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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LABUS
Course Objectives
- 이상심리 캐다고리와 진단 및 진단 범주와 관련된 경험적 발견에 대한 신념을
고취시키고, 병인학, 치료 방법 및 기술, 감별 진단 문제 및 예후 등에 대해 학습한다.
- 비정상적인 행동의 정의에 대한 다른 시각 (라벨링, 논란, 윤리적문제)등,
정신병리학에 대한 현재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 이상심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이 시대에 이상발병에 대한 지식을
전반적으로 습득하여 이들을 이해하고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주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 DSM-5 진단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Grading Percentages
Class Attendance 70%
Final Assignment 30%

Grade Scale
A+ = 95-100%

A- = 90-94%

B+ = 85-89%

B- = 80-84%

C+ = 75-80%

C- = 70-74%

D = 60-69%

F = 0-59%

Final Assignment
추후 공지

Contants of Lecture
Course Introduction
I. 이상심리학이란?
1. 이상심리를 판별하는 기준
2. 이상심리학의 역사와 현대의 흐름
3. 이상심리를 설명하는 모델과 치료적 개입
4. 정신장애의 공식진단 분류체계
II. 신경발달 장애
1. 지적장애
2. 의사소통장애
3. 자폐스켁트럼장애
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5. 특정학습장애
6. 운동장애
III.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1. 조현병
2. 조기정신병
IV. 기분관련 장애
1. 우울장애
2. 양극성 관련장애
3. 자살
V. 불안장애
1. 분리불안장애
2. 특정공포증
3. 사회불안장애
4. 공항장애
5. 광장공포증
VI. 강박 및 관련장애
1. 강박장애

2. 신체변형쟁애
3. 피부뜯기장애
VII. 외상및 스트레스 관련장애와 해리장애
1. 외상및 스트레스 장애
2. 해리장애
3. 애착 관련장애
VIII. 급식및 섭식장애/ 배설장애
1. 급식및 섭식장애
2. 배설장애
IX. 수면장애 및 성 관련장애
1. 수면장애
2. 성관련장애
X. 중독장애
1. 알코올중독
2. 기타물질 사용장애
3. 도박장애
XI. 이상심리와 법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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