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담학회] 9월 교육연수회 안내(온라인)

대상관계이론의 개념과 상담 실제의 적용
안녕하십니까?
제주상담학회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과 회원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9월
교육연수를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개최하고자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
던 어려운 상황들을 깊이 있는 배움의 시간으로 극복하고자 마련한 이번 연수회는 대상관계
이론의 개념과 상담 실제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실제 상담 장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
을지 도움 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일

시 : 2020년 9월 19일(토), 13:00 ~17:00(4시간)

2. 장

소 : 실시간 온라인 개최(Zoom활용, 자세한 내용 추후 공지)

3. 일

정
시

간

내

12:40 ~ 13:00
교육

13:00 ~ 17:00

연수회

용

온라인 초대 및 등록확인
대상관계이론의 개념과 상담 실제의 적용

17:00

(권경인)
마무리

4. 강사 및 강의 내용 소개
강 사 명

권경인(광운대학교)

강의주제

대상관계이론의 개념과 상담 실제의 적용
1.

강의내용

대상관계와 정신분석이론 비교

2. 대상관계의 기본 개념
3. 대상관계에서의 역동
4. 대표학자들의 개념과 사례개념화 연결
<학력>
2007. 2. 26,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 박사과정(교육상담 전공) 졸업

강사소개

2001. 2. 26,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 석사과정(교육상담 전공) 졸업
<주요경력>
2008. 3 ~ 현재,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상담심리치료학과 주임교수(광운대학교)
2014. 3 ~ 2015. 2, Visiting Scholar Counseling & Psychological Servic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UC Berkeley)
2008. 8 ~ 2013. 8, 광운대학교 학생상담실 실장(광운대학교)
2007. 3 ~ 2008. 2. 2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서울대학교)
2007. ~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 학부 강의
5. 인정역역
항목

연수/학술모임

내용
- 수련생: 자격규정의 각종 학술대회 및 연수모임으로 4시간 인정
- 학회 학술행사 참석 1회 인정

6. 신청안내
2020년 9월 1일(화) ~ 2020년 9월 17일(목) 21:00까지
기간

※ 온라인 워크숍 특성 상 사전등록만 받습니다(선착순 80명).
환불기간: 2020년 9월 1일(화) ~ 2020년 9월 17일(목) 21:00까지
(1)

사전등록:

학회홈페이지 로그인 Ø 학술행사 Ø 참여신청 Ø 분과지역

학술행사 Ø [제주상담학회] 2020년 9월 연수회 신청
※ 비회원: 이메일(jejucounsel@hanmail.net)로 신청가능
신청 시 이수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아래 사항을 꼭 기재해주세요.
방법

(성함, 소속, 학부생 구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2) 입금: 301-0211-7787-11<농협 (사)한국상담학회>
※ 본인이름과 생년을 명시(동명이인 확인문제/ 예시: 홍길동69)
※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을 한 후 회비를 입금하신 경우에만 사전 등
록으로 인정됩니다.
회원

비회원

30,000원

35,000원

교육비

7. 환불
신청 기간
신청 방법

2020년 9월 1일(화) ~ 2020년 9월 17일(목) 21:00까지
메일신청(kca30302@kca.bizmeka.com)
구분

기간

환불 내용
100%

환불기준

환불신청기간

9월 1일(화) ~ 9월 17일(목) 21:00

(단, 금융수수로 발생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환불신청기간 만료

2020년 9월 17일 21:01 이후

환불불가

8. 이수증 발급
(1) 회

원: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à 마이페이지 à 이수증 발급 확인

(2) 비회원: 등록시 기재한 메일로 발송

9. 문의 : 총무부
(1) 교육연수 신청 및 환불 관련: 010-8798-6279
(2) 이수증 관련: 010-9260-0772
※ 전화통화가 안될 때는 문자로 성함과 함께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한국상담학회 제주상담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