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움심리상담센터_연구회
2019년 상반기 '1,2급(인턴, 레지던트) 수련과정' 안내
비움심리상담센터(http://www.maumbium.com/) 에서는 2019년 (사)한국상담심리학회와
(사)한국상담학회의 1급과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상담수련과정을 준비하
였습니다. 상담심리전문가로 성장하는 길에 본 센터의 훈련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수련기간 : 상반기 2019년 1월 1일~ 부터
2. 수퍼바이저 :
1) 김광은 박사(상담심리사 1급, 전문영역 수련감독전문상담사)-주수퍼바이저
2) 한재순 소장(상담심리사 1급, 전문영역 수련감독전문상담사, 중독심리전문가)
3) 한상숙 소장(상담심리사 1급)
4) 기타 : 초빙 수퍼바이저들(공개사례발표, 수퍼비전, 집단상담)

3. 수련기관 : 비움심리상담센터-연구회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기관 228호)
대전 서구 둔산동 939번 매그놀리아 빌딩 308호 : http://www.maumbium.com/
청주심리상담교육센터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1425 더스타일 413호)
4. 접 수 : 첨부된 신청서를 justact12@naver.com 으로 상시접수
5. 문 의 :

042-863-9877

6. 전형방법 : 1) 지원신청서(지정양식) -1,2급 공통
2) 본인이 이전에 진행한 상담사례보고서 1사례 제출-1급 지원자만
3) 서류접수 -> 소장님 전화 인터뷰 -> 등록확정

[1급 레지던트 수련내용]
[비움심리상담센터]에서의 1급 레지던트 수련은 수퍼비전(3인 1조)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기타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 및 참여는 선택입니다.

□ 1급 수련 최소 등록비 : 90만(수퍼비전비)
-> (사)한국상담학회 18시간 인정, (사)한국상담심리학회 6사례 인정
* 본인발표 6사례, 타인발표 참여 12사례
* 수퍼비전은 개인별 준비속도에 따라 이후 계속 추가해 나갑니다.

[ 2급 인턴 수련내용 ]
항목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사)한국상담학회

상담자경험

제공안함

접수면접

제공안함

집단상담
(포함)

참여
실시(보조리더)
수퍼비전
개인상담

수퍼비전
(포함)

15시간-2집단 (30시간)

15시간-2집단,30시간(1학기)

1집단-1학기, 1집단-2학기

보조리더-15시간 (2학기)

해당없음

집단상담 수퍼비전-5시간(2학기)

6회/8회(2사례는 개인선택)

15시간(3인1조-5회)-

1학기:3회, 2학기:3회

1학기: 9시간, 2학기:6시간

2회/5회(3사례는 개인선택)
심리검사

1회-1학기, 1회-2학기

6시간(3인1조-2회)-2학기

1회-3시간-3인 1조-3사례(본인사례1시간, 타인사례 2시간)
공개사례 발표(선택)

2회

해당없음

공개사례 참여(선택)

10회

8회

해당없음

10시간

해당없으나 필수 참여

5시간 인정 /20시간

내담자 경험

(선택)

기타-연수모임(포함)

* 상담학회만 준비시 : 1학기 : 110만 / 2학기 : 100만 (1년등록-200만)
* 상담심리학회만 준비시 : 1학기 : 100만 / 2학기 : 86만 (1년등록-175만)
* 상담학회와 상담심리학회 동시 준비시:
-> 공통수련은 추가비용없이 양학회 수련으로 인정되며, 공통이 아닌 수련은 별도비용
* 1학기 등록후 2학기는 선택연장 가능합니다.
* 한학기 등록후 1년간 유효하며 다음기수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1년등록은 6개월 연장)
* 환불규정-수련시작(오리엔테이션)전-100% 환불 / (오리엔테이션)후- 80% 환불
프로그램이 시작한 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수퍼비전팀에만 개별 등록 가능-센터로 문의(042-863-9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