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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획서(인간관계론)

20 년 월 일 ~ 월 일 (수업 기간 15주)

강의개요

학습과목명 인간관계론 학점 3 교․강사명
교․강사

전화번호

강의시간 강의실 수강대상 학점은행 E-mail

학습목표

인간관계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간관계의 개념과 본질, 인간관계증진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며 인간관계기술과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한다. 인간관계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심리검사와 소그룹활동을 통해 점검해보고 분석하며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건전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인간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다양한
검사와 활동을 제시하여 자신의 인간관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건강한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유지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제공하여 실전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교재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천성문, 박은아, 안세지,
문정희, 선혜민, 전은주,

윤정훈, 박선우
학지사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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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관계의 의미와 중요성
강의목표: 학습자들이 인간관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인간관계의 정의와
특징,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갖는 중요성을 학습한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1장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
1. 인간관계의 의미와
중요성
(p. 17-21)

오리엔테이션
-학습자들이
수업신청 소감을
발표하며 수업에
바라는 학습자들의
needs를 청취함.

2

강의주제: 인간관계의 분류
강의목표: 학습자들이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성관계, 사회적 소속관계,
소셜네트워크 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성관계, 사회적 소속관계,
소셜네트워크 관계의 의미와 기능을
학습한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1장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
2. 인간관계의 분류
(p. 22-25)

3

강의주제: 건강한 인간관계
강의목표: 학습자들이 건강한
인간관계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의미를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1장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
3. 건강한 인간관계
(p. 26-30)

[과제1]-교재
29페이지의 ‘나를
소개합니다’를 A4
1장 분량으로
작성해와서 2주차에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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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욕구와 동기, 현실적이고 유연한 신념,
효과적이고 원활한 대인관계 기술,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각능력과
판단능력, 인간관계 속에서 안정된
감정상태 유지와 같은 건강한
인간관계의 특징을 학습한다.

제 2 주

1

강의주제: 삶의 단계에서의 인간관계
강의목표: 삶의 단계에서의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대학생, 성인기, 노년기의
인간관계를 학습한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2장 인간관계의 형성과
발전
1. 삶의 단계에서의
인간관계
(p. 31-41)

[과제1]-교재
29페이지의 ‘나를
소개합니다’를 A4
1장 분량으로
발표함.

2

강의주제: 인간관계 발전의 영향
강의목표: 인간관계 형성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인간관계 형성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상관계를 통해 살펴보고, 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교재 활동란을 통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2장 인간관계의 형성과
발전
2. 인간관계 발전
(p. 42-44)

교재 44페이지의
‘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에
학습자들이
답해보고, 각자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짐.

3

강의주제: 정신건강의 개념과
진단기준
강의목표: 정신건강의 정의와
진단기준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정신건강의 개념을 모두
학습하고, 정신건강의 진단기준을
소개하고 학습한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3장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1. 정신건강이란
(p. 45-50)

제 3 주
1

강의주제: 정신건강의 이론적 견해
강의목표: 정신분석 입장, 분석심리
입장, 인본주의 입장, 그 외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방법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입장, 융의 분석심리 입장, 로저스의
인본주의 입장, 그 외 소질-스트레스
모형의 입장과 같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3장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2. 정신건강의 이론적
견해
(p.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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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론적 접근방법들을
학습한다.

2

강의주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의목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이거나 뇌의 생화학적
기능의 신체적/생물학적 요인, 개인의
성격, 스트레스 대처와 같은 심리적
요인, 가족관계, 친구, 사회관계,
지역사회의 문화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을 학습한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3장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3.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 53-60)

3

강의주제: 적응과 성장을 통한
정신건강
강의목표: 긍정적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응방법과 성장의
단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긍정적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응방법으로써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탐색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성장의 세 가지 단계를
학습한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3장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4. 적응과 성장을 통한
정신건강
(p. 61-66)

제 4 주

1

강의주제: 부적응적 인간관계의 개념
강의목표: 부적응적 인간관계의
개념을 통계적 기준, 사회문화적 기준,
행동의 적응성 기준, 주관적 고통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부적응적 인간관계의
개념을 전체 집단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는
통계적 기준, 사회의 규범이나 문화적
관습에 따라 정하는 사회문화적 기준,
개인의 행동이 자신이나 그가 속한
사회집단의 복지와 안녕에 기여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행동의
적응성 기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평가에 초점을 두는 주관적 고통의
기준에서 학습한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4장 부적응적인
인간관계와 정신건강문제
1. 부적응적 인간관계란
(p. 67-69)

2

강의주제: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
강의목표: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인간관계 회피형,
인간관계 피상형, 인간관계 미숙형,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4장 부적응적인
인간관계와 정신건강문제
2.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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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 탐닉형과 같은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을 학습한다.

