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村 洲衞男(Nisimura Sueio)교수 초청

제9차 국제 모래놀이치료 학술대회
자아 발달과 모래놀이치료
한국발달지원학회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모래놀이치료의 활성화와 현장 적용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래놀이치료 관련 워크숍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3일(토)~24일(일) 양일간 愛知
教育大学 명예교수이자 약 40년 이상 일본 임상현장에서 모래놀이치료를 적용하고, 일본 모래놀이치료의 전
국적 확산에 공헌하신 西村 洲衞男(Nisimura Sueio)교수를 초청하여 국제 모래놀이치료 학술대회를 개최합
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규미 교수의 모래놀이치료에서의 상징과 해석 강의 및 西村 洲衞男(Nisimura
Sueio) 교수의 모래놀이치료 사례 소개와 더불어 국내 사례 발표와 분석이 포함되어 모래놀이치료의 이론
및 실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1. 일시 : 2017년 9월 23일(토)~24일(일)
2. 장소 : 아이코리아 본관 303호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소재)
3. 강사 : 西村 洲衞男(Nisimura Sueio) 교수, 이규미 교수 (※ 통역 제공)

∎ 西村 洲衞男(Nisimura Sueio) 교수는᠁
도라칼프(Dora kalff)를 통해 모래놀이치료를 체험한 후 일본에 처음 모래놀이치료를 도입한 일본 분석심리학 및 모래놀
이치료의 대가 故 河合隼雄(Kawai Hayao)교수와 함께 교토의 심리치료센터에서 모래놀이치료를 시작하여, 1973년부터
東海지역에서 모래놀이치료연구회를 주관하였으며 현재 도쿄에서도 모래놀이치료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기(Self) 발
견을 위한 모래놀이치료 및 부모와 자녀를 위한 모래놀이치료를 주로 실시하고 있다.
⦁ 東海상담학회 이사 역임
⦁ 일본 모래놀이치료학회 상임이사 역임
⦁ 일본 임상심리사회 대의원 역임
⦁ 스기야마 여자학원대학 교수
⦁ 아이치 교육대학 명예교수
⦁ 現 檀渓(단케이) 심리상담 실장
⦁ 現 한국발달지원학회 모래놀이심리상담 수련감독자

⦁ 한국발달지원학회장 역임
⦁ 한국심리학회장 역임
⦁ 한국상담심리학회장 역임
⦁ 청소년보호위원 ‧ 국가학교폭력대책위원 역임
⦁ 現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국가자격증 청소년상담사 1급
⦁ 現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심리치료교육전공) 교수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 및 심리전공) 교수
⦁ 現 한국발달지원학회 모래놀이심리상담 수련감독자

4. 일정
9월 23일 (토)
09:30

9월 24일 (일)

등록, 개회 및 인사말

12:30-13:00

등록

10:00-12:00

모래놀이치료의 상징과 해석: 이규미 교수

13:00-14:30

“작은 소리도 무서워요” 20대 여성의 모래놀이치료
유명진 / 마음세상연구소

12:00-13:30

Lunch Break

14:30-16:00

아스퍼거 청소년의 모래놀이치료
임지연 / H&N심리상담학습센터

13:30-15:00

착한아이 컴플렉스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김선영 / 나맘아동가족심리연구소

16:00-16:10

Coffee Break

15:00-15:10

Coffee Break

16:10-17:40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초등학생의 모래놀이치료
김호정 / 아이코리아 아동발달교육연구원

15:10-17:40

일본 사례 분석: 니시무라 스에이오 교수

5. 참가신청
학회원

비학회원

학생(학부, 석사 재학)

사전등록

당일등록

사전등록

당일등록

사전등록

당일등록

양일등록

140,000

150,000

170,000

180,000

80,000

90,000

하루등록(토)
하루등록(일)

80,000
70,000

100,000
80,000

110,000
90,000

130,000
110,000

50,000
40,000

60,000
50,000

▶ 사전등록 : 9월 19일 (화) 20:00 이전 입금자까지 (시간 엄수)
▶ 환불규정 : 9월 21일 (목) 20:00 이전 요청자까지 100% 환불 가능
9월 22일 (금) 20:00 이전 요청자까지 50% 환불 가능, 이후 환불 불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baldal@hanmail.net 으로 송부, 참가비 입금(신청서 별첨)
* 학생 등록의 경우, 신청서 송부시 재학증명서 필수 첨부
▶ 기

타 : 9/23(토) 중식 제공, 아이코리아 본관 주차 가능

▶ 입금계좌 : 신한 100-031-218794 (한국발달지원학회 김도연)
▶ 문

의 : baldal@hanmail.net

※ 한국발달지원학회 회원 가입: 소정 양식 작성 및 연회비(년 30,000원) 납입 후 회원 가입 가능
※ 한국발달지원학회 놀이심리상담사, 모래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인정
한국발달심리학회 발달심리사 “기타 활동(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활동 참여)” 인정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연수평점 인정(9월23일 3시간, 9월 24일 2시간)

한국발달지원학회 회 장

김 도 연

한국발달지원학회 이사장

김 태 련

※ 오시는길 안내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6길 17 (장지동 848) 아이코리아

⦁ 지하철로 오실 경우

⦁ 버스로 오실 경우

⦁ 자가용으로 오실 경우: 네비게이션에서 주소검색 또는 ‘아이코리아’, ‘한국육영학교’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