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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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SG01. 심리학 일반(Psychology, general)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

정

의

- 인간을 이해하기 위하여 직접 관찰가능한 객관적인 행동과 또한 직접 관찰될 수는
없으나 신경생리학적 자료로 추론할 수 있거나 언어적으로 보고될 수 있는 정신과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함

SG0101. 심리학사(History of psychology): 19세기 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로, 과학의
한 분야로서 심리학의 발생과 변천 과정을 연구
SG0102. 심리학 연구방법(Methodology of psychology):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방법에
대한 철학, 주제선정, 자료수집절차, 분석방법 및 결과 해석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
SG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심리학 일반(Other psychology, general)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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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SG02. 실험심리(Experimental Psychology)
실험적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연구하는 기초 심리학 연구 분야

정

의

- 신경생리과정, 감각, 지각, 학습, 인지, 언어, 정서 등과 같이 심리의 기초과정 및 이와
연관된 신경생리 작용과 생물적 현상 등을 주로 실험적이거나 실증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며, 이와 관련된 이론을 연구함

SG0201. 생물심리(Psychobiology): 심리 과정이나 행동에 기저하는 두뇌, 신경계, 및
내분비계의 구조와 과정을 연구하며, 또한 심리학적 이해와 관련되는 인간의
생태와 유전 문제를 연구
SG0202. 학습심리(Educational psychology): 주로 환경적 자극이나 경험에 의해 인간과
동물의 행동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연구하며, 나아가 기억 과정과 지식의 축적에
대해서 연구. 또한 이와 관련된 신경 조직의 특성이나 변화를 연구
SG0203. 지각심리(Perception(psychology)): 감각기관의 작용과 감각 경험에서부터 외계
대상 및 환경 구조와 특성의 인식, 그리고 지각 경험에 대한 내적 표상에
이르기까지의 심리과정을 연구하며, 이에 기저하는 신경처리과정 및 정보처리
과정을 연구
SG0204. 인지심리(Cognitive psychology): 좁게는 지각의 결과로 수집된 정보와 경험이
두뇌(마음)에 저장되고 변형-가공되고, 필요에 따라 활용되는 심리과정을 연구하는데,
여기에는 형태의 인식, 주의, 기억, 사고 등이 개입함. 넓게 보면, 지각, 학습,

범

위

언어, 정서 등을 포함하여 인식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 및 이와 관련된 두뇌의
신경생리과정, 전산학적인 연구와 관련 응용분야들을 연구
SG0205. 공학심리(Engineering psychology): 기초심리학의 여러 영역들, 특히 신경생리,
동기, 감성, 감각, 지각, 주의, 기억, 인지, 사고, 의사결정, 언어, 정서, 스트레스,
신체운동 등의 연구를 여러 산업 영역의 설계와 제조, 서비스 제공, 평가
등에 활용하는 응용 연구
SG0206. 언어심리(Psychology of language): 언어의 획득과 발달, 단어 인식, 문법과
의미의 처리, 의사소통,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언어의 지각, 이해, 및 산출과
관련된 심리과정을 연구하며, 또한 이와 관련된 두뇌의 구조와 작용, 전산학적
모형을 연구
SG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실험심리(Other experimental psychology): 위의 여섯
영역으로 포괄되지 않는 영역으로서 기초적인 성격의 연구를 말함. 여기에
동기와 정서의 연구, 심리측정 및 통계분석 등의 연구방법론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환경, 법, 소비행동과 관련된 기초연구 등이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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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SG03. 사회심리(Social Psychology)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

정

의

- 사회환경 속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인과 관계를 가지고, 또 사회의 문화·규범·제도
등의 규제를 받고 생활하는 인간의 경험이나 행동을, 그러한 사회적 여러 조건과의
관련에서 연구함

SG0301. 사회심리(Social psychology): 개인 혹은 집단, 더 나아가 사회구조나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연구
SG0302. 성격심리(Personality psychology): 성격의 기술, 발달 및 역동에 대한
다양한 성격이론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성격 평가 방법을 연구
SG0303. 사회문제(Social problem):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연구
SG0304. 문화심리(Cultural psychology): 인간의 성격, 행동, 그리고 사고과정에
관여하는 문화적 요인들을 연구(비교문화, 토착심리 등 포함)하고, 특정사회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지니는 문화적 특성을 연구
SG0305. 법정심리(Forensic psychology): 범죄사건 재판이나 민사소송, 아동 양육권분쟁
등에서 피고인의 정신감정과 증언의 신빙성 등을 연구

범

위

SG0306. 범죄심리(Criminal psychology): 범죄예방, 수사 및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며,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과 그들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의 연구
SG0307. 군사심리(Military psychology): 효과적인 군인력의 선발과 배치, 사병들의
교육 및 훈련, 효율적인 군조직 개편과 군대생활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군대 내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SG0308. 재난심리(Disaster psychology): 우리 사회의 각종 재난과 재해, 사고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며, 그 피해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 심리적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연구
SG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회심리(Other social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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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SG04. 산업/조직/소비자심리(Industrial/Organizational/Consumer Psychology)
소비자 구매행동, 의사결정과정 및 소비자 관점에서의 광고 커뮤니케이션 효과와 관련
하여 심리학의 제반원리들을 적용하는 학문

