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처

상담관련 기관(부서)장

(경유)
제 목

‘2015가족상담컨퍼런스’[상담현장:슈퍼바이저의 상담사례] 참석 및 홍보요청

1. 귀 기관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본 협회는 여성가족부 소관 사단법인으로서 가족관계를 비롯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상담의 기회를 부여하여 가족관계의 회복과 건강한 가정의 확립
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3. 금번 협회는 상담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슈퍼바이저의
사례발표 및 시연을 통해 교류하고 상담현장에서 효과적인 접근과 치유를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족상담센터와 기관회원 그리고 상담전문가, 연구자, 종사자, 학생들이 참
여하는‘2015가족상담컨퍼런스’를 개최하오니 상담관련 관계자(종사자)의 적극적인 홍
보 및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 주제: 상담현장 “슈퍼바이저의 상담사례”
□ 일시: 2015년 6.26(금)~27(토) 10:00~18:00 (9:30분 등록확인)
□ 장소: 한국성서대학교 로고스홀 (중계역1번,노원역2번출구)
□ 주최:
□ 후원:

붙임 1. 2015가족상담컨퍼런스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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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 는 가 족 입 니 다 !”

붙임 1.

2015가족상담컨퍼런스

상담현장『수퍼바이져의 상담사례』
 목 적
○ 한국사회에서 상담사나 내담자, 학생, 그와 관련된 가족등 상담분야의 전

문가와 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
○ 한국사회의 심리적,정신적 위험성 및 가정에서 어려움을 슈퍼바이저의 사

례를 통해 예방과 치유를 모색함.
○ 슈퍼바이저의 상담사례 발표 및 시연을 통해 상담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

과 상담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각 상담현장에서의 전문적 성장을 도모함.

 행사개요
○ 주 제:

상담현장『슈퍼바이저의 상담사례』

○ 일 시: 2015년 6월 26일(금) - 27일(토), 09:30 – 18:00
○ 장 소: 한국성서대학교 로고스 홀 (중계역(7호선),노원역(4호선) 5분거리
○ 주 최: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협회
○ 후 원: 여성가족부
○ 참 여: 상담관련 전문가, 종사자, 전공자, 학생, 관심자, 기관관계자 등

 행사일정 및 강사

 약도

 협회 캠패인

가족사랑 333운동
"하루 3번 눈을 바라봐 주세요”
"하루 3번 귀 기울여주세요”
"하루 3번 안아주세요”
하루 3번의 작은 실천으로 가족 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한 가족문
화를 조성하고 정착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스마트폰이나 TV,
인터넷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 많아 가족 안에
소통의 기회나 여유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
에서 가족 간의 건강한 연결을 의식적으로 시
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一天三次 看眼睛. 一天三次 . 一天三次 抱一下.
一日3回は 見詰め合いましょう. 一日3回は 耳
を傾けましょう.一日3回は 抱き合いましょ

가족사랑 친환경캠페인
대한민국 국민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종이컵은
약 120억 개에 이릅니다. 이를 탄소 발자국으
로 환산하면 13만 2,000톤이며 이 탄소를 없애
기 위해선 4,7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
다. 일년에 국민 1인당 나무 한그루 꼴의 종이
컵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작은 실천으로 가족사랑
친환경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종이컵 대신 에코컵을 사용하고 컵에 새겨진
가족사랑 333운동을 실천하며 환경과 가족을
사랑하는 캠페인입니다.

 가족사랑선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