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1 학기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안내

개강미사  

3월 4일(월) 
오전 9시 30분 

베리타스센터 401호

I. 중독전문가 양성과정

함께 배우고, 나누며 즐기는 평생학습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접수기간_ 2019년 2월 1일(금) ~ 2019년 2월 28일(목)

교육기간_ 2019년 3월 4일(월) 개강~ 과정별 상이

본 과정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영성에 기반을 두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알코올과 도박, 스마트폰 등의 다양
한 중독의 예방, 상담,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중독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과 <교양과정>으로 운영되며
본 과정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유익합니다.

-  중독현상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
-  알코올, 도박, 스마트 폰 등 여러 중독으로 인해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신 분
-  중독문제로부터 회복 중에 있거나 혹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

▶ 담당교수 :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홍성민 신부 외 21명의 중독전문가 교수진으로 구성

◉ 교육시간표

구분 중독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 교양과정

교육기간 3월 9일 ~ 11월 23일 매월 2,4주 (토) 10:00 ~ 17:00 3월 9일 ~ 6월 8일 매월 2,4주 (토) 10:00 ~ 17:00

총 시 수 총 120시간 인정/18회<기관실습 80~120시간 + 학술활동 20~40시간 필수 총 49시간/7회

수 강 료 900,000원 <기관실습비, 학술활동비 별도> 350,000원

지원자격
①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② 단주, 단도박, 단약으로부터 회복기간이 만 3년 이상(36개월)인 자로서

고졸학력 이상(협회인증기관 확인 또는 추천인 서명 첨부)
제한없음

제출서류 졸업증명서, 회복확인서(또는 추천서) 중 해당서류 -

특   전
① 본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단, 출석률 70% 이상)
② 콜롬보플랜 국제센터(ICCE)에서 발급하는 교육 수료증(30시간) 수여
③ 한국중독전문가협회의 중독전문가 2급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본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단, 출석률 70% 이상)

자 격 증 중독전문가(NO.2014-4368/한국중독전문가협회) -

모집정원 40명 10명

교양과정
3/9 오리엔테이션/중독과 영성 중독, 중독자, 중독전문가에 대한 이해 중독과 영성

3/23 나의 이해 중독전문가의 자기이해 중독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성격탐색(MBTI) 중독전문가의 심리적 자기이해

3/30 중독영화제 영화안의 중독(사례를 통한 중독) I 

4/13

중독의 이해

물질 중독의 이해 알코올중독의 행위 약물중독의 이해

4/27 행위 중독의 이해 도박중독의 이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이해

5/11
중독의 정신의학적 이해와 공존장애

중독의 진단과 평가 중독과 약리학

5/25 중독과 공존장애(정신건강) 중독과 공존장애(신체건강)

6/8 중독과 예방 중독의 예방과 중독관련정책, 법규 중독의 예방 중독관련 정책, 법규 및 규정

6/22 중독과 상담 상담의 이해 상담의 이론적 접근 중독상담 모델

6/29 중독영화제 영화안의 중독(사례를 통한 중독)  Ⅱ

7/13
중독과 상담 상담의 이해

중독상담(개인사례접근) 중독상담(집단사례접근)

7/27 중독상담(가족사례접근) 중독상담(가족사례접근)

8/10

중독의 개입

개입의 실제 인지행동치료(CBT) 동기강화면담(MET)

8/24 개입의 연속성 회복유지(재발방지) 회복유지(중독과 성)

9/7 공동의존 공동의존 중독자 가정 자녀의 이해와 개입

9/28 위기개입 및 재활 지역사회와 재활 위기개입과 자살예방

10/12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이해

중독과 사례관리 문서작성

10/26 사례관리의 실제(물질) 사례관리의 실제(행위)

11/09 회복과 영성 12단계와 12단계 촉진치료 12단계의 이해 12단계 촉진치료와 자조모임

11/23 윤리 및 새로운 시작 중독전문가의 윤리 수료식

일자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10:00~13:00 14:00~17:00주      제

 중독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

전화 051) 510-0951~3 팩스 051) 510-0959 http://edu.cup.ac.kr
수강료 입금계좌_ 부산은행 112-01-003956-2  (예금주: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Ⅲ. 그리스도교 미술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이콘(성화상) 그리기-A반 화 14:00 ~ 17:00 이영자 12주 15명 330,000원

이콘(성화상) 그리기-B반 화 18:30 ~ 21:30 이영자 12주 15명 330,000원

이콘(성화상) 그리기-C반 수 10:00 ~ 13:00 이영자 12주 15명 330,000원

조각초-A반 수 14:00 ~ 17:00 이정화 12주 20명 330,000원

조각초-B반 수 18:30 ~ 21:30 이정화 12주 20명 330,000원

조각초-C반 금 10:00 ~ 13:00 이정화 12주 20명 330,000원

✽ “이콘(성화상) 그리기” 및 “조각초” 과정의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2019학년도 1학기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안내