(p. 70-76)

3

강의주제: 부적응적 인간관계로 인한
심리장애
강의목표: 부적응적 인간관계로 인한
심리장애 양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미성숙한 인간관계의
특성으로써 인간관계에 대한
비현실적인 욕구와 동기, 인간관계에
대해 비현실적이거나 경직된 신념,
효과적이고 원활한 인간관계 기술의
부재,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각능력과
판단능력의 부재, 인간관계 속에서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학습하고,
교재의 사례 1, 2, 3을 분석하고,
학습자들이 경험한 부적응적인
인간관계를 나누어본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4장 부적응적인
인간관계와 정신건강문제
3. 부적응적 인간관계로
인한 심리장애
(p. 77-88)

[과제 2]-내가 경험한
부적응적 인간관계를
교재 85페이지에
나오는 질문에 맞게
A4 1장 분량으로
5주차까지 제출함.

제 5 주

1

강의주제: 심리검사와 자기이해
강의목표: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자기이해 정도에 다른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개념을
학습한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5장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1. 심리검사와 자기이해
(p. 89-90)

[과제 2]-내가 경험한
부적응적 인간관계를
교재 85페이지에
나오는 질문에 맞게
A4 1장 분량으로
제출함.

2

강의주제: 성격검사와 자기이해
강의목표: 성격검사를 통한
자기이해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개인의 특징적인 행동
패턴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특성으로써의 성격의 개념을
이해하고, MBTI를 통해 자신의 기질과
성격적 선호경향을 파악한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5장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2. 성격검사와 자기이해
(p. 91-97)

MBTI약식 검사를
통해 학습자들의
성격유형과 인간관계
양상을 파악하고
그룹을 통해
나누어본다.

3

강의주제: 방어기제와 자기이해
강의목표: 방어기제의 개념과 자신이
많이 쓰는 방어기제를 통해
자기이해의 기회를 만들고 이해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자신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인식할 때 사용하는
심리적 기능 중 하나로서의
방어기제를 이해하고, 자신이 많이
쓰는 방어기제를 알아본 후 이를 수업
중에 나누어본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5장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3. 방어기제와 자기이해
(p. 98-106)

교재
102-104페이지를
체크한 후 결과를
가지고 그룹을 지어
나누어본다.

제 6 주
1
강의주제: 부모와의 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6장 가족관계 점검을

교재 114페이지를
체크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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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표: 부모와의 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의 기회를 가지고, 이해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부모-자녀 관계의 개념,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보이는
갈등 유형과 갈등요인을 살펴보고,
부모와의 관계 점검을 통해 나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진다.

통한 자기이해
1. 부모와의 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p. 107-115)

그룹을 통해
나누어본다.

2

강의주제: 형제와의 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강의목표: 형제와의 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의 기회를 가지고, 이해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형제관계의 개념,
출생순위, 성, 연령 차이에 따른
형제관계의 특성, 형제관계의
갈등요인을 살펴보고, 형제관계
점검을 통해 나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진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6장 가족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2. 형제와의 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p. 116-122)

교재 122페이지를
체크한 후 이를
그룹을 통해
나누어본다.

3

강의주제: 가족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강의목표: 가족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의 기회를 가지고, 이해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가족관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의 가족관계 점검을 통해
나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진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6장 가족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3. 가족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p. 123-126)

교재 126페이지를
체크한 후 이를
그룹을 통해
나누어본다.

제 7 주

1

강의주제: 친구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강의목표: 친구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의 기회를 가지고, 이해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친구관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의 친구관계에서의
우정지수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진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7장 친구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1. 친구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p. 127-132)

교재
131-132페이지를
체크한 후 이를
그룹을 통해
나누어본다.

