입기법
(p. 182-198)

[과제2] 영화 “The Story
of Us(1999)”를 보고
가족치료의 핵심적인
이론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한글
3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 13주차까지
제출(10점)

제 8 주

1

강의주제: 평가
강의목표: 학습자의 1-7주차 수업내용
이해를 점검하는 평가
강의세부내용: 중간고사

서술형 주관식 시험

2

강의주제: 평가
강의목표: 학습자의 1-7주차 수업내용
이해를 점검하는 평가
강의세부내용: 중간고사

3

강의주제: 평가
강의목표: 학습자의 1-7주차 수업내용
이해를 점검하는 평가
강의세부내용: 중간고사

제 9 주 1
강의주제: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실제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8장

수업방법: 강의, 토론,
질문법,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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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표: 가족사례에서 보이는
가족문제와 가족 배경을 살펴보고
개입목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자살한 장남의 시신을
발견한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가족
전체의 혼란과 외상을 겪는 가족의
부부체계와 부모체계, 부모-자녀체계,
형제자매체계와 같은 가족배경을
이해하고 개입목표를 학습한다.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실제
1. 사례의 개요
1) 가족문제: 자살
유가족의 외상대처
및 가족재구조화를
위한 가족상담
2) 가족 배경
3) 개입목표
(p. 199-203)

2

강의주제: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강의목표: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의 개입
방법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초기 단계에서의
가족체계에 합류하기, 위기사정 및
문제의 명확화, 상담구조화, 자살사건에
대한 가족 간의 인지적, 정서적 공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접근,
자살한 장남에 대한 가족의 정서
탐색과 표출과 같은 개입 과정을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8장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실제
2.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1) 초기 단계
(p. 204-208)

수업방법에 시연과
역할극을 사용하며
교재의 사례를 연습함.

3

강의주제: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강의목표: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의 중간 단계와 종결
단계에서의 개입 방법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중간 단계에서 문제를
가족구조의문제로 재명명하기,
가족구조 사정, 상담목표 수립, 정녀의
낮은 권위를 높이고 차녀의 높은
위계를 조성하여 자매간에 명확한
경계선을 형성함으로써 자매
하위체계를 강화, 어머니와 아들 간의
경계선 조정 자매간의 위계 및 경계선
조정, 노모와 차녀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모녀간의 경계선 및 기대를 조정,
차녀의 감정 환기 및 의사소통 패턴에
대한 자기이해 증진, 가족구성원 간에
유사성과 개별성의 이해 증진, 자녀에
대한 가족의 이해 증진, 가족 구성원의
자존감 강화, 자녀와 가족 간의 경계선
조정, 자매 하위체계를 강화, 차녀가
어머니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기와 같은 개입과정을 이해한다.
종결단계에서의 상담목표의 달성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8장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실제
2.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2) 중간 단계
3) 종결 단계
(p. 20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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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확인하고 종결 감정 다루기의
과정을 학습한다.

제 10 주

1

강의주제: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배경과 기본 원리
강의목표: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발달 배경과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형성 및 발달에 영향을 준
MRI의 단기치료 모델과 에릭슨의
영향과 사회구성주의와의 관련성을
이해한다. 병리적인 것 대신 건강성에
초점을 두고, 내담자의 강점, 자원을
상담에 활용하며,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며 내담자의 견해를
존중하고, 간략화, 변화의 불가피성,
현재와 미래 지향,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기본 원리를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9장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
1.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배경과 기본
원리
1)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발달
2)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기본 원리
(p. 223-230)

수업방법: 강의, 토론,
질문법

2

강의주제: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에서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 형성
강의목표: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에서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 형성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문제해결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취하는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내담자가 변화에 무관심할 때,
내담자가 다른 사람이 변화해야 한다고
할 때, 내담자가 원하는 변화가 있고,
또 자신이 변화를 하고자 할 때로
나누어서 방법들을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9장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
2.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에서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 형성
1)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
2) 문제해결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취하는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
(p. 231-235)

수업방법에 시연과
역할극을 사용하며
연습함.

3

강의주제: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강의목표: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으로써 상담 구성과 과업,
개입기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으로써 상담 구조와
절차 소개, 문제 진술, 예외 탐색,
상담목표 설정, 해결책 정의, 메시지
작성, 메시지 전달과 같은 상담 구성과
단계별 과업을 학습한다.
개입기법으로써 질문기법, 목표 설정의
기법을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9장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
3.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1) 상담 구성과 과업
2) 개입기법
(p. 236-258)

수업방법에 시연과
역할극을 사용하며
연습함.

