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족상담학회

한국상담학회

수

신

참

조

제

목

(사)한국상담학회 회원 및 전국 상담관련 기관장

2021년 공동춘계학술대회 참가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본 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2021년 공동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에서
상담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

가. 행사명: 2021년 공동춘계학술대회
<한국가족상담치료의 도약:공공영역 가족상담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나. 일

시: 2021년 4월 30일(금) 10:00-17:00

다. 장

소: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개인공간에서 컴퓨터, 모바일 등을 통해 참여

라. 신

청: 한국상담학회 부부가족상담학회 또는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공지사항
- 학술대회 참가안내 게시글에서 신청방법 확인가능

마. 참가비: 5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 상근인력은 참가비 없음)
바. 주

최: 한국상담학회 부부·가족상담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사. 문

의: 부부가족상담학회 kamfc1314@naver.com

붙임: 2021년 공동춘계학술대회 일정 1부. 끝.

∙

한국상담학회 부부

사무국장

변 유 정

문서번호

부부∙가족 2021 - 03 - 10

시행일자

2021. 03. 19.

학술위원장

가족상담학회장

조 성 희

학 회 장

우 06675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92. 세양아르비채 102동 404호, http://www.counselors.or.kr/A08/
(전화) 010-5536-5830, (이메일) kca20702@kca.bizmeka.com

신 혜 종

붙임: 2021년 공동춘계학술대회 일정

2021 가족상담 주요학회 통합학술대회(온라인)

한국가족상담치료의 도약
: 공공영역 가족상담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2021년 4월 30일(금) 10:00~17:00
시간

내용
개회사
- 조은숙 한국가족관계학회장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10:00 ~ 10:10

- 이선혜 한국가족치료학회장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신혜종 한국상담학회 부부가족상담학회장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축사: 정애영(여성가족부 장관)

1부
10:10 ~ 10:50

사회: 이재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기조강연 : 권수영 (연세대 신학대학원)
전문적인 가족상담, 민간의 자율인가? 국가의 책임인가?

10:50 ~ 11:00
11:00 ~ 11:40

11:40 ~ 12:30

휴식
주제발표 1: 기쁘다 (방송대 생활과학부)
가족상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주제발표 2: 박우철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이효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팀장)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의 방향: 가족상담사 및 상담행정실무자 조사를 바탕으로

12:30 ~ 13:30
２부
13:30 ~ 14:10

14:10 ~ 14:50

점심식사
사회: 조성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주제발표 3: 이진희 (신라대 상담심리복지학과)
미국 부부가족치료 전문가(LMFT) 양성과정과 국가자격제도의 현황
주제발표 4: 조은숙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공공가족상담 민관협력 관리 체계 시안

14:50 ~ 15:00

휴식
종합토론
사회: 전영주 (신라대 상담심리복지학과)
- 김민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15:00 ~ 16:15

- 권금상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 주국희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 진미정(한국가족정책학회장,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정지영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여주대 사회복지상담학과)

16:15-17:00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