◀ 2018학년도 2학기 본 교육원 수강생(하옥정 미리암 수녀)의 작품

이콘 작품을 접하신 초보자시더라도 본 과정에 참여하시면 12주 

안에 왼쪽과 같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콘(성화상) 그리기 조각초

이콘은 그리스도, 성모마리아, 성인, 성녀의 모습과 성경 말씀을 정

해진 규범에 따라 그린 성화입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전해오는 상징과 영성이 담긴 이콘

을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2017년 12월 본원과 인천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본 과정 수료 후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그리스도교미술학과 입학시

입학금 감면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전례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초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빛으로 오시

는 그리스도는 기쁨이요, 구원이십니다. 조각하는 사람의 기도와 정성

으로 만들어진 조각 초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제대초, 기도초, 생활초

등을 제작합니다.

∥. 영성심리상담사
가톨릭상담심리사 (NO.2014-2040/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부산교구 유일의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증 발급 기관

✽ 본 과정은 개별 과목당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과목당 100,000원입니다.

✽ 총 12과목 이수 완료시 총장명의 수료증과 가톨릭상담심리사(NO.2014-2040,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3급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본 과정은 한국NVC센터의 NVC2 과정입니다. 
수강대상 : NVC1 과정을 이수한 분

일반과정

[ 1학기 ] 3월 4일(월) ~ 6월 13일(목) 

단기과정

[ 1학기 ] 3월 6일(수) ~ 5월 22일(수)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담당교수 기간 수강료

생태영성 수 10:30 ~ 12:00 김인한 신부 4주
100,000원

스페인 영성과 문화 수 10:30 ~ 12:00 한인규 신부 8주

[ 2학기 ] 9월 25일(수) ~ 11월 20일(수)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담당교수 기간 수강료

비폭력대화법Ⅱ(NVC2) 수 10:00 ~ 13:00 이은령 8주 200,000원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담당교수 기간 수강료

비폭력 대화법 월 10:00 ~ 13:00 이은령 7주 100,000원

450,000원

발달심리학 월 10:00 ~ 13:00 박정묘 7주 100,000원

상담심리이론 화 10:00 ~ 11:25 박지선 14주 100,000원

가톨릭 교의 화 11:35 ~ 13:00 박종주 신부 14주 100,000원

인간관계훈련 -돌봄과 성장- 목 10:00 ~ 13:00 김대성 신부 7주 100,000원

중년기심리와 상담 목 10:00 ~ 13:00 심혜숙 수녀 7주 100,000원

[ 2학기 ] 9월 2일(월) ~ 12월 19일(목)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담당교수 기간 수강료

가족상담 월 10:00 ~ 11:25 유희정 14주 100,000원

450,000원

청소년 문제상담 월 11:35 ~ 13:00 홍경희 14주 100,000원

중독과 영성 화 10:00 ~ 11:25 홍성민 신부 14주 100,000원

생활속의 이상심리 화 11:35 ~ 13:00 박지선 14주 100,000원

집단상담 목 10:00 ~ 13:00 박정묘 7주 100,000원

상담사례연구 목 10:00 ~ 13:00 심혜숙 수녀 7주 100,000원



전례꽃예술대학
가톨릭 전례의식중 제대꽃봉헌의 분야이며 성서 및 1년 전례력을 고찰하여 미사전례

에 따른 종교꽃장식의 특수성을 정립하고 전례 의식을 연구 전승합니다.

◉  과정별 지원자격

· 전례와 꽃예술(일반) : 누구나

· 전례와 꽃예술(지도자) : 전례와 꽃예술(일반) 과정 수료자, 사범증 3급 소지자,

제대꽃장식 5년 이상 봉사자

· 전례꽃예술 심화반(자격증 취득 과정) : 전례와 꽃예술(지도자) 과정 수료자 , 

사범증 1급 소지자

▶ 전례꽃예술지도자(NO.2015-005322,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 성전꽃예술지도사(NO.2015-002284,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
<명인 제17-21-02-22호>

전례꽃예술의 정립을 통한 제대장식의 실제와 전례화예명인전승 조교 및 강사

위촉에 이르는 공인된 전문지도자 양성으로 총체적인 전례꽃예술의 전문성을 확

립합니다.

