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집단상담학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년 동계연수 안내 및 참가 협조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상담학회 집단상담학회에서는 상담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년

동계연수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상담 및 현장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
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가. 사업명 :

년 동계연수

나. 세부내용 : 집단상담으로의 초대
다. 일시 : 2020년 1월 9일(목)~1월 10일(금)
라. 장소 : 엑스퍼트 연수원(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 방화동)
마. 문의 및 접수처 : 010-3381-2302(사무국장:이미경)
붙

임

년 동계연수 집단상담으로의 초대

안내팜플렛 부

끝

한국상담학회 집단상담학회장
담당자 이미경
협조자
시행 집단2019-12
전화

(010)3381-2302 전송

회장
접수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주소

주영아

gca2015@hanmail.net

붙

임
2020년 집단상담학회 동계연수회

집단상담으로의 초대
안녕하십니까?
한국상담학회 집단상담학회입니다.
이번 동계연수회는 집단상담 전문가들을 모시고 1박 2일(15시간) 집단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
다. 상담학회 1, 2급 자격취득뿐만 아니라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전문가로 성장 하는데 좋은 기회
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상담학회 집단상담학회장 주영아
✿ 일시 : 2020년 1월 9일(목) 14:00 ~ 1월 10일(금) 18:00 (1박 2일, 15시간)

✿ 장소 : 엑스퍼트연수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 (방화동)

✿ 집단상담 지도자
이명우 (평택대학교, 한국상담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
최승애 (최승애심리상담센터, 한국상담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
한재희 (백석대학교, 한국상담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
서혜석 (한국심리상담교육센터, 한국상담학회 전문영역 수련감독)
✿ 일정:

시간
06:00 ~ 07:00
07:00 ~ 08:00

1월 9일 목요일

1월 10일 금요일
아침 식사

08:00 ~ 12:00

집단상담

12:00 ~ 13:00
14:00 ~ 14:30

점심 식사
접수(숙소 배정, 시설 안내)
집단상담

14:30 ~ 18:00

집단상담
평가 및 마무리 (해산)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2:00

집단상담

✿ 등록방법 및 참가비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입금계좌번호

농협

분과지역 학술행사

집단상담학회 동계연수 클릭하여 신청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 신청자 본인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명 입금완료

사전 등록 ( 1월 3일 까지 )

사후등록

참가비
(숙박비포함)

상담학회 회원 : 250,000원
비

회

원 : 280,000원

280,000원

※ 한국상담학회 수련요건 중 집단상담 집단원 경험 15시간 인정
※ 1월 6일 16:00까지 신청 취소 시 전액 환불 가능(수수료 발생 시 수수료 제외합니다.)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학술행사신청 > 나의수강신청내역 > 환불신청 클릭 (환불계좌 기재 필수)
✿ 기타사항 : (3식 제공. 예약 사정으로 인해 숙박, 비숙박 참가비 동일합니다)
✿ 이수증 발급 : 1월 15일 이후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이수증 발급 확인 가능
✿ 문의 : 이미경 사무국장 ☏ 010-3381-2302
✿ 찾아오시는 길

(사)한국상담학회 집단상담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