정

의

- 소비자의 구매행동 및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 더 나아가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두고,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및 광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함

SG0401. 조직심리(Organizational psychology): 기업 조직에서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적 지식을 연구
SG0402. 산업심리(Industrial psychology): 기본적인 심리학의 원리와 이론,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되는 심리학 적용 사례를 이해하고, 응용 가능한 심리학적
지식의 활용 방안을 연구
SG0403. 소비자심리(Consumer psychology): 소비자 구매행동, 의사결정과정과
관련하여 심리학의 제반원리들을 적용하는 연구
SG0404. 광고심리(Psychology of advertising):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반응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광고 및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범

위

SG0405. 인사/심리(Human resources psychology):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교육훈련과 수행평가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심리학적 과정을 연구
SG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업/조직/소비자심리
(Other industrial/organizational/ consumer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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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5. 발달심리(Developmental Psychology)

전 생애 동안 일어나는 인간의 변화ㆍ발달을 연구하는 학문분야

정

의

- 임신되는 순간부터 사망까지의 변화ㆍ 발달을 유전과 환경 및 그 양자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함

SG0501. 아동심리(Child psychology):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의 신체, 인지,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서 나타나는 제반 현상을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SG0502. 청년심리(Psychology of adolescence): 청년기의 신체적, 생리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고찰하고 청년기의 발달과업과 발달양상을 연구
SG0503. 성인/노인심리(Psychology of adulthood and old age): 성인기 동안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와 정신건강 문제 및 노화와 죽음의 문제를
연구
SG0504. 여성심리(Psychology of women): 여성의 신체생리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고찰하고, 여성 문제 및 여성 문화와 관련된 제반 심리
현상을 연구

범

위

SG0505. 가족심리(Family psychology): 가족의 형성에서 해체까지 전 생애 동안
일어나는 가족체계의 변화와 그와 관련된 변인들을 연구
SG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발달심리(Other developmental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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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SG06. 상담심리(Counseling Psychology)
응용 분야로서 심리학을 활용하여 개인의 성장, 성숙 및 심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구,
노력하는 학문 분야

정

의

-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실제 개인의 문제 해결 및 성장을 위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연구하고, 상담자들이 실제 상담 장면에서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하는 상담
기법 및 적용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SG0601. 개인상담(Individual counseling): 일대일 면담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기법 및 상담관계 등을 연구하는 분야
SG0602.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1명의 리더와 다수의 참여자가 모여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집단상담의 기법 및 이론을 연구하는 분야
SG0603. 부부 및 가족상담(Married couple / family counseling): 부부 및 가족 간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의 기법과 전문가의 자질 및 특성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
SG0604. 진로 및 학업상담(Vocational and schoolwork counseling): 초, 중, 고등학생들의
진로 및 학업 지도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진로 및 학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하는 학문 분야

범

위

SG0605. 아동 및 청소년상담(Child and adolescence counseling):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시기에 겪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기법 및 전문가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SG0606. 학교심리(School psychology): 임상, 상담, 발달, 학습심리학 등의 지식을
적용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의 해결을 돕고,
교사들이 겪는 학습 및 생활지도 문제에 상담심리의 지식을 활용하는 응용 분야
SG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상담심리(Other counseling psychology)

434

SG. 심리(Psychology)

중분류명

SG07. 임상심리(Clinical Psychology)
심리학 지식과 원리를 적용하여 인간의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 기능저하를 해결하고

정

의

개인의 적응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학문
- 심리학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심리 장애의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고 진단 평가 및 치료
개입 방안을 개발, 시행함

SG0701. 인지장애(Cognitive disorder): 기능성 질환으로 병이 발생하기 전의 기능
수준에 비해 인지 또는 기억 등에 임상적으로 결손이 있는 장애에 관한 병인론,
평가, 진단, 치료, 자문, 재활 등에 관한 연구
SG0702. 정서장애(Emotional disorder): 우울, 불안 등과 같은 한 개인의 지속적인 내적
감정상태의 병인론, 평가, 진단, 치료, 자문, 재활 등에 관한 연구
SG0703.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현저히 벗어나 있는 내적
경험과 지속적인 행동 패턴에 관한 병인론, 평가, 진단, 치료, 자문, 재활 등에
관한연구
SG0704. 발달장애(Development disorder): 개인의 발달 수준이나 정신연령에 비해 현저히
벗어나는 심리적 부적응이나 장애의 병인론, 평가, 진단, 치료, 자문, 재활 등에
관한 연구

범

위

SG0705. 노년기장애(Old age troubles): 노인의 심리적 적응이나 정신장애, 인지 장애의
병인론, 진단, 평가, 치료, 자문, 재활 등에 관한 연구
SG0706. 정신장애예방(Prevention of mental disorder): 심리적 부적응이나 정신장애의
예방과 재발방지 등에 관한 연구
SG0707. 건강심리(Health psychology): 건강의 증진과 유지,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 질병 및 이와 관련된 기능 장애에 대한 병인론, 평가, 진단, 치료, 자문, 재활
등에 관한 연구. 행동의학을 포함
SG0708. 중독(Intoxication): 중독문제에 대한 원인규명, 평가, 치료, 자문, 재활 등에
관한 연구
SG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심리(Other clinical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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