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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집단상담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및 참가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상담학회 집단상담학회에서는 상담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2022년

집단상담학회 춘계학술대회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상담 및 현장실무자들이 현장에
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22년 집단상담학회 춘계학술대회
나. 세부내용 : - DBT 집단의 원리와 실제 다. 일시 : 2022년 5월 28(토)
라. 장소 : ZOOM 화상회의
마. 문의 및 접수처 : 010-3381-2302(사무국장:이미경)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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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집단상담학회 춘계학술대회

- DBT 집단의 원리와 실제 집단상담학회 학술위원장으로서 회원님들께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2022년에는 코로
나에서 벗어나서, 회복하고 전진하는 삶이 모든 집단상담학회 회원님들께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발견되고 이를 위해
상담자들의 역할과 책무도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첫 해에 상담자로서 저는 조현병을 호소
하는 내담자들을 그 전에 비해 예년에 비해 두세배 더 많이 만났습니다. 코로나 2년차인 작년에
저는 내담자들의 우울, 스트레스, 자살시도, 자살의도 없는 자해행동 등도 더 많이 만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내담자, 통상적인 상담접근으로 쉽게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운 내담자가 많
아질수록 상담자들은 더 연구하고 해법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더 어려운
내담자를 위한 비교적 최신의 접근법으로서 DBT가 점점 더 알려지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DBT의 원리와 실제를 훌륭하게 보여주는 한 권의 번역서의 역자 서문에서는 DBT에 대해 이렇
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DBT는 제일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효능감을 얻게 해 준 모델이었
다. ... 중략 ... 엄격성과 유연성이 매력적인 조화를 이루는 DBT를 통해 딱딱하다고만 생각했던 행
동치료에 대한 나의 편견이 무너짐을 경험하였고, 치료자로서 DBT의 틀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DBT는 치료 전반에서 여성주의, 다문화주의 치료 같은 다른 관점들도
쉽게 통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했다. 이 접근이 소수 문화나 민족, 불우한 환경 배경으로 인한 구
조적, 환경적 요인들을 다루기에 탁월한 이유가 여기 있다. 또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잦은 자해 및 자살 행동과 해리, 정신증 등 정서
및 인지 조절 문제를 보이는 환자들이 우리 부서로 와서 DBT를 통해 경과가 좋아지는 것을 목격
하였다. 그렇게도 불투명하던 자신의 미래를 이제는 보다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며 내
눈앞에서 말 그대로 ‘살아나는’ 환자들을 보았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DBT를 공부하면서 DBT의 매력에 빠졌고 “DBT가 상담계에서 대세가 되겠구나”라는 생각
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단상담학회의 2022년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친애하는 우리 집단상담학회 회원님들께서 DBT
를 더 접하고 집단에 더 잘 도입,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학회에서 학습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

니다. 또한, 위에서 소개한 좋은 책을 번역해 주신 두 분을 발표자로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기꺼
이 수락하시고 더 좋은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남지은, 남지혜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DBT에 대한 애정과 이론적, 실제적 경험이 두터운 남지혜, 남지은
교수님과 함께 우리 회원님들은 DBT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22년 5월 28일 토요일 15:00~18:00 (3시간)
✿ 장소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 (추후 개별 안내 예정이오니 홈페이지 회원정보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안내

시

간

내

용

14:50 ~ 15:00

사회: 이윤주 교수(영남대학교, 집단상담학회 학술위원장)
온라인 Zoom 대기실 출석확인

15:00 ~ 18:00

-

DBT 개관
DBT 기술훈련 집단의 원리
Mindfulness 모듈 시연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 강사 소개
강

사

주

명

남지은, 남지혜

제

DBT 집단의 원리와 실제
-

강 의 내 용

DBT 개관
DBT 기술훈련 집단의 원리
Mindfulness 모듈 시연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남지은
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주임교수
현)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사례위원장
전)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위기상담부/외국인상담부 전임상담원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미국 Wellesley College 심리학 학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석,
박사

강 사 소 개

남지혜
현) 쿠웨이트 Fawzia Sultan Healthcare Network 임상심리전문가
현) 체코 프라하 Unicare Medical Center, Senior Psychologist
전) 차의과학대학교,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미국 Wellesley College 심리학 학사
미국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예방학 전공 석사
미국 Boston College 상담심리학 전공 박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보건복지부),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미국 인디애나주 Licensed psychologist / 체코 Certified psychologist

✿ 신청안내
2022년 4월 19일 (화) 10:00 ~ 2021년 5월 24일 (화) 17:00 까지
기

간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학술행사신청 > 분과지역 학술행사 > 집단상담학회 춘계
학술대회 클릭하여 신청
사전등록(선착순 200명 마감)

방

법

- 입금계좌번호 : 농협 301-0211-7690-5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 신청자 본인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이라 함은 신청 후 결제까지 완료된 것을 의미함.
구

교

육

비

사

분
전

등

회

록

※ 매주 수요일 입금 확인합니다.

원
30,000

비

회

원
35,000

✿환불
신
신

청
청

기
방

간
법

환불완료기간

2022년 5월 24일 (화) 18:00 까지 신청
(환불기간 이외에 신청은 환불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 학술행사신청 → 나의수강신청내역 → 환불신청 클릭
(환 불 계 좌 기 재 필 수 , 금융수수료 발생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환불)
행사 완료 후 2주 이내 환불

✿ 인정영역
※ 한국상담학회 수련시간 3시간 인정
※ 집단상담학회 분과 학술대회 1회 참여 또는 집단상담학회 분과 보수교육 3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이수증 발급 : 2022년 6월 3일(금) 이후,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수증 발급확인가능
✿ 문의

gca2015@hanmail.net, 사무국장 010-3381-2302

(사)한국상담학회 집단상담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