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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상담학회 NLP상담학회 2018년도 상반기 연수회 1차 안내
NLP상담학회 2018년도 상반기 연수회에 초대합니다.
오는 3월 부터 5월 까지 총 3회의 NLP상담 전문성강화 연수를 실시합니다. NLP상담학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수회를 개최하여 NLP상담가의 전문성 및 수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NLP상담은 상담가로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NLP상담기법은 놀랍고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접근 방법입니다.
NLP는 원하는 것을 쉽고 빠르게 성취하는데 도움을 주며 인간의 마음을 심층적으로 투시하여
치료는 물론 개인의 발전시키는 기술과 자질을 체득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NLP상담학회 하반기 연수회 에서는 NLP상담기법의 심층적인 내용을 학습 및 실습하고, 상담 사례 공유와 사례슈퍼비전
받는 과정을 통해 상담현장에서 탁월한 상담능력을 향상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차: 3월 23일(금) 19시 ~ 22시 (3h)
- 2차: 4월 27일(금) 19시 ~ 22시 (3h)
- 3차: 5월 25일(금) 19시 ~ 22시 (3h)
□ 장소 : NLP아카데미 심리전략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1599-2 LG에클라트 1030호) 또는 서초동 부근
□ 내용 : NLP상담 전문성 강화
- NLP 상담기법 및 NLP임상 슈퍼비전
※ 학습에 필요한 자료 및 간단한 다과 제공됩니다.

□ 강사 : 전경숙 교수(한국NLP아카데미, NLP상담학회 명예고문)
□ 참가신청
- 홈페이지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 학술행사 - 참여신청 - 분과지역학술행사
- 메일 접수 (이름 및 생년월일 기재) jh_nlp@daum.net
- 접수 기한 : 교육일 하루 전날 전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비용
- 비용 : 1차 당 30,000원
- 농협 301-0211-7755-11 한국상담학회
□ 문의 : NLP상담학회 사무국장 박정환 jh_nlp@daum.net / 010-9497-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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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NLP상담학회 사례발표자 모집
NLP상담학회에서는 NLP관련 사례 공유를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발표는 본 학회에서의 일반 및 전문 수련감독자로 승급 및 갱신을 하기 위하여 사례발표가 필요합니다.
NLP상담학회에서는 상시 발표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발표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문의 메일 및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NLP상담학회 NLP분과 사례발표자 및 사례발표 수련감독자 모집
○ 발표가능시기 : 4월, 6월,8월,10월,12월
○ 장소 : 2018년도 모학회 통합사례발표 장소
(상황에 따라 발표시기와 장소 변경가능)

○ 문의 : NLP상담학회 사무국장 박정환 010-9497-6255 / jh_nl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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