◉  과정별 지원자격

·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Ⅰ : 전례꽃예술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전례꽃

예술 심화반(자격증 취득 과정) 수료(예정)자, 1급 이상의 독립 회장, 수도자

·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 Ⅱ :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Ⅰ수료

(예정)자

Ⅴ. 꽃예술

전례와 꽃예술(지도자) - B반 목 18:30 ~ 21:00 이양희 15주 15명 500,000원

전례꽃예술 심화반(자격증 취득 과정) 목 14:00 ~ 17:00 이선애, 이양희 15주 15명 500,000원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 Ⅰ 월 <매월 1·3주> 14:00 ~ 17:00 이선애 24주 15명 1,200,000원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 Ⅱ 화 <매월 2주> 14:00 ~ 17:00 이선애 12주 15명 600,000원

Ⅵ. 전문가 양성과정

● 독일 FDF Florist
테이블 꽃장식, 신부 부케, 공간 장식 등의 실습을 통해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하고, 수료 후 독일FDF Florist 자
격증 세미나에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 국제플로리스트(NO.2015-002288, 국제화훼

기술민간자격검정원)

독일 FDF FloristMeister
플로리스트 과정에 수반되었던 테크닉과 재료의 활용방
법을 통해 심화된 전문 지식을 전수하여 수료 후 독일 현
지 Meister 교육에 입소 가능하며 독일 FDF Florist를 지
도할수 있습니다.

● 다도
우리 선조들의 다도생활을 통해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높
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 생활천 그림아트
수채화기법, 유화기법, 채색화기법, 묵화기법, 공예기법
등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천에 그림을 그려 생활에 활
용하거나 작품화할 수 있습니다.

● 전례와 사진예술
일반적인 사진교육에서부터 가톨릭교회 전례와 성경말
씀을 사진예술 창작활동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전문적
인 가톨릭 사진가를 양성하여 부산교구 영상문화 발전
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 독일플로리스트 및 국제플로리스트 자격증
소지자

▶ 플라워샵경영마스터(NO.2015-002286, 국제화
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 꽃과 스케치
꽃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통하
여 쉽고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 프레스플라워
꽃의 색상과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여 평면으로 건조하는
방법으로 실용적인 일반 생활용품, 액세사리, 액자, 가구

등에 다양한 기법으로 디자인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압화지도사(NO.2014-5784, 사단법인한국프

레스플라워협회)
▶ 누름꽃강사(NO.2014-6217, 사단법인한국프

레스플라워협회)

● 프리저브드플라워
생화를 특수용액에 가공하여 생화와 같은 질감으로 오
랫동안 즐기는 보존화로 생활공간에 장식할 수 있는 다
양한 작품들을 제작합니다.
▶ 보존화꽃예술지도자(NO.2015-003044,  국제

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다도(기초반) 화 10:00 ~ 12:00 조순옥 15주 10명 300,000원

다도(심화반) 수 14:00 ~ 16:00 조순옥 15주 10명 300,000원

생활천 그림아트(일반) 월 10:00 ~ 13:00 남춘임 15주 15명 250,000원

생활천 그림아트(전문가) 월 10:00 ~ 13:00 남춘임 15주 15명 350,000원

생활천 그림아트(최고지도자) 월 10:00 ~ 13:00 남춘임 15주 15명 350,000원

전례와 사진예술 수 19:00 ~ 21:00 고재우 15주 15명 250,000원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독일 FDF Florist 월 10:00 ~ 13:00 이선애, 박성애 15주 15명 450,000원

독일 FDF FloristMeister 금 10:00 ~ 13:00 이선애 15주 15명 500,000원

꽃과 스케치 화 10:00 ~ 13:00 이혜영 15주 15명 300,000원

프레스플라워 목 10:00 ~ 13:00 조인순 15주 15명 300,000원

프리저브드플라워 화 14:00 ~ 16:00 이혜영 15주 15명 300,000원

LIFELONG EDUCATION CENTER,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Ⅳ. 전례꽃예술대학 -전례안에서 꽃으로 하느님과 소통하기-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전례와 꽃예술(일반) - A반 화 10:00 ~ 13:00 하태숙, 김영수 15주 15명 450,000원

전례와 꽃예술(일반) - B반 화 18:30 ~ 21:30 박은희 15주 15명 450,000원

전례와 꽃예술(지도자) - A반 목 10:00 ~ 12:30 이선애, 이양희 15주 15명 500,000원



Ⅶ. 자격증 취득과정

접수기간 _ 2019년  2월 1일(금) ~ 2월 28일(목)   교육기간 _ 2019년  3월 4일(월) 개강 ~ 과정별 상이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노인지도사 수 10:00 ~ 12:00 홍현숙 12주 15명 200,000원

