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기업상담 전문가 연수 안내 ]
기업상담학회에서는 오는 2월 「2018년 기업상담 전문가 연수」를 개최합니다. 본 교육과정은 기업 내 상담자
및 기업상담에 관심 있는 상담자의 기업상담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국내 기업상담의 이
론과 현장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연수과정이 기업상담에 대한 실질적인
역량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일정 및 주제
2월

1일 (목) - 기본과정

기업상담 운영의 기초
09:00 ~ 9:30

등 록 (사전등록 확인 / 현장등록)
근로자웰빙과 기업상담

09:30~12:00

-근로자웰빙의 필요성과 기업조직의 이해
-기업상담 실제 및 연구의 동향과 전망
강사: 이윤주 (영남대학교 교수)

12:00~13:00

점심식사

13:00~14:50

직무스트레스 이해 및 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 개념 이해, 관리P/G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및 최신동향
강사 : 이상희
(삼성생활문화센터 상담실장)

15:00~18:00

사례세미나 I : 직무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사례
-조직내 인간관계 갈등 사례
강사: 김혜경
(LG전자 강남R&D센터 상담실장)

◈ 2/2(금), 2/8(목), 2/9(금) 강의는 인원 미충족으로 폐강됨.
◈ 인정 영역(연수/학술 모임)
- 수련생 : 자격 규정의 연수회 시간으로 인정 (1일 7.5시간)
- 수련감독자 :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승급요건의 기업상담관련 연수시간으로 인정 (1일 7.5시간)

◈ 신청방법
1) 교육신청 및 교육비
* 사전등록 마감
* 현장등록 : 현장 등록대나 e-mail을 통한 접수 받음.
성명/주민번호앞자리/휴대전화번호를 이메일(kacwtraining@gmail.com)로 송부후
참가비 입금 (농협 : 317-0002-0563-71/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 현장등록비 : 120,000원
※ 10명 이상 단체 신청은 10% 할인 (사전 kacwtraining@gmail.com로 단체 신청 문의 요망)
※ 교육비에 간식비는 포함되나 식사비는 포함되지 않음.
※ 입금 시 주의사항 : 반드시 본인 이름 + 생년의 형식으로 기재(예 : 홍길동 89)

2) 환불규정
- 환불 신청기간 :2018년 1월 8일(월) 9:00 ~ 1월 31일(수) 24:00
- 환불 신청방법 :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학술행사 신청->나의 수강신청내역->환불신청 버튼 클릭.
비회원인 경우 kacwtraining@gmail.com로 환불 신청.
- 환불 신청기간 내에 환불을 신청할 경우 전액 환불되나 1월 31일(수) 24:00 이후는 환불이 불가함.

◈ 장소
- 2018년 2월 1일(목) : 숙명여자대학교 과학관 108호
- 주소 및 약도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청파동2가) 숙명여자대학교
(http://www.sookmyung.ac.kr/sookmyungkr/976/subview.do)

◈ 이수증 발급
- 회

원 : 2월 19일(월) 이후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수증 발급 확인 가능

- 비회원 : 2월 19일(월) 이후 신청자 메일로 발송
◈ 문의 : 이현지 간사 / kacwtraining@gmail.com / 010-7171-3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