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리 평 가 워 크 샵
79차 서울; 7월 2-3일(토,일)

MMPI-2/MMPI-A 이해와 활용
(실시, 채점, 해석, 사례)

유성진 교수
(한양사이버대 상담심리학부, 임상심
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TCI 기질 및 성격 검사의 이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석사,
박사 (임상/상담심리학 박사)

와 해석

(사)한국임상심리학회 연수인정

DSM-5 이상심리학/

80차 대전; 8월 6-7일(토,일)
81차 서울; 8월 27-28(토,일)
서울-7월 31(일)
대전-8월 21(일)
서울-9월 24(토)
12시-19시 검사실시,연수(7시간)

9:30~18:00
대전: 11월 19-20일(토, 일)

정신병리의 이해

24차 대전: 7월 03(일)
아동청소년지능검사(K-WISC-IV) 박선영 박사
25차 대전; 9월 25(일)
의 이해와 활용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 9:30~18:00
문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그림검사(HTP, BGT, KFD)

(석사, 박사 임상/상담심리학 박사)

+ SCT 의 이해와 활용

(사)한국임상심리학회 연수인정

46차 대전: 8월 26(금)
47차 대전; 10월 15(토)
9:30~18:00

하승수 교수
로르샤하 공부하기

(한양사이버대 상담심리학부,임상심리

(실시, 채점, 해석)

전문가)

서울대학교심리학과(임상/상

담심리학 박사)

18차: 11월 26(토)-실시,채점
19차: 11월 27(일)-해석
(사)한국임상심리학회 연수인정

서울:216,000원
대전:186,000원
(교재, 검사지 포함)
서울-9만
대전-8만5천
(교재,검사포함)
19만(교재포함)
우수회원-1만할인

대전-98000
(교재,실습비포함)

대전-98000
(교재,실습비포함)

대전-10만
(교재,실습비포함)
동시신청, 우수회원-1만
할인

인 지 행 동 치 료 Plus
심리도식치료(Schema Therapy)

유성진 교수
(임상심리전문가, 인지행동치료전문)

대전: 7월 23-24(토,일)
9:30~18:00

20만(교재포함)
*우수회원 1만 할인

집 단 상 담
긍정심리 통합집단상담

김광은 박사

(15시간)

상담심리사 1급,수련감독전문상담사

대전-14차 10월 2-3일(일,개천절)
(9:30-18:00)

23만(비숙박)
숙박-3만4천 추가

청주심리상담교육센터 대표

대인관계 (IPT) 집단상담

이화여대 심리학과 (학사,석사, 박사
상담심리학) (사)한국상담학회,

(15시간)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집단상담참여

신체감각치료 기반 상담자

조윤화 박사

민감성 훈련 집단상담

상담심리사 1급,트라우마케어팀 대표

-8명, 15시간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집단상담 인정

대전- 8월 14-15일

23만(비숙박)

(일, 월=광복절) (9:30-18:00)

숙박-3만4천 추가

8월 18일(목)–19일(금)

33만 (8명제한)

기 타 연 수
전문상담사 주요과목정리 및

양준석 소장

예상문제 풀이-스터디

상담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7월 2일, 9시-6시

종합심리평가 스터디팀

50만/6개월

(소그룹 실습위주)-12명

조현승교수

화요일반 1830~2130-8회/6개월

*수퍼비전 그룹-4명 제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토요일반 1830~2130-8회/6개월

-상시모집

*심리검사 워크샵
20%할인
임상수련시 1년-95만

* 3강이상 함께 신청시 참여비 10% 할인. (임상심리사 수련, 집단상담은 제외)
[문의 및 접수] : justact12@naver.com, 070-4122-9877
[다음 카페 : 심리상담전문가 모임, http://cafe.daum.net/gcounselor ], Facebook : 비움심리(연구회)
[대전]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48 (둔산동 939번지) 매그놀리아 빌딩 3층, 308호 심리상담교육연구회
[서울] : 서울시

10만-교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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