노인체육지도사 목 14:00 ~ 16:00 김기수 8주 15명 120,000원

네일아트(입문반) “Show me the nail” 목 13:00 ~ 15:00 이은경 12주 15명 150,000원 

동화구연과 손유희 지도자 화 10:00 ~ 12:00 박지혜 12주 15명 200,000원

리딩큐어 기본과정 수 19:00 ~ 22:00 조상호 15주 15명 200,000원

리본아트 코디네이터 화 10:00 ~ 13:00 권륜옥 10주 15명 200,000원

미술심리상담사 수 10:00 ~ 13:00 윤샛별 8주 15명 180,000원

보자기포장 코디네이터 월 10:30 ~ 12:30 권륜옥 8주 15명 200,000원

색채심리상담사 수 13:00 ~ 16:00 윤샛별 8주 15명 180,000원

선물포장코디네이터 수 10:00 ~ 13:00 권륜옥 10주 15명 200,000원

실버보드지도사  * (5월 23일 개강) 목 18:30 ~ 20:30 차외숙 4주 15명 70,000원

창의&멘사보드게임지도사 * (4월 11일 개강) 목 18:30 ~ 20:30 차외숙 4주 15명 40,000원

Ⅷ. 음악과 치유

●가곡을 통한 재미있는 이탈리아어
기본적인 문법과 일상회화 및 이탈리아어 시와 가곡 위주로 가르
치며, 어려운 발음 해결 및 발성적인 테크닉을 완성시킵니다.

●너랑 나랑 함께 배우는 피아노 교실
우리가 흔히 아는 ‘젓가락 행진곡’처럼 두 사람이 짝을 지어 함께
연주하는 피아노 연탄곡(4 hands) 수업으로, 악기를 배우는 즐
거움은 물론, 엄마와 아이, 남편과 아내, 친한 친구 등 사랑하는 사
람과의 호흡을 맞추며 서로를 더 이해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수업입니다.

●신나는 치매예방 음악치유활동
늘어가는 노년층을 위한 삶의 즐거움과 음악활동을 통해 치
매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부르기
발성법과 호흡법을 익혀 아름다운 한국가곡을 부를 수 있습
니다.

●오페라를 통한 재미있는 이탈리아어
기초적인 문법과 일상회화 및 이탈리아 오페라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우쿨렐레교실
기초 코드 연습부터 앙상블 앙상블 연주까지 1:1 개인 교습식 레
슨이며 노래와 반주 화음연주를 이용한 발표나 공연을 목표로 합
니다.

“핸드벨” 연주단(뮤직벨&핸드차임)
핸드벨 악기의 올바른 이해와 기초에서 고급단계까지의 단계별
연주법을 통해 핸드벨 곡을 다양하게 연주하는 법을 배웁니다.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가곡을 통한 재미있는 이탈리아어 목 13:30 ~ 15:00 이은랑 12주 15명 250,000원

너랑 나랑 함께 배우는 피아노 교실3333333 수 14:00 ~ 14:30 김아사 12주 8명 100,000원

신나는 치매예방 음악치유활동3333333 화 14:00 ~ 15:30 이영은 12주 15명 250,000원

아름다운 우리 가곡 부르기 Ⅰ 화 19:00 ~ 20:30 민병숙 12주 15명 300,000원

아름다운 우리 가곡 부르기 Ⅱ 화 10:30 ~ 12:00 민병숙 12주 15명 300,000원

오페라를 통한 재미있는 이탈리아어 목 15:00 ~ 16:30 이은랑 12주 15명 250,000원

우쿨렐레 교실 - A반 목 10:00 ~ 11:30 김승희 12주 15명 200,000원

우쿨렐레 교실 - B반 목 19:00 ~ 20:30 김승희 12주 15명 200,000원

“핸드벨” 연주단(뮤직벨&핸드차임) 수 11:00 ~ 12:30 홍서희 12주 15명 250,000원

● 노인지도사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인과 복지에 대한 이론적
개념과 실생활에서의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건강을 위
한 실제를 교육합니다.
▶ 노인지도사(NO.2017-001731/행복나눔평생

교육진흥원)

● 노인체육지도사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체계적인 건강관리프로그
램을 보급하는 전문지도사를 양성합니다.
▶ 노인체육지도사(NO.2014-5156/한국지식자

원개발원), 
운동관리전문지도사(NO.2014-3775/한국자
격관리평가원)

● 네일아트(입문반) “Show me the nail”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자격증 기초 1단계 과정을 비롯
한 간단한 도구로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네일 기법까
지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 동화구연과 손유희 지도자
동화를 활용한 문학 중심 통합 활동과 언어지도의 정확
한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동화구연지도사 자격을 취
득할 수 있도록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 동화구연전문지도사(NO.2014-3323/(주) 플레

이에듀테인먼트)

● 리딩큐어 기본과정
다양한 읽기를 통해 자녀를 보다 잘 이해하고 소통하
고자 하는 학부모, 학생들의 심리를 파악하여 상담하
려는 일선교사,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회
복지사, 도서관 운영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질적 향상
을 꾀하는 사서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
니다.
▶ 독서심리지도(NO.2013-1206, 한국리딩큐어

협회)

● 리본아트 코디네이터 
리본과 천을 활용한 제작기법을 익혀 헤어핀, 브로치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리본아트(NO.2013-2136/사단법인한국선물

포장디자이너협회)

