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코칭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일시 : 2018년 2월 10일 (토), 09:00 – 18:00
 장소 :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대강당(1층)

모시는 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소망 성취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일과 삶에 있어서 의미 추구와 가치 있는
변화를 지원하는 코칭 실무에 도움이 되는 주제 강연이 진행됩니다.
아울러 코칭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코칭심리학 이론 구축에 필요한
체계적인 연구를 촉진하고자 코칭 과정 속에 숨겨진 심리적
요소들을 조명해 보는 심포지엄이 진행됩니다. 효과적인 코칭심리
접근 뿐만 아니라 코칭심리학의 연구 방향성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한국코칭심리학회 학술위원장 김은정 배상

< 2018년 한국코칭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

1. 일시 : 2018년 2월 10일 (토), 09:00 – 18:00
※ 수련시간 8시간 인정
2. 장소 :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대강당 1층 (서울 서초구 효령로 366)
3. 세부일정
동계 학술대회 일정
09:00 – 09:30

접수

09:30 – 09:45

개회사

학회장 이희경(피비솔)
주제강연

09:45 – 11:45

일의 의미와 성공

10:40 – 10:50

질의응답

12:00 - 13:00

점심

손영우(연세대 심리학과)

심포지엄
13:00 – 15:00

코칭에서의 정서, 동기 및 인지의 기능

15:00 - 15:30

토론

15:30 – 15:45

휴식
주제발표

15:45 – 16:45

직장인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코칭상담의 모색
학술발표

[사회 : 김은정(휴 파트너즈) ]
이희경(피비솔)
박수애(연세대)
정혜선(한림대)
[사회 : 이수란(백석대) ]
왕은자(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사회 : 이수란(백석대) ]

16:45 – 17:15

청소년의 삶의 만족증진을 위한
강점코칭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김기년, 탁진국(광운대)

17:15 – 17:45

정서중심 회복탄력성 그룹코칭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임그린, 탁진국(광운대)

17:45 – 18:00

총회 및 폐회사

학회장 이희경(피비솔)

4. 사전등록 안내
1) 기간 : 1월 15일(월) ~ 2월 2일(금) / 3주간, 17:00까지
2) 방법 : 코칭심리학회 홈페이지 내 [학술활동-학술행사]메뉴에서 온라인 접수
3) 비용
구분

사전등록

(당일)현장등록

준회원

30,000원

40,000원

정회원

40,000원

50,000원

비회원

50,000원

60,000원

5. 환불규정
1) 방법 : 아래내용 작성 후 메일(support@coachingpsychology.or.kr)로 신청
※ 성명/생년월일/연락처/환불내용/환불금액/환불받을은행/계좌번호/예금주명
2) 기준
1. 15(월) ~ 2. 2(금)

100% 환불

2. 3(토) ~ 2. 9(금)

50% 공제 후 환불

2. 10(토)이후

환불 불가

6. 장소안내 :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대강당 1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66)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차량주차가 불가능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이용시
★ 지하철 3호선
☞ 남부터미널 3번출구 뱅뱅사거리 방향 도보 7분

자가용 이용시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차량주차가 불가능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청방향에서 : 3호선터널을 지나 반포대교 -> 서울고교사거리(좌회전) -> 남부터미널 ->
뱅뱅사거리방향
★ 강남방향에서 : 강남대로 뱅뱅사거리에서 남부터미널 방향으로 400m
★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 서초IC -> 예술의 전당 -> 남부터미널사거리(우회전) ->
국제전자센터방향(우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