2

강의주제: 대학에서의 친구관계
점검과 좋은 친구 되기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강의목표: 대학에서의 친구관계
점검과 좋은 친구 되기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의 기회를 가지고, 이해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대학에서의 친구관계에
대한 양상, 페이지 137의 사례 1, 140
페이지의 사례 2를 분석하고,
대학에서의 친구관계 점검과 좋은
친구 되기 점검을 통해 자신을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7장 친구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2. 대학에서의 친구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3. 좋은 친구 되기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p. 133-146)

교재 135페이지를
체크한 후 이를
그룹을 통해
나누어본다.
교재 145페이지를
체크한 후 이를
그룹을 통해
나누어본다.



- 6 -

이해하는 기회를 가진다.

3

강의주제: 이성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강의목표: 이성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의 기회를 가지고, 이해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이성관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랑의 삼각형 척도, 사랑의
여덟가지 유형별 내용을 학습한 후,
나의 이성관계 점검을 통해 나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진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8장 이성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1. 이성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2. 대학생의 이성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3. 건강한 이성관계 맺기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p. 147-172)

교재 171페이지를
체크한 후 이를
그룹을 통해
나누어본다.

제 8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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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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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네트워크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강의목표: 소셜네트워크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의 기회를 가지고,
이해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소셜네트워크관계의
특성을 살펴보고, 나의
소셜네트워크관계에서의 사용 유형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진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9장 소셜네트워크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1. 소셜네트워크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2. 대학생의
소셜네트워크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3. 올바른
소셜네트워크관계 점검을
통한 자기이해
(p. 173-190)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의
이해를 위한 영상물
시청한다.
교재
177-178페이지를
체크한 후 이를
그룹을 통해
나누어본다.

2

강의주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대화
강의목표: 관계를 촉진하는 대화의
정의와 필요성, 대화의 걸림돌, 관계를
촉진하는 건강한 대화의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상호소통의 대화에서
말하는 사람의 대화전달방식과 듣는
사람의 듣는 태도와 방식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을 살펴보고, 나의 말
습관, 경청의 자세, 이어 나갈 수 있는
질문, 촉진적 공감을 이해하고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10장 관계를 촉진하는
대화하기
1.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대화
(p. 191-203)

사례1, 2를 분석한
후, 그룹 별로
경청을 연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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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다.

3

강의주제: 관계를 촉진하는 대화의
실제
강의목표: 관계를 촉진하는 나의
표정과 행동을 성찰하고 공감반응을
연습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나의 표정과 행동에
대해 교재를 따라 작성하고 그룹 별로
나누어본다. 공감반응을 그룹 별로 짝
지어 연습한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10장 관계를 촉진하는
대화하기
2. 관계를 촉진하는
대화의 실제
(p. 204-208)

페이지 205를 체크한
후 이를 그룹을 통해
나누어본다.
공감반응을 그룹
별로 연습한다.

제 10 주

1

강의주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강의목표: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나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고, 부정적 자기상,
경직된 사고, 성격과 같은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학습한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법을
학습하고, 각자의 스트레스의 모양의
파악하고, 각자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는 기회가 가진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11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1.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되는 스트레스 관리
2.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의 실제
(p. 209-226)

페이지 224-225를
체크한 후, 이를
그룹을 통해
나누어본다.

[과제3]-스트레스를
날리는 나만의
비법을 A4 1장
분량으로 11주차까지
제출함.

2

강의주제: 건강한 인간관계와
갈등관리
강의목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과,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갈등관리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
의사소통능력의 한계와 같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학습한다. 경쟁형,
회피형, 순응형, 타협형, 협력형의
갈등관리 유형을 학습한다. 교재
234페이지의 사례1 분석을 통해
갈등관리 전략을 학습한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12장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갈등관리
1. 건강한 인간관계와
갈등관리
(p. 227-235)

3

강의주제: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갈등관리의 실제
강의목표: 나의 갈등관리 유형을
파악하고 갈등관리 전략5단계에
기반을 두고 연습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교재의
237-240페이지의 나의 갈등관리
유형을 체크한 후, 각자의 갈등관리
유형을 그룹 별로 나누어본다. 교재의
241페이지의 사례를 그룹 별로
토의하여 갈등관리 유형을 파악하고,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12장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갈등관리
2.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갈등관리의 실제
(p. 236-242)

갈등관리에 대한
쪽지 시험을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그룹 별로 나눔과
토의,
협동탐구학습을
한다.