● 미술심리상담사
내담자의 심리를 그림그리기, 조형만들기 등을 통해 파
악하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상담기법을 교육합니다.
▶ 미술심리상담사(NO.2014-2956/한국지식자

원개발원)

● 보자기포장 코디네이터
상품의 용도와 목적을 이해하여 이에 맞게 천과 다양한
매듭 기술을 배우고, 보자기를 활용한 포장 디자인 교육
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보자기포장(NO.2018-004554, 한국선물포장
연구협회)

● 색채심리상담사
색을 통해 개인 성장과정의 무의식을 통찰하고 색채매
체 탐색을 통해 내담자의 그림을 자연스럽게 해독할 수
있도록 하며 심리학이론, 색채이론, 대상에 따른 상담기
술을 교육합니다.
▶ 색채심리상담사(NO.2014-2955/한국지식자

원개발원)

● 선물포장코디네이터  
현대포장과 전통포장의 테크닉과 리본이 돋보이는 공간
연출까지 정성이 깃든 포장방법으로 단기간 내 쉽고 특
별한 포장방법을 교육합니다.
▶ 선물포장(NO.2013-2137/사단법인한국선물

포장디자이너협회)

● 실버보드지도사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건전하고 즐거운 실버
보드게임으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진행법을 알아봅니다. 
▶ 실버브레인지도사(NO.2016-004204 /국제

능력교육원 주식회사)

● 창의&멘사보드지도사
다양한 영역의 보드게임 실습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방법
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법을 배웁니다.
▶ 통합보드게임지도사(NO.2014-4145 / 국제

능력교육원주식회사)



Ⅹ. 문화·교양

●독일문화와 기초 독일어
독일어를 배우면서 독일의 음악, 역사, 토론방법, 미술, 여
행지, 음식 등의 문화를 접해보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합
니다.

●독일의 발도르프 교육과 보트머 체조
발도르프 교육에서 보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과 교육방법을
알아보고, 그 중 움직임 교육을 통해  내 몸의 움직임이 나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경험해보고 이를 통해 아이를
교육 및 양육하는데 활용합니다.니다.

●리딩큐어 어머니교실
주양육자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알게 되
고 어머니의 올바른 역할을 익혀 안정된 가정을 통해 자녀
의 정체성 아이의 강점을 개발합니다.

●미니베틀로 나만의 소품만들기
미니베틀을 이용하여 위빙(손직조)소품을 직접 만들어보고,
기본 위빙기법을 익히면서 나만의 개성있는 소품을 만들어
봅니다.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빛나는 틈새 경매 이야기
경매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무적 통찰
력과 함께 경매입찰에 관한 경영적 마인드를 키우고,
자동권리분석 프로그램인 이지옥션 시스템으로 교육
하여 실전력을 함양함으로써 부동산 침체기에 유익한
투자 수단을 확보합니다.

●서양화(유화)
유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시교육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작가로서 입문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킵니다.

●수채 캘리그라피
악필교정 및 나만의 글씨체를 개발하여 작품화할 수 있
으며, 캘리그라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언어발달을 돕는 부모교육
학령전 아동(0세~7세)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들의 언
어발달 전반에 관한 이론과 특성을 사례중심으로 진행
합니다.

●보태니컬 아트
꽃과 식물의 이미지를 수채화 물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정애의 “맛있는 글짓기” 레시피
밥처럼 글도 맛있어야 합니다. 쓰는 나뿐 아니라 읽는 그에
게도 꼭꼭 씹을수록 맛있는 글! 그런 글을 짓고 싶어하는 당
신을 위해 등단 33년차 작가가 직접 전수하는 글짓기 노하
우! 소수 정예 인원으로 알차게 진행하는 문학 강좌입니다.

●줌바댄스
스트레칭으로 유연성과 기본체력 증진과 아울러 줌바 동작
으로 인해 ‘근력발달’, ‘순발력향상,̀ ‘심폐기능향상’등 유산소
운동의 최고의 재미와 건강한 삶을 추구합니다.

●필라테스
몸의 중심을 단련시켜 신체의 균형과 협응력을 길러주며, 유
연성과 근력을 강화시켜 긴장된 신체와 불균형으로 인한 통
증을 완화시켜줍니다.

