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상담학회 주관
『 2018년 제1회 우수 전문상담기관 및 전문상담사 시상 공모 』
1. 목적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한 정신건강 이슈가 발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상담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여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 민․관상담기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 현장에서 교육과 수련을 통해 습득한 상담심리 전문성을 활용
하여 최상의 국민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본 사)한국상담학회의 7천 명에
이르는 1, 2급 전문상담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그간의 노고를 기리며 더욱 격려, 확산하는 뜻에서 “한국상담학회 주관 2018년도 우수 상담기관 및 우
수 전문상담사”를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시행 근거
사)한국상담학회 정관 1장, 1조(목적) 중 “ 상담 및 상담학의 발전을 위하여 ... 회원의 상담자질과 상담기술
의 향상, 회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및 5조 목적사업 등에 근거

3. 시상 분야 및 평가항목
시상 부문

시상 내용

우수

최상의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활동

상담학 발전을 위해 애쓰는 다양한 상담

부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기관에 드리는

(1개 기관)

상 (현판 및 격려금 50만원)

평가 항목
1) 소속상담종사자(전문상담사) 현황 및 적정성
2) 다양한 장르의 상담사례와 적정성
3) 타 상담기관과의 차별적 우수성
4) 상담관리 체계(사례관리) 증빙 자료
5) 자체적인 정기적 슈퍼비전 실시 증빙 자료

우수

우수

본 학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참신하고 다

1) 상담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한 기술

상담

프로그램

양한 프로그램(개인, 집단 및 기타 운용

2) 프로그램 상세 자료

기관

부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담기관에 드

3) 참여전문가, 실시 횟수 및 참여 인원

리는 상 (현판 및 격려금 50만원)

4) 참여자 만족도 결과

우수

예비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를

1) 수련감독자, 수련생 리스트 확인

교육연수

잘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교육․연수 상

2) 수련(교육, 연수) 사례수

부문

담기관에 드리는 상 (현판 및 격려금 50

3) 수련(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체계성

만원)

4) 슈퍼비전, 사례공유 개설 유무 등

(1개 기관)

(1개 기관)
1급
우수

(2명)

전문
상담사

2급
(2명)

본 학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상담 활동 및
상담센터 활동에 활발하고 헌신적인 1, 2
급 전문상담사에게 드리는 상 (각 상패
및 격려금 50만원)

4. 실적 및 업적 평가 기준

1) 급수에 맞는 전문적이고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상담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 내용이 제시
된 전문상담사
2) 또는 상담 발전에 모델이 될만한 우수한 상담
사례로 성과를 도출한 전문상담사

- 2018년 1월 ~ 2018년 11월(접수일)까지의 실적 및 업적을 기준으로 함.
5. 제출서류
부문

제출 서류

우수

우수

1) 우수 상담 활동 기관 업적 소개서 1부(※ 별첨 1의 양식Ⅰ 활용)

상담

상담 활동

기관

부문

3) 상담 실적 관련 증빙 자료(자유 양식)

우수

1) 기관 운영 우수 프로그램 업적 소개서(※ 별첨 2의 양식Ⅲ 활용)

프로그램
부문

2) 지역학회 또는 동료상담사 추천서 1부 이상(※ 별첨 2의 양식Ⅵ 활용)
3)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적 관련 증빙 자료(자유 양식)
1) 우수 교육, 연수기관 관련 업적 소개서 1부(※ 별첨 3의 양식Ⅴ 활용)

우수
교육연수
부문

2) 지역학회 또는 동료상담사 추천서 1부 이상(※ 별첨 3.의 양식Ⅵ 활용)
3) 교육․연수 관련 실적 관련 증빙 자료(자유 양식)
4) 수련생 리스트, 수련(교육, 연수) 과정 개발 및 안내 자료 등 소개 자료(자유 양식)

1급

우수

2) 지역학회 또는 동료상담사 추천서 1부 이상(※ 별첨 1의 양식Ⅱ 활용)

1) 우수 상담사 업적 보고서 1부(※ 별첨 4의 양식Ⅶ 활용)

전문

2) 기관장 및 동료상담사 추천서 1부 이상(※ 별첨 4의 양식Ⅷ 활용)

상담사

3) 상담 실적 관련 증빙 자료(자유 양식) 또는 우수 상담사례 자료

2급

6. 향후 일정
신청마감

심사

2018.11.20.(화)

2018.11.22(목)-24(토)

메일
또는
우편접수

▶

본 학회 전문가지원
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한
추천위원

심사결과 통보

시상

2018.11.26(월)
▶

해당 기관 및
전문상담사에게 통보

▶

2018.12.8.(토)
학회
정기총회(3:30-4:30)
에서 시상 예정
(시상자 필참)

7. 문의 및 서류 제출처
① 메일 접수시 : webmaster@counselors.or.kr
② 우편 접수시 : (066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92. 세양아르비채 102동 404호
사) 한국상담학회 전문가지원관리위원회(앞)
※ 기타 문의는 사)한국상담학회 사무국(전화 : 02-875-5830(내선3번), 팩스 : 02-874-7351)으로 문의 바람.

(사)한국상담학회 전문가지원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