- 8 -

갈등관리 전략 5단계에 기반을 두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그룹 별로
협동탐구학습을 한 후 발표한다.

제 11 주

1

강의주제: 자기표현을 통한 주장성
기르기
강의목표: 주장성의 필요성,
주장성향상의 방해요인을 파악하고,
건강한 주장성 향상을 위한
자기표현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스스로를 알리는 행동
또는 느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동으로 주장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자기표현, 자기주장의 필요성을
학습한다. 불안, 비합리적 신념,
주장행동 방법 습득의 부재와 같은
주장성 향상의 방해요인을 학습한다.
소극적 자기표현, 공격적 자기표현,
주장적 자기표현의 자기표현 유형을
이해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자기표현
방법을 점검하고 주장행동을
연습한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13장 자기표현을 통한
주장성 기르기
1. 건강한 인간관계와
주장성
2. 주장성 향상을 위한
자기표현의 실제
(p. 243-262)

[과제3]-스트레스를
날리는 나만의
비법을 A4 1장
분량으로 제출함.
페이지 259-261를
체크한 후, 이를
그룹을 통해
나누어본다.

2

강의주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정서조절
강의목표: 정서조절의 필요성, 건강한
정서조절의 방해요인, 건강한
정서조절을 위한 감정탐색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페이지 266의 사례1과
페이지 267의 사례2 분석을 통해
정서조절의 필요성을 학습한다.
자연스러운 감정을 허용받지 못하는
환경, 부정정서에 대한 잘못된 인식,
상황에 맞지 않는 방어기제의 고착과
같은 건강한 정서조절의 방해요인을
학습한다. 정서 경험 과정, 감정
탐색을 통한 정서조절 방법을
학습한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14장 감정탐색을 통한
정서조절능력 기르기
1.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정서조절
(p. 263-277)

최근 2주간 어떤
정서들을 느꼈는지
기억해보고, 그
정서를 느끼게
되었을 때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떠올리고 이를
그룹을 통해
나누어본다.

3

강의주제: 감정 탐색을 통한
정서조절의 실제
강의목표: 나의 감정을 탐색하고, 감정
탐색을 통한 건강한 정서조절 방법을
이해하고 연습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교재 279의 나의
감정을 탐색하고, 페이지 280의 최근
나의 경험을 떠올려서 정서조절
단계에 맞춰 나의 정서를 수용하는
연습을 한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14장 감정탐색을 통한
정서조절능력 기르기
2. 감정 탐색을 통한
정서조절의 실제
(p. 278-280)

최근 나의 경험을
떠올려서 정서조절
단계에 맞춰 나의
정서를 수용하는
법을 작성해서
그룹을 통해
나누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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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주

1

강의주제: 건강한 정신건강관리와
회복탄력성
강의목표: 회복탄력성의 개념,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성격강점
찾기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역경과 시련을 이겨
내고 이전의 상황보다 더 높이 오르는
내적인 근력으로 자신에게 처한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으로써 회복탄력성을 이해하고,
기질과 성격적 특징, 양육 및
사회환경과 같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습한다. 페이지
288의 사례 1과 페이지 289의 사례 2
분석을 통해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강점 찾기의 중요성과 성격강점 찾기
개념을 학습한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15장 성격강점 찾기를
통한 회복탄력성 기르기
1. 건강한 정신건강관리와
회복탄력성
(p. 281-292)

평소에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견디는지
떠올려보고, 교재
사례1, 2의 상황에서
나는 다른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지를 그룹을
통해 나누어 본다.

2

강의주제: 성격강점 찾기를 통한
회복탄력성 기르기의 실제
강의목표: 나의 성격강점을 찾는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교재 294의 나의 대표
성격강점을 찾아보고, 페이지 295의
성격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적어본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15장 성격강점 찾기를
통한 회복탄력성 기르기
2. 성격강점 찾기를 통한
회복탄력성 기르기의
실제
(p. 293-294)

페이지 294의 나의
성격강점을 작성한
후, 이를 그룹을
통해 나누어본다.