쪽지 시험 2회

제 11 주 1
강의주제: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실제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10장

수업방법: 강의, 토론,
질문법,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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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표: 가족사례를 통해 가족문제와
배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하고, 건강의 어려움과 경제적 문제를
갖고 있는 내담자의 가족 사례의 문제
발생 배경을 이해한다.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실제
1. 사례의 개요
1) 가족문제: ‘엄마로
인정받고 싶어요.’
2) 가족 배경
(p. 259-260)

2

강의주제: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강의목표: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을 적용하면서 내담자에 대한
칭찬, 일반화, 정상화, 딸의 태도에
대한 일반화, 정상화, 과제를 주기 위한
연결문, 과제와 같은 개입 과정과
방법들을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10장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실제
2.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1) 1회기 상담
2) 2회기 상담
(p. 261-263)

수업방법에 시연과
역할극을 사용하며
교재의 사례를 연습함.

3

강의주제: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강의목표: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의 종결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을 적용하면서 종결회기에서 관계
형성을 위한 대화, 변화 확인, 예외
질문, 구체화, 행동적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기 위한 질문, 내담자의
능력을 칭찬하기 위한 질문 형식의
칭찬, 이전 상담에서의 기적 질문에
대한 답 회상, 변화와 발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질문, 새로운 목표
설정을 위한 질문, 목표의 구체화,
행동적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기 위한
질문, 변화 유지 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질문 등과 같은 개입 과정과 방법들을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10장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실제
2. 해결중심단기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3) 3회기 상담(종결)
(p. 264-274)

제 12 주 1

강의주제: 이야기치료 모델의 배경과
가정
강의목표: 이야기치료의 세계관과 원리,
인물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에 퍼져 있는 담론의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지식, 권력이 영향을 미친다, 상담사는
중립적, 객관적 관찰자일 수 없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11장
이야기치료 모델
1. 이야기치료
모델의 배경과 가정
1) 이야기치료의
세계관
2) 이야기치료의
원리
3) 이야기치료의

수업방법: 강의, 토론,
질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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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나 의미는 해체가 가능하다와
같은 이야기치료의 세계관을 학습한다.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존재한다고 보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인의 정체성이 그 개인에게 잘
들어맞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의미 있는 사건을
연결해주는 줄거리 만들기에 관심이
있으며, 개인의 경험 이야기를
취사선택하는 렌즈 같은 역할을 하는
이야기치료의 원리를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치료의 주요
학자들을 학습한다.

인물들
(p. 275-285)

2

강의주제: 이야기치료 모델의 실제
강의목표: 이야기치료 모델 상담자의
자세와 개입 과정 1단계인 문제에 대해
말하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이야기치료 모델
상담자의 자세를 학습한다. 이야기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1단계에서 문제에
이름 붙이기,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문제의 영향 탐색하기,
문제의 영향에 대한 자기 입장
정리하기, 자기 입장에 대한 근거
설명하기 등의 개입과정과 방법들을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11장
이야기치료 모델
2. 이야기치료 모델
상담사의 자세
3. 이야기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1) 문제에 대해
말하기
(p. 286-292)

수업방법에 시연과
역할극을 사용하며
교재의 사례를 연습함.

3

강의주제: 이야기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강의목표: 이야기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으로써 각 단계 별 색다른 경험
말하기, 이야기 다시 쓰기, 새로운
이야기하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이야기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2단계에서 색다른 경험 말하기,
색다른 경험에 이름 붙이기, 색다른
경험의 영향 탐색하기, 색다른 경험의
영향에 대한 자기 입장 정리하기, 자기
입장에 대한 근거 설명하기와 같은
개입방법들을 학습한다. 이야기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3단계에서 이야기
다시 쓰기 출발점과 행동영역의 질문,
정체성 영역의 질문과 같은 개입
방법들을 학습한다. 이야기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4단계에서 회원재구성 대화,
정의예식 대화와 같은 개입방법들을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11장
이야기치료 모델
3. 이야기치료
모델의 개입 과정
2) 색다른 경험
말하기
3) 이야기 다시 쓰기
4) 새로운
이야기하기
(p. 293-304)

수업방법에 시연과
역할극을 사용하며
교재의 사례를 연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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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주

1

강의주제: 이야기치료 모델의 실제
강의목표: 이야기치료 모델을 적용할
가족사례의 개요와 제시된 문제, 가족
배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결혼 9년차 부부의 여덟
살 남아가 유분증으로 동네 소아과에서
치료받았으나 진전이 없자, 의사의
권유로 가족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의뢰한 사례의 가족 배경을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12장
이야기치료 모델의
실제
1. 사례의 개요
1) 제시된 문제
2) 가족 배경
(p. 305)

수업방법: 강의, 토론,
질문법, 사례분석

2

강의주제: 이야기치료의 개입 과정
강의목표: 이야기치료의 개입
과정에서의 문제의 영향 탐색, 색다른
경험 다루기, 행동질문, 정체성 질문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1회기 상담에서 문제의
외재화, 의인화, 2회기 상담에서 문제의
영향 탐색하기, 색다른 경험의 공간
열기,색다른 경험의 영향 탐색하기,
행동질문, 정체성 질문과 같은 개입
방법들을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12장
이야기치료 모델의
실제
2. 이야기치료의
개입 과정
1) 1회기 상담
2) 2회기 상담
(p. 306-313)

수업방법에 시연과
역할극을 사용하며
교재의 사례를 연습함.