●한국춘란의 이해와 재테크
한국춘란의 배양기술을 습득하여 난실(공동 배양장 또는 아
파트배란다 활용)에서 배양을 통한 증식으로 적은 활동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독일문화와 기초 독일어 수 19:00 ~ 21:00 곽자경 15주 15명 150,000원 

독일의 발도르프 교육과 보트머 체조 금 19:00 ~ 21:00 곽자경 15주 15명 150,000원

리딩큐어 어머니교실 금 10:00 ~ 12:00 조상호 15주 15명 150,000원

미니베틀로 나만의 소품만들기 목 10:00 ~ 12:00 김은애 12주 15명 250,000원 

부동산 침체기에 빛나는 틈새 경매 이야기 화 19:00 ~ 21:00 박경종 12주 15명 200,000원

서양화(유화) 목 10:30 ~ 13:30 윤계향 15주 8명 300,000원

수채 캘리그라피(초급) 수 09:30 ~ 11:30 손보영 12주 15명 150,000원

수채 캘리그라피(중급) 수 09:30 ~ 11:30 손보영 12주 15명 200,000원

아이의 언어발달을 돕는 부모교육 화 10:30 ~ 12:30 이희란 12주 15명 150,000원

보태니컬 아트 수 10:30 ~ 12:30 차주화 12주 15명 250,000원

장정애의 “맛있는 글짓기” 레시피 금 14:00 ~ 16:00 장정애 12주 15명 300,000원

줌바댄스 월,수,금 17:20 ~ 18:10 에   릭 4주 15명 80,000원

필라테스 화, 목 17:10 ~ 18:00 강경희 12주 10명 350,000원

한국춘란의 이해와 재테크 월 13:00 ~ 15:00 조명진 10주 15명 100,000원

접수기간 _ 2019년  2월 1일(금) ~ 2월 28일(목)   교육기간 _ 2019년  3월 4일(월) 개강 ~ 과정별 상이

●디저트 마카롱레시피
프랑스 대표 디저트 중의 하나인 마카롱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마카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실습합니다.

●전문 바리스트 양성과정
바리스타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고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웁니다. 또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한 커피 추출법을 익혀 실생
활에서 다양하고 맛있는 커피를 즐기는 법을 교육합니다.

▶ 바리스타(NO.2015-006357/

한국자격관리평가원))

Ⅸ. 미니카페 과정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디저트 마카롱 레시피------ 화 18:30 ~ 21:30 박선희 외 6주 15명 300,000원

전문바리스타 양성과정 - A반 월 09:50 ~ 11:50 백경혜 6주 15명 120,000원

전문바리스타 양성과정 - B반 월 18:30 ~ 20:30 백경혜 6주 15명 120,000원

◈ 접수기간 : 2019년 2월 1일(금) ~ 2019년 2월 28일(목)

◈ 입금계좌 : 부산은행 112-01-003956-2 (예금주 :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 문      의 : 051) 510-0951~3 (평생교육원 행정실, http://edu.cup.ac.kr)

◈ 수강료 감면대상

◈ 수강생 유의사항 •모든 교육과정은 총장 명의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단, 출석률 70% 이상)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해당 과정의 경우)
•등록인원이 본원이 정한 최소 수강인원에 미달될 경우 폐강됩니다. (환불 또는 과정변경 가능)
•수강료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2항(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됩니다.

※ 베리타스센터 주차시 2019년 3월 1일부터 주차비(일 1,500원)가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톨릭 수도자, 재단산하 교직원 및 직계가족 •부산가톨릭신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본당지원 수강생 3인 이상 단체 수강시 •초 ·중 ·고 교사

•부부, 직계가족 2인 이상 동시 수강시 •본교재학생·졸업생 및 본원 계속 수강생  

•동일과정 2개 과정 이상 수강시 •가톨릭신자 및 금정구민

✽증명서류 제출시

가능하며, 중복할

인은 불가합니다.

30%

20%

10%

적용대상자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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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정형외과의원

한국중독영화연구회

세일병원
Seail Hospital

병원장 : 김정태(루카) 병원장 : 전철우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30

T.051)628-1997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57 T.051)510-0866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7

T.051)464-8110

KDLubCo.,Ltd

(주)케이디루브

대표이사 : 이순우

경남 양산시 삼성7길 17-10(북정동)

T.055)387-1335  F.055)382-0051

인문
학당

(달을 품은 물항아리)

달  리

소장 : 박선정 /영문학박사
부산가톨릭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공부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연구회장 : 한주엽

hanjy2714@hanmail.net
Mobile. 010-8246-0425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로 68 2층
Mobile.010_2831_6979

Dali Art Literature Institute

오시는 길

중독전문가와 함께하는 영화모임
모퉁이극장 * 중독전문가

학교 순환버스 이용시 운행시간표 (장전역 → 학교)

08:20 / 08:30 / 08:40 / 08:50 / 09:00 / 09:10 / 09:20 / 09:30 / 
09:40 / 09:50 / 10:00 / 10:10 / 10:20 / 10:30 / 10:40 / 10:50 /
11:00 / 15:20 / 15:50 / 16:20 / 16:30 / 16:50 / 17:00 / 17:10 /
17:20 / 17:40 / 17:50 / 18:20 / 18:50 / 19:35 / 20:35 / 21:35 /
22:15

❖ 지하철 지하철 1호선 장전동역(4번출구) 하차 후 오륜대행  마을

버스 (5번, 5-1번) 환승

❖ 시내버스 11, 12, 36, 50, 58, 59, 61, 148, 178, 247, 301, 1002,

1200, 1300, 1500      금정구청•부산가톨릭대학교   앞 하차

대중교통 이용시

◈ 교통안내



LIFELONG EDUCATION CENTER,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본중독전문가양성과정은 사랑과 영성에 기반을 두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중독의 예방, 상담,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양과정>과 <중독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가.접수기간 : 2019년 2월 1일(금) ~ 2019년 2월 28일(목) 

나.교육과정
① 교양과정 : 알코올과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중독에 대한 이해와 개입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회복 및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본 과정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유익합니다.

