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통합상담사례발표회
(한국부부상담학회 주관 부부상담사례발표회)

◎일시: 2019년 11월 20일 (수) 19:00~21:00
◎장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대강당 (혜화역 3번 출구)
◎주최: (사)한국가족상담협회, 한국부부상담학회
◎주관: 한국부부상담학회
◎수퍼바이저:
윤선자 박사
데이브레이크대학교 임상지도교수
국제커플(부부)가족관계연구소(IICFR) 임상 및 연구지도교수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전문가, 국제공인 이마고커플스웍샵 프리젠터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
한국부부상담학회 부부상담전문가 수련감독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1급)
윤정화 박사
데이브레이크대학교 임상지도교수
국제커플(부부)가족관계연구소(IICFR) 임상 및 연구지도교수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전문가, 국제공인 이마고커플스웍샵 프리젠터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
한국부부상담학회 부부상담전문가 수련감독
한국상담학회 부부가족상담학회 1급 전문상담사(수련감독)
◎사례발표자: 곽소정(부부상담전문가 1급)

사전등록 및 등록방법 안내
사전등록

10월 7일 (월) ~ 11월 13일 (수)

환불신청

11월 13일 (수) 오후 5:00 까지

※ 사전등록 기한 [11월 13일 (수)까지] 내 인터넷 신청과 입금이 완료되어야 사전등록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전등록 신청 안내
(1) 사전등록 신청 기간 : 10월 7일 (월) ~ 11월 13일 (수)
(2) 홈페이지 등록 방법

회원

비회원

협회 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하기 > 신청구분(2019년) >
"제49회 통합상담사례발표회" 신청
협회 홈페이지 > 신청하기 > 신청구분(2019년) > 비밀번호지정 >
"제49회 통합상담사례발표회" 신청

2. 당일등록 안내
-행사 당일 현장 등록처에서 등록이 진행됩니다.
※ 단, 참석 인원이 많을 경우, 좌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시, 안내 사항
(1) 사전 등록 * 행사 당일 등록처가 혼잡하오니 가급적 사전등록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① 참가비 할인 : 사전등록이 완료되신 분들에 한하여 참가비를 할인해드립니다.
② 회원 자격으로 사전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준회원 이상의 자격 소지 및 연회비
(2019년 기준,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및 한국부부상담학회) 완납자에 한하여 사전 등록
이 가능합니다.
(2) 당일 등록 및 출결확인 안내
① 행사당일 오후 6시 30분~7시까지 등록처 사전등록 및 당일등록에서 진행됩니다.
② 오후 7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참석 이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③ 사례지는 오후 6시 30분부터 배부될 예정이며, 퇴실 시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3) 평생회원: 참석비 무료
① 평생회원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등록바랍니다.
② [남기는 말]에 평생회원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참가비
회원구분

사전등록

당일등록

회원(준회원 이상)

15,000원

20,000원

비회원

20,000원

25,000원

평생회원

무료 (홈페이지 사전 신청 필수)

(1) 참가비 납부 방법: 계좌 납부
국민은행 663901-04-006130<예금주 : 한국부부상담학회>
(2) 참가비 납부 주의 사항
-참가비 납부 시, 입금자명에 성명+주민번호 앞자리 기재 필수 (예:홍길동740215)
-참가비를 기관 등에서 대납 시, 협회 메일(kafc@kafc.or.kr)로 등록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환불규정 안내
(1) 환불신청 기간: 11월 13일 오후 5시까지
(2) 환불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① 이메일: kafc@kafc.or.kr
② 필수 기재내용: 환불자 성명 / 입금일 / 환불받을 계좌번호(은행명 및 예금주 기재)
(3) 환불 예정일: 11월 27일 (수) 이후 일괄 처리
※ 환불신청 기간 이후 환불 신청은 불가합니다.
※ 행사 종료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참에 대해서는 환불해드리지 않습니다.

6. 기타 및 문의사항
-본 사례발표회는 (사)한국가족상담협회 통합상담사례발표회 1회 참석 및 분과학회상담
사례발표회 1회 참석(한국부부상담학회)으로 인정되며, 수퍼비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부부상담학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문의 사항은 이메일(kafc@kafc.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