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집단상담학회
수신
(

경유)

제목

2018 집단상담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가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상담학회 집단상담학회에서는 상담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집단상

담학회 추계학술대회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상담 및 현장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가. 사업명 : 2018 집단상담학회 추계학술대회
나. 세부내용 : 사이코드라마 기법을 활용한 집단상담활동
다. 일시 : 2018년 11월 17일( 토)
라. 장소 :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마. 문의 및 접수처 : 010- 3381- 2302( 사무국장:이미경)
붙

「사이코드라마 기법을 활용한 집단상담활동」안내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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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집단상담학회 추계학술대회

- 사이코드라마 기법을 활용한 집단상담활동 집단상담활동은 어색하고 불편한 시작단계에서 집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집
단에 대한 몰입을 촉진함으로써 치유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집단상담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는 집단상담활동에 주목
하고자 합니다. 특히, 행위철학, 역할놀이를 중심으로 개발된 사이코드라마 기법이 집단의
응집력발달과 치유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경험적 차원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것입니
다.
✿ 일시 - 2018년 11월 17일 토요일 13:00~18:00
✿ 장소 -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대강당)
✿ 일정 안내
시간

교육 내용

12:30 ~ 13:00

등록

13:00 ~ 15:00

집단응집력 향상을 위한 구조화된 활동

15:00 ~ 15:20

휴식

15:20 ~ 18:00

역할극을 활용한 집단치유과정 : 역할극 상담

✿ 강사 소개– 고강호 교수 (뫔사랑 사이코드라마연구원)
< 학력 >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아동상담 및 심리치료전공)
< 경력 > 뫔사랑사이코드라마연구원장
광운대, 서울사이버대 강사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 수련감독전문가(TEP)
전)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장
전)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타장

✿ 등록방법 및 참가비
※

입금계좌번호 : 농협 301-0211-7690-51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학술행사 신청 > 분과학회 행사 > 행사명 클릭 후 신청
신청자 본인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이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등록 인원 마감시 현장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착순 입금완료 100명)
사전 등록 (11월 12일 까지 입금완료)
참가비

현장 등록

상담학회 회원 - 50,000원
70,000원
비회원 - 60,000원

※ 한국상담학회 수련시간 5시간 인정, 회원유지 조건5번 해당.
※ 11월 15일 16:00까지 신청 취소 시 전액 환불 가능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학술행사신청-> 나의수강신청내역-> 환불신청 클릭 (환불계좌 기재 필수)

✿ 문의 및 접수
이미경 사무국장 TEL : 010-3381-2302

(사)한국상담학회 집단상담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