- 중독현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알코올, 인터넷, 스마트 폰 등, 여러 중독으로 인해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신 분

- 중독문제로부터 회복 중에 있거나, 혹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

⁃ 기간 : 2019년 3월 9일(토) ~ 6월 8일(토) 10:00~17:00 <총49시간/7회>

⁃ 수강료 : 350,000원

⁃ 모집인원 : 10명

② 중독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 : 이론(120시간), 기관실습(80~100시간), 학술

활동(20~40시간)의 총 240시간을 이수하면, 콜롬보플랜 국제센터(ICCE)에서

발급하는 교육수료증(30시간)과 중독전문가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 단주, 단도박, 단약으로부터 회복기간 만 3년(36개월)이상인 자로서 고졸

학력 이상(협회인증기관 확인서 또는 자조모임 추천서 첨부)

⁃ 기간 : 2019년 3월 9일(토) ~11월 23일(토) 10:00~17:00

<총120시간 인정/18회>

⁃ 수강료 : 900,000원 (실습비 및 학술활동비 별도)
⁃ 모집인원 : 40명

다.수강료감면대상(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톨릭 수도자, 재단산하 교직원 및 직계가족
•부산가톨릭신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본당지원 수강생 3인 이상 단체 수강시
•초 ·중 ·고 교사
•회복자
•부부, 직계가족 2인 이상 동시 수강시
•동일과정 2개 과정 이상 수강시
•본교재학생·졸업생 및 본원계속수강생
•가톨릭신자 및 금정구민
•중독관련학과 대학(원)생 3인 이상 단체 수강시
•유관기관 실무자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자격 소지자

30%

20%

10%

적용대상자할인율

문의 :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TEL:051-510-0951~3  FAX:051-510-0959   http://edu.cup.ac.kr

▶ 2개 과정 각각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1. 전체과정   3. 이론교육 시간표

2. 중독전문가 2급 자격증 취득과정

교양과정

일자 주      제 오전 오후

3/9 오리엔테이션/중독과 영성
중독, 중독자, 중독
전문가에 대한 이해

중독과 영성

3/23 나의 이해
중독전문가의 

자기이해
중독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성격탐색(MBTI)
중독전문가의 

심리적 자기이해

3/30 중독영화제 영화안의 중독(사례를 통한 중독) Ⅰ

4/13

중독의 이해

물질중독의 이해 알코올중독의 이해 약물중독의 이해

4/27 행위중독의 이해 도박중독의 행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이해

5/11
중독의 정신의학적
이해와 공존장애

중독의 진단과 평가 중독과 약리학

5/25
중독과 공존장애

(정신건강)
중독과 공존장애

(신체건강)

6/8 중독과 예방
중독의 예방과

중독관련정책, 법규
중독의 예방

중독관련 정책, 
법규 및 규정

6/22 중독과 상담 상담의 이해 상담의 이론적 접근 중독상담 모델

6/29 중독영화제 영화안의 중독(사례를 통한 중독) Ⅱ

7/13
중독과 상담 상담의 이해

중독상담
(개인사례접근)

중독상담
(집단사례접근)

7/27
중독상담

(가족사례접근)
중독상담

(가족사례접근)

8/10

중독의 개입

개입의 실제 인지행동치료(CBT) 동기강화면담(MET)

8/24 개입의 연속성 회복유지(재발방지) 회복유지(중독과 성)

9/7 공동의존 공동의존
중독자 가정 자녀의

이해와 개입

9/28 위기개입 및 재활 지역사회와 재활
위기개입과 
자살예방

10/12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이해

중독과 사례관리 문서작성

10/26 사례관리의 실제(물질) 사례관리의 실제(행위)

11/9 회복과 영성
12단계와 12단계 

촉진치료
12단계의 이해

12단계 촉진치료와
자조모임

11/23 윤리 및 새로운 시작 중독전문가의 윤리 수료식

중독전문가2급자격증과정

2019학년도 『제4기 중독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① 이론교육 : 120시간 (출석률 70% 이상시 수료)

② 실     습 :  80~100시간 (공동실습, 개인실습, 수퍼비전 3회 포함)

③ 학술활동 :  20~40시간 (한국중독전문가협회 보수교육 1회 참석 필수)

실습 최소 80시간 이상, 학술활동 최소 20시간 이상으로 실습과 학술활동 총

시간의 합계가 교육생의 상황에 따라  120시간 이상 채워야 합니다.

