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한국상담학회 NLP상담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총회
“NLP마법의 구조의 이해 및 Submodality Change”
(사)한국상담학회 NLP상담학회입니다.
오는 12월 9일(토) 9시 ~ 12시에 NLP상담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상담자분들이 NLP상담을 통하여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상
담전문가로 거듭 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NLP는 인간의 마음의 구조와 뇌의 기능을 통하여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입니
다. NLP상담을 통해 탁월한 성취와 생동감있게 살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
다. 또한 과거 부정적 경험을 지울 수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 할 수
있게 해주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상담 기법입니다. NLP상담은 내담자 대상에 관계
없는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상담기법이며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NLP상담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NLP상담 기법을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상담학회 NLP상담학회 회장 이성엽

■ 연수 안내
⦁ 주 제 : NLP마법의 구조의 이해 및 Submodality Change
⦁ 사 회 : 이동순(한국부모교육센터 소장)
⦁ 환영사 : 이성엽(NLP상담학회 회장/ 아주대학교 교수)
⦁ 발표1: NLP의 중심이론 :

사이버네틱스와 메타 프로그래밍(이재용 한서대 교수)

: 프로그래밍 심리학의 중요원리인 정보이론,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 모듈화, 모델
링, 사이버네틱스의 이해를 통해서 NLP의 숨겨진 핵심원리를 경험해 본다. 이와 더
불어 그레고리 베이트슨과 로버트위너가 NLP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앞
으로의 NLP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함

발표2 : 감정의 연금술 Submodality change (남윤지 선재마음연구소 소장)
종속모형 변화기법으로 감정의 상태를 바꾸는 NLP의 기법을 소개하고 실습과 함께
경험 나누기
⦁ 토론 : 최경희(NLP심리전략연구원)

⦁ 세부내용
시간

세부내용

발표자 및 토론자

09:00~09:10

학회장 인사

09:10~10:00

NLP의 중심이론 :

10:20~11:10

감정의 연금술 Submodality change

남윤지 선재마음연구소 소장

11:20~12: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최경희(NLP심리전략연구원)

12:00~12:30

NLP상담학회 총회

비고

이성엽 교수 (NLP상담학회장)
사이버네틱스와 메타 프로그래밍

이재용 한서대 교수

■ 일 시 : 2017년 12월 9일(토) 09:00~12:00
■ 장소 : 숭실대학교 (세부장소 추후안내)
■ 신청방법 :
1)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 - 학술행사 - 참여신청 - 2017NLP상담학회 동계학술대회
링크 ☞ http://www.counselors.or.kr/KOR/event/apply/workshop_poster.php?event_idx=1312

2) 메일 접수 : 이름 및 생년월일 기입 후 메일 전송(jh_nlp@daum.net)후 입금
(선착순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본 동계학술대회 이후 NLP상담학회의 총회가 이어지니 NLP상담학회 회원님들께서
는 자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가비 및 입금안내
⦁ 참가비용 : 30,000원 (당일 현장 등록 40,000원)
⦁ 입금계좌번호 농협 301-0211-7755-11 예금주 : (사)한국상담학회
※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라며 행사 이후에는 환불 불가합니다.
※ 다과 및 교육 자료 제공
※ 상담학회 교육연수 3시간 인정

■ 문의 및 접수

사무국장 박정환

( 010-9497-6255 * jh_nlp@daum.net

(사)한국상담학회 NLP상담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