3

강의주제: 성격강점 찾기를 통한
회복탄력성 기르기의 실제
강의목표: 성격강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내가 최근 경험하고
있는 대인관계의 어려운 상황을 적어
보고, 이때 나의 대표 성격강점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적어 본다.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다른
친구의 상황을 보고 나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그렇게 대처할 때
나의 어떤 강점이 작용하는지
나누어본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15장 성격강점 찾기를
통한 회복탄력성 기르기
2. 성격강점 찾기를 통한
회복탄력성 기르기의
실제
(p. 295-296)

페이지 295를 작성한
후, 이를 그룹을
통해 나누어본다.

제 13 주 1

강의주제: 건강한 부부 되기
강의목표: 건강한 부부의 개념,
부부싸움의 원인 및 유형, 건강한
부부가 되는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배우자 선택과정에
대한 여과망 이론을 학습한다. 감정을
쌓아 두는 사람, 계속 잔소리하는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16장 건강한 부모와
부모 되기 훈련
1. 건강한 부부 되기
(p. 297-306)

역할극을 통해
부부대화법을
연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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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빈정대는 사람, 독심술사, 약
올리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거부자,
기피자,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과 같은
부부싸움의 원인과 유형을 학습한다.
페이지 300의 사례 1을 통해 건강한
부부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룹 별로 토의하고
발표한다.

2

강의주제: 건강한 부모 되기
강의목표: 건강한 부모의 개념,
자녀와의 갈등요인, 건강한 부모가
되는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통제적이고 지배적인
부모유형, 자녀에게 방임적이고
무관심한 부모 유형,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부모 유형과 같은
부모의 역기능적인 유형을 학습한다.
페이지 311의 사례 2 분석을 통해
자녀와의 갈등 양상을 학습하고,
건강한 부모가 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16장 건강한 부모와
부모 되기 훈련
1. 건강한 부모 되기
(p. 307-312)

3

강의주제: 건강한 부부와 부모 되기의
실제
강의목표: 건강한 반려자를 찾고
준비하는 과정, 건강한 부모 역할
준비의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반려자를 찾고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기준 세우기,
의사소통훈련과 같은 건강한 부모
역할 준비의 과정을 학습한다. 페이지
315의 내가 바라는 결혼과 부부의
상을 작성한 후 그룹을 통해 나누어
본다. 페이지 317의 부모님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작성한 후
그룹을 통해 나누어 본다. 페이지
319의 상황에서 내가 부모라면 어떤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할지에 대해
그룹을 통해 나누어본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16장 건강한 부모와
부모 되기 훈련
3. 건강한 부부와 부모
되기의 실제
(p. 313-320)

페이지 315-319를
작성한 후, 이를
그룹을 통해
나누어본다.

제 14 주
1

강의주제: 행복의 의미
강의목표: 행복의 의미,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개인의 강점과 미덕
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긍정심리학을
학습한다. 우정, 직업, 사랑, 가정과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17장 행복한 삶을 위한
훈련
1. 행복이란
(p. 3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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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학습한다.

2

강의주제: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
강의목표: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표현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페이지 330의 행복을
찾기 위한 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를
그룹을 통해 나누어본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17장 행복한 삶을 위한
훈련
2. 행복한 삶을 위하여
(p. 328-330)

교수자가 자신의
사례를 통해 행복을
찾기 위한 리스트의
시범을 보인다.

3

강의주제: 행복한 삶을 위한 훈련
강의목표: 행복한 삶을 위한 사고
훈련을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
강의세부내용: 페이지 331의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연습을 그룹
별로 한다.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제17장 행복한 삶을 위한
훈련
2. 행복한 삶을 위하여
(p. 331-332)

교수자가 자신의
사례를 통해 긍정적
사고의 시범을
보인다.
한 학기 동안의 수업
소감을
학습자들로부터
듣는다.

제 15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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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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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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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방)

질
문
(방)

탐구
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서 기타

20 20 5 20 20 15 100

수업방법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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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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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활동: 학습자 자신의 검사결과에 대해 다른
학습자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자신을 볼 수 있도
록 안내한다. 자신과 타인의 대인관계에 대해 소그
룹으로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

프리젠테이션(PPT)

토론: 강의내용에 대해 필요할 때 마다 교수와 학습
자간에 자유롭게 토론한다.

영상물: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의
이해를 위한 영상물

검사: 대인관계에서의 자신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
해 교재의 장별로 대인관계관련 체크리스트를 활용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