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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학과는 인간행동에 따른 다양한 현상과 문제들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적 능력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

표입니다. 이를 위해 인간행동을 과학적으로 조사 및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과 전문적인 교과과정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미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과 역량을 함양한 인재의 양성을 지향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탐구하다
SINCE 2011

+ AWOP

AWOP는 사람, 조직, 일에 대해 공부하고 진로탐색

을 함께하는 산업 및 조직 심리학 연구학회입니다.

+ CPA

CPA는 범죄심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 동아리

입니다. 논문 발제와 사건 분석 등을 통해 이론을 

이해하고, 연구 활동과 타 학교와의 학술 교류를 

통해 학문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 ECLIPS

ECLIPS는 연구 논문과 DSM-5 발제, 그리고 매체

를 활용한 토론형 활동을 진행하여 임상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확장 시키는 사회심리학과 소속 임상

심리학회입니다.

+ SPED

SPED는 social psychology english debate club의 

약자로, 영화를 감상한 후 심리학·사회학적 관점

에서 본인의 생각을 영어로 나누는 활동을 합니다. 

영어 사용 기회를 늘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리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SPRead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며 세

상에 대한 관점을 넓혀가는 독서 토론 학회입니다.

+ 심사숙고

심사숙고(深思熟考)는 독서 토론을 포함한 여러 

실내외 활동을 통해 사회학적 상상력을 함양하여 

넓고 깊게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회심리학과

의 유일한 사회학 학회입니다. 강의실에서 나눈 학

술적 고민을 실천하는 것까지가 심사숙고의 지향

점입니다.

+ 이그레지아

사회심리학과 연구에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심

리학 논문을 읽은 후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함

으로써 심리학적 전문성 증진과 학술적 교류를 도

모하는 학회입니다.

학과활동

 02-2077-7621�

 socpsy@sookmyung.ac.kr

  http://socpsy.sookmyung.ac.kr

 진로설계 로드맵

학과에 적합한 학생  

▪�폭넓은 시각과 열린 생각을 가진 학생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고를 즐기는 학생

  
준비사항

▪� 다양한 경험을 통한 사고 증진

▪�전공 관련 전문 도서를 통한 지식 습득

입학전

재학중
교과과정

▪�심리학 및 사회학 관련 과목 이수를 통해 폭넓은 시각과 과학적 

분석 능력 배양

- 기초심리학 및 응용심리학 분야의 다양한 수업 제공

- 연구방법론, 통계방법 및 연구를 통한 과학적 분석 능력 습득

- 범죄행동의심리학, 법심리학, 언어심리학, 범죄학 등의 전문화되고 

특화된 수업 제공

  ▪�심리학 관련 기관 실습 및 봉사활동 가능

▪�일반기업 : 대기업, 외국계 기업, 일반기업의 인사, 마케팅, 

영업, 홍보, 기획부서, 리서치회사 및 여론 조사기관 등

▪��공공분야 : 국회, 정당, 통계청,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경찰청의 범죄분석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 및 

보호관찰대상자 심리 평가 및 치료 담당, 교도소의 교도관 

및 수형자 심리 평가 및 치료 담당 등

▪�시립, 구립, 지역사회 센터 : 공공기관 부설 청소년 시설, 

복지 시설, 상담 시설, 다문화 관련 시설 등에서 상담 관련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등

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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