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동 워크샵 및 교육연수회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강사: 조광순 교수 (Kwang-Sun Cho Blair, PhD., BCBA-D)
Associate professor in ABA and PBS programs,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South Florida

1일차 - 2017년 07월 13일 목요일 09:30~16:30
2일차 - 2017년 07월 14일 금요일 09:30~16:30

장소 : 침례신학대학교 글로벌 비전센터 1층 아가페홀

¹ 주최 : 한국학교상담학회
한국학교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대전·충남 지회

¹ 후원: 침례신학대학교
대전세종충청상담학회

초 대글

교육의 개혁이 요구되는 시대에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
원 (PBS)에 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학교차원의 PBS는 모든 학생들
의 바람직한 행동을 향상시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행동을
개입하고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입니다.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학생을 처벌하거나 벌을 주는 대신, 학교 전체 학
생들을 대상으로 문제행동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
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사전에 문제행동이 있는 학생들을 파악하여 문제행동의
심각함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행동지원의 심화 정도를 결정하여 행동 중재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방법 입니다.
학교차원의 PBS 모형은 1차와 2차, 3차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다차원
적 행동지원 모형이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1차 PBS는 인성교육의
대안으로서 뿐 아니라 학업성취의 변화나 사회기술의 증진, 바람직한 학교분
위기 형성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문제행동이 어느
정도 심각한 2차 지원 대상의 학생들과 문제행동이 상당히 심각하여 3차 지원
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또한 단계적으로 행동지원 프
로그램의 계획을 통해 문제행동에 대처하고 향후의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3차 지원 대상 학생들을 위한 PBS는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환경을 조정하고, 문제행동을 대체할
바람직한 행동을 교수하고 격려하는, 맞춤형 행동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저희 학회에서는 긍정적 행동지원 분야에서 풍부한 실행경험과 연구
경력을 지니고 계신 조광순 교수(University of South Florida)를 모시고 워
크샵을 주관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임상, 상담 장면에
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유용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여러분
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학교상담학회 회장 김인규
한국 학교심리학회 회장 이승연
한국임상심리학회 대전충남지회장 송원영
준비위원장 장은진 드림

2017 공동 워크샵 및 교육연수회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강사: 조광순 교수 (Kwang-Sun Cho Blair, PhD., BCBA-D)
⦁ Associate professor in ABA and PBS programs,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South Florida
⦁ Ph.D. in special education and minor in psychology,
University of Arizona (1996)
⦁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 University of Arizona (1997)
⦁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1998-2006)
⦁ 현재 PI/Project Director (Project TSBA & Project ABA)
⦁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다수의 학술논문과 책 출판

가. 일시
1일차 - 2017년 07월 13일 목요일 09:30~16:30
2일차 - 2017년 07월 14일 금요일 09:30~16:30

나. 장소 : 침례신학대학교 글로벌 비전센터 1층 아가페홀

다.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교 (전문상담) 교사 및 전문상담사
- 임상심리/ 학교심리/ 학교상담전문가 및 수련생
- 정신건강서비스 관련 종사자
- 정신건강서비스 관련학과 대학원생 및 학부생
- 기타 인접분야 전문가 및 수련생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지원의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이해와 적용
-사 회: 장은진 (준비위원장, 침례신학대학교, 학교상담학회부회장, 임상심리학회대외부회장)

7월 13일 (목)
9:00-9:20

7월 14일 (금)

등록 및 접수

등록 및 접수

-인사말: 학교상담학회장, 학교심리학회장,
임 상 심 리 학 회 대 전 충 남 지 회 장
-축 사: 이형원
(침례신학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9:20~12:00

12:00~13:00

13:00~16:30

1차 긍정적 행동지원1

2차 긍정적 행동지원

(Tier 1 PBS 1)

(Tier 2 PBS)

점심

점심

1차 긍정적 행동지원2

3차 긍정적 행동지원

(Tier 1 PBS 2)

(Tier 3 PBS)

라. 내용
1.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지원(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의 정의

2. 1차, 2차, 3차 긍정적 행동지원의 시행 절차 및 방법
3.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등.

등록안내
■ 사전등록 신청방법
- ‘사전 신청서’ (첨부파일) 작성 후 7/7(금)까지 이메일로 제출
- 제출할 이메일 주소 : pbs2017071314@gmail.com
- ‘사전 등록비’ 입금 : 국민은행 468401-04-173789 김아란
(등록비는 가입학회 개수 상관없이 동일하게 1회만 입금)
- 입금 확인 후 등록 완료 메일 보내드립니다
- 가입된 학회의 이수증 및 평점표 발급
※ 사전신청서에 현재 가입되어있는 학회 모두 체크
중복 학회가입자의 경우도 사전신청서는 한 부만 제출
■ 환불규정 : 이메일(pbs2017071314@gmail.com)로 환불요청
(성함(신청자 본인), 생년월일, 계좌정보 반드시 기재)
- 사전등록기간 중 100%환불, 사전등록마감 후 50%환불, 학술대회 당일 환불 불가
- 환불은 학회 행사 이후, 일주일 후 일괄 처리
■ 기타
- 입금시 등록자 본인 성함 기입
- 부득이 신청자와 입금자명이 상이한 경우, 입금액, 입금자명, 등록자 생년월일을
이메일 ( pbs2017071314@gmail.com ) 로 제출.
비회원

회원/석사과정

학부생

사전

현장

사전

현장

사전

현장

하루

55,000

60,000

45,000

50,000

20,000

20,000

양일

90,000

100,000

80,000

90,000

30,000

40,000

학회명
한국상담학회
(한국학교상담학회)
한국학교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대전충남지회)

7월 13일 (목)

7월 14일 (금)

교육연수 7시간

교육연수 7시간

간접개입 / 자문 및 예방

간접개입 / 자문 및 예방

워크샵 1회 인정

워크샵 1회 인정

연수평점 (전문가수련시간) 6시간

연수평점 (전문가수련시간) 6시간

※ 공동학회이므로 각 학회 관련 연회비 및 분과회비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김밥 및 간식 제공

교통편 -침례신학대학교
■ 장소 : 침례신학대학교 글로벌 비전센터 1층 아가페홀
지하철
버스

• 지족역 (침신대) 2번출구
• 101, 114, 116, 119, 121 번

■ 침례신학대학교 :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90
■

찾아오시는 길 : 침례신학대학교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길) 참조
http://www.kbtus.ac.kr/default.asp?mnuidx=55

글로벌
비전센터 1F
아가페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