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대전세종충청상담학회 “동기강화 상담의 이해와 적용” 학술대회 홍보 및 참가협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대전세종충청상담학회에서는 “동기강화 상담의 이해와 적용”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라며, 주위의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홍보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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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가. 주

제 : 동기강화 상담의 이해와 적용

나. 강

사 : 신 성 만 교수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다. 일

시 :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18시30분-21시30분(3시간)

라. 장

소 : 침례신학대학교 글로벌 비전센터 (자유관/12번 건물) 아가페홀

붙

임 : 워크샵 안내문 1부. 끝.

한국상담학회 대전세종충청상담학회장
수신처 :

담당

남지영

학회장

반 신 환

협조자
시 행 대세충 2017-02

(2017.11.20.)

접수

(

우)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56주년기념관 C동 608호 상담학과사무실
전화 042)629-8045, 010-8944-5310 / 이메일 yejin-j@hanmail.net / 공개

)

붙임: 대전∙세종∙충청상담학회 학술대회 안내

2017년 추계 학술대회
(사)한국상담학회 대전∙세종∙충청상담학회에서는 2017년이 저물어가는 즈음에 추계 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번 학술대회는 상담과 임상현장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담자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동기강화 상담의 이해와 적용’을 학술주제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동기강화 상담의 개념적 이해와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상담 및 임상 현장의 관련 전문가 및 수련생,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일 시 :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18:30~21:30 (등록 18:00~18:30)
2. 장 소 : 침례신학대학교 글로벌비전센터 1층 아가페홀 (건물번호 12번)
3. 일 정
시간

내용

18:00 ~ 18:30

등록

18:30 ~ 20:00

동기강화 상담의이해

20:00 ~ 20:15

쉬는시간

20:15 ~ 21:30

동기강화 상담의 적용

4. 강사 및 강의 내용 소개
강사명
주제

신 성 만 교수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동기강화 상담의 이해와 적용
동기가 부족한 대상자나 상황에 효과적으로

강의내용

사용함으로써 상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동기강화
상담의 개념과 실제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학력>
Boston University 상담학 박사 (재활상담/Rehabilitation Counseling)

<경력>
현)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자격>
강사소개

한국중독상담학회 중독상담 수련감독급 전문상담사(203호)

<학술·논문>
동기강화상담 3판, 신성만, 권정옥, 이상운 역, 2015(시그마프레스)
신성만, 김병진, 이도형, 박명준(2015). 청소년용 인터넷 중독
변화동기척도(SOCRATES-I)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4), 803-819.
5. 인정영역
항목

내용

연구/학술 모임

자격규정의 각종학술대회 및 연구모임으로 3시간 인정

6. 신청안내
기간

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00:00 ~ 12월 6일 수요일 23:00
(1) 사전등록 :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학술행사 → 참여신청 → 전문학술행사 →
2017년 추계 상담학 연수회 클릭하여 신청 후 입금
※ 입금 : 농협 301-0211-7783-71

방법

(사)한국상담학회 대전세종충청
(입금시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 명시 ←동명이인 확인문제)
(2) 현장등록 : 당일 등록대에서 18:00부터 접수

교육비

구분

회원

비회원

학부생

사전등록

20,000원

25,000원

10,000원

현장등록

25,000원

30,000원

10,000원

7. 환불
환불신청 기간

11월 20일(월) 00:00~12월 6일(수) 23:00

신청방법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학술행사신청 > 나의수강신청내역 >
환불신청 버튼 클릭
구분

신청기간

기간
11월 20일(월) 00:00

환불신청기간 내

~12월 6일(수) 23:00

환불기준

환불비용
전액 환불
(단, 금융수수료 발생 시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 환불)

환불기간만료 후

12월 6일(수)

환불불가

23:01이후
환불완료기간

2017년 12월 15일(금)까지 환불 완료
행사 완료 후 2주이내 환불

8. 이수증 발급 : 12월 15일(금) 이후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수증 발급 확인 가능
9. 유의 및 공지사항
(1) 사전등록은 12월 6일 23시까지 신청과 입금을 완료하신 경우를 의미하며, 그 이후로는 현장등록으로
전환됩니다.
(2) 비회원 신청 시 이메일(yejin-j@hanmail.net)로 성함, 생년월일, 연락처, 메일주소 필히 기재 요망.
(3) 준비된 자료가 부족할 수 있으니, 사전등록을 통해 미리 신청 바랍니다.
(4) 환불계좌는 반드시 본인명의 이어야합니다.
(5) 간단한 식사와 음료수를 제공합니다.
10. 문의

e-mail(kca30202@kca.bizmeka.com)
문의사항 : 010-8944-5310

(사)한국상담학회 대전세종충청상담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