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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콘텐츠
(교과명) 뇌기반 감정코칭: 마인드 트레이닝 교수명 하나현 교수

과목특성

교과영역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문화예술

지식영역 □개념/원리 ■기능/절차 □인지 □태도 □언어 □운동

교과수준 □개론 ■심화 ■응용 □기타

강의개요
감정코칭 실전편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셀프힐링을 바탕으로, 

감정코칭능력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역량을 배양한다.

학습목표
감정이 우리 뇌에서는 어떠한 매커니즘으로 발현되는 현상인지 뇌과학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각 유형별 상황에서의 뇌기반 감정코칭을 실천할 수 

있다. 

주차 차시
구성 학습주제/내용

1주

뇌기반 감정코칭에 들어가기

1차시 뇌기반 감정코칭 정의하기 

2차시 뇌기반 감정코칭 정의하기 

3차시 코치와 변화 

2주

뇌와 감정코칭

1차시 뇌속 풍경

2차시 코칭의 5가지 기초적 기술들 

3차시 뇌기반 감정코칭 기술들

3 주

뇌기반 감정코칭 1단계: 감정 감각 깨우기

1차시 초기의 작업 

2차시 자신에게 집중하기

3차시 감정에 이름 붙이기 

4 주

뇌기반 감정코칭 2단계 : 감정 유연화하기

1차시 감정 유연화하기가 필요한 이유

2차시 주의분산적 방법 

3차시 이완하기, 패턴 벗어나기

5 주

뇌기반 감정코칭 3단계 : 감정 정화하기

1차시 감정 정화 준비하기 

2차시 체험적 방법으로 정화하기 

3차시 그 외 방법들 

6 주

뇌기반 감정코칭 4단계 : 감정 통합하기

1차시 감정이 통합되지 않으면? 

2차시 이성과 감정의 통합 

3차시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 

7 주 뇌기반 감정코칭 5단계 : 감정 주인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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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감정의 주인은 누구? 

2차시 감정 주인되기 

3차시 뇌기반 감정코칭 시 고려사항

9 주

뇌기반 감정코칭 연령별 이해 I

1차시 성장시기에 따른 감정코칭 (1) 

2차시 감정을 다루는 4가지 부모유형 

3차시 아이의 감정코칭 5단계

10 주

뇌기반 감정코칭 연령별 이해 II

1차시 성장시기에 따른 감정코칭 (2) 

2차시 성장시기에 따른 감정코칭 (3) 

3차시 청소년 감정코칭 5단계

11 주

자존감과 뇌기반 감정코칭

1차시 자존감이란? 

2차시 감정과 자존감 

3차시 자존감을 높이는 실천 5가지 

12 주

대인관계와 감정코칭 I

1차시 우리의 인간관계 

2차시 인간관계의 유형 

3차시 행복한 관계를 위한 5가지 능력 

13주

대인관계와 감정코칭 II

1차시 '나'와의 관계 

2차시 '너'와의 관계 

3차시 '우리'속의 나 

14 주

‘뇌기반 감정코칭: 마인드 트레이닝’ 최종정리

1차시 정리하기 (1) 

2차시 정리하기 (2) 

3차시 정리하기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