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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콘텐츠
(교과명)

뇌를 알면 관계가 보인다

-뇌기반 상담의 이론과 실제-
교수명 오주원 교수

과목특성

교과영역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문화예술

지식영역 ☑개념/원리 □기능/절차 □인지 □태도 □언어 □운동

교과수준 ☑개론 □심화 □응용 □기타

강의개요

인간 간의 관계가 뇌의 형성과 발달에 미치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뇌기반 상담의 과정에서 뇌과학의 지식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관계의 문제에서 이론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습자가 실질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현장 적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학습목표

1. 인간 간의 관계에서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뇌기반 

상담의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2. 뇌의 구조와 기능을 활용하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치료 

기법들을 익히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능력을 배양한다.

주차 차시
구성 학습주제/내용

1주

사회신경과학에 대한 이해

1차시 사회적 시냅스에 대한 이해

2차시 사회적 뇌

3차시 뇌의 진화

2주

사회적 뇌의 구조와 기능

1차시 인간 뇌의 발달

2차시 사회적 뇌의 개괄, 피질 및 피질하 구조물

3차시 감각, 운동, 정서조절 및 조절시스템

3 주

사회정서적인 뇌

1차시 발달, 통합, 정서, 감정부전증

2차시 경험의존적 가소성

3차시 사회 참여 시스템(social engagement system)

4 주

반사와 본능 : 애착의 시작

1차시 냄새, 청각과 시각, 촉각, 띠피질

2차시 내면화된 엄마, 조절자로서의 관계

3차시 사회적 동기 시스템

5 주

암묵적 사회적 기억 및 애착

1차시 기억체계

2차시 애착도식, 애착측정 Ⅰ, Ⅱ

3차시 애착측정 Ⅲ, 생리적 구조로 전환되는 관계

6 주

시선과 얼굴표정

1차시 시선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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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얼굴재인

3차시 얼굴표정

7 주

모방, 공명, 공감

1차시 모방과 거울신경

2차시 공명과 조율

3차시 공감

9 주

초기 스트레스의 영향

1차시 초기 스트레스와 엄마의 우울증

2차시 대인간 외상:  아동학대, 애착 트라우마

3차시 대인간 외상 : 수치심, 해마

10 주

사람이 두려운 사회 공포증

1차시 사회 공포증의 뇌

2차시 공포에서 편도체의 역할

3차시 불안과 공포 감소를 위한 방안

11 주

성격장애

1차시 경계선 성격장애

2차시 경계선의 뇌

3차시 반사회적 성격장애

12 주

비사회적 뇌, 자폐증

1차시 자폐증의 뇌

2차시 아스퍼거 장애, 윌리엄스 증후군

3차시 자폐증의 치료

13주

뉴런에서 이야기로

1차시 뉴런의 메신저 체계

2차시 이야기의 기능과 치료적 관계

3차시 사랑하는 뇌, 두려워하는 뇌

14 주

관계 치료

1차시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 사랑하는 연습

2차시 사회적 뇌와 집단의 마음

3차시 의식의 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