3

강의주제: 이야기치료의 개입 과정
강의목표: 3, 4회기에서의 이야기치료의
개입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3회기에서 아이와
부모에게 개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또한 가족의 관계에 대해 이번 성공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4회기에서 가족의 변화의
모습들을 통해 전체 회기에서 상담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12장
이야기치료 모델의
실제
2. 이야기치료의
개입 과정
3) 3회기 상담
4) 4회기 상담
(p. 314-318)

[과제2] 영화 “The Story
of Us(1999)”를 보고
가족치료의 핵심적인
이론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한글
3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 13주차까지
제출(10점)

제 14 주
1

강의주제: 사회문제에 민감한 한국
가족상담
강의목표: 사회문제에 민감한 한국
가족상담의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아동문제에 대한
가족상담 효과, 성인문제에 대한
가족상담 효과,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가족상담 효과,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자살 등 사회문제에 민감한
한국 가족상담의 특성을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13장
한국 가족상담의
전망과 과제
1. 사회문제에
민감한 가족상담
(p. 319-323)

팀 프로젝트(20점) :
학습자를 4팀으로
나누어 사례4개중
하나를 선택(중복선택
불가)하여 각 가족
사례에 맞는 치료모델을
적용하여 가족치료하는
모습을 역할극으로
발표함. 20분씩 진행하고
피드백 10분

2
강의주제: 문화적 다양성 시대의 한국
가족상담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13장

수업방법: 강의, 토론,
질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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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표: 문화적 다양성 시대의 한국
가족상담의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접근, 성평등 관점, 문화적
역량, 문화적 민감성에 관한 실천
지침과 같은 문화적 다양성 시대의
한국 가족상담의 특성을 학습한다.

한국 가족상담의
전망과 과제
2. 문화적 다양성
시대의 가족상담
(p. 324-327)

3

강의주제: 가족상담과 윤리
강의목표: 가족상담과 윤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내담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비밀보장, 전문가적 유능성,
상담관계자에 대한 책임, 전문직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책임과 같은
가족상담사의 윤리와 윤리적
자기인식을 학습한다.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제13장
한국 가족상담의
전망과 과제
3. 가족상담과 윤리
(p. 328-332)

이번 학기에서 경험하고
학습한 것들에 대한
각자의 소감을 나눔

제 15 주

1

강의주제: 평가
강의목표: 학습자의 8~14주차 수업내용
이해를 점검하고, 전체 수업에 대한
학습정도를 확인하는 평가
강의세부내용: 기말고사

서술형 주관식 시험

2

강의주제: 평가
강의목표: 학습자의 8~14주차 수업내용
이해를 점검하고, 전체 수업에 대한
학습정도를 확인하는 평가
강의세부내용: 기말고사

3

강의주제: 평가
강의목표: 학습자의 8~14주차 수업내용
이해를 점검하고, 전체 수업에 대한
학습정도를 확인하는 평가
강의세부내용: 기말고사

평가요소별 세부내역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참여도(%)
기타
(그 밖에
평가요소)

(%)

합계
(%)중간

고사
기말
고사

쪽지
시험

(돌발)
퀴즈

복습
시험 기타 리포트 번역 팀과제 기타 출석 토론

(방)
질문
(방)

탐구
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
서

기타

20 20 10 20 20 10 100

수업방법 수업자료

강의: 주교재, 프리젠테이션(PPT)를 활용하여 기본
적인 개념을 익힌다.

교재

토론: 강의에서 배운 개념과 실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보완점이나 의문점을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프리젠테이션(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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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수자의 시연과 역할극: 배운 내용을 팀원들과 연
습하고, 기본적인 가족치료 이론의 개념을 복습하
고, 다른 팀의 역할극을 관찰학습하는 과정을 통
해, 중요개념을 다시 복습하여 가족상담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부부와 가족치료 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매체, 영화를 활용

사례분석: 교재와 영상자료에 제시된 가족상담사례
를 분석하여 가족치료자로서의 역량을 키운다.

EBS “가족이 달라졌어요”에 제시되는 가족상담사
례를 통해 가족역동과 가족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
인다.

온라인 활용: 카페 운영을 통하여 수업 전후 학습
내용 예습, 관련 자료 제공,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