2014-4368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한국중독전문가협회

등록번호

자격의 종류

자격발급기관

중독전문가 2급자격명

⦿ 자격증 취득절차

⦿ 자격증정보

위의 ①,②,③ 항목을 11월 서류심사전까지 이수 한 자에 한하여 한국중독

전문가협회 중독전문가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http://edu.cup.ac.kr) 참조

T
I
P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중독전문가협회(http://www.kaap.kr)

의 온라인 회원가입(입회비:20,000원/연회비:40,000원)이 필수입니다.

T
I
P

실습 및 
학술활동은 

10월까지 완료

이론교육 

실습

학술활동

·응시원서(사진2매)
·최종학위졸업증명서
·실습 및 학술활동 확인서
·서류심사비(50,000원)

원서접수

합격자발표
(홈페이지 공고)

수험표 출력

서류심사

60점 이상
합격 후 

자격증 발급 
(발급비50,000원)

12월 7일

필기시험 
실시

> > >

3월~11월 11월 11월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중독전문가 2급 자격시험」

본원 수료생 전/원 /합 /격!



실습은 공동실습과 개인실습으로 이루어지며, 중독관련 근무자는 근무지의 실습
기관 등록심사 후 실습 가능합니다. 실습시간의 합계가 최소 80시간에서 최대
100시간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가.공동실습
⁃ 실습시간 : 기관당 8시간
⁃ 참 가 비 : 기관당 5,000원

학술활동은 한국중독전문가협회 보수교육 및 부산지부 세미나, 워크숍, 자조모임 등

으로 이루어지며, 학술활동은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나.개인실습 <수퍼비전 3회(10시간) 포함>
⁃ 아래의 실습기관 또는 중독자, 중독자 가족들을 사례관리 할 수 있고, 중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실습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수퍼바이저
중 한명을 선정하여 수퍼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 실습비용 : 총 250,000원  (실습비 :100,000원, 수퍼비전비(10시간) : 150,000원) 

■수퍼바이저명단

4. 실습 5. 학술활동 6. 강사진 프로필

※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번 기관명 인정시간

1 부산준법지원센터 / 부산솔로몬로파크 8시간

2 부산정보문화센터(스마트쉼센터) 8시간

3 양산병원 8시간

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 8시간

5 부산중독관리지원센터 /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8시간

6 한사랑병원·김해중독관리지원센터 8시간

7 스포원중독예방상담센터 8시간

연번 기관명 위치

1 부산정보문화센터(스마트쉼센터) 해운대구

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 동구

3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동구

4 한사랑병원·김해중독관리지원센터 김해

연번 명단 소속기관

1 홍성민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 교수

2 김은하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3 남기문 바오로중독심리연구소

4 박희라 스포원중독예방상담센터장

5 신현수 양산병원 숭덕알코올 약물남용연구소

6 최이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

활동영역 총시수 시기

필수 한국중독전문가협회 보수교육 8시간 3월, 6월, 9월, 12월

선택

한국중독전문가협회 부산지부세미나 8시간 7월, 10월

AA부경연합 워크숍 5시간 7월

자조모임 9시간 비공개

기타 학술활동 10시간 -

총합계 40시간

LIFELONG EDUCATION CENTER,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2019학년도 『제4기 중독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 한국중독전문가협회의 보수교육 년 4회 실시 중 1회 참석은 필수입니다. 

(1회 8시간 인정).

⁃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주관(본부 및 지부) 워크숍, 세미나, 사례발표 참석 시

교육시간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워크숍 또는 세미나의 경우 한국중독전문가협회와 기관이 공동 주최한

경우 1일 최대 8시간, 1박 2일 16시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워크숍 또는 세미나의 경우 타 기관에서만 주최한 경우는 1일 최대 6시간,

1박 2일 이상은 최대 12시간 인정합니다.  다만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내용의 평점 및 학술활동 시간은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AA/NA/GA 또는 Al-Anon/Gam-Anon 등의 자조모임 참석은  3회

로 한하여, 각 회당 3시간씩 총 9시간까지 인정하며, 참석한 보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공동실습 7회 참여(56시간)+학술활동(20시간)을 참여했을 경우

개인실습은 4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전)한국중독전문가협회 총무위원장

•서울기독대학교대학원 석사∙박사(사회복지학)
•미국 시애틀 SCDP 수료(약물의존치료전문 수퍼바이저)
•천주교서울대교구 단중독사목위원회 위원장

•로마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교육학 박사
(교리교육 전공)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장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중독전문가

박 종 주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ICCE ICAP- I
•UTC Education provider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윤리위원장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수퍼바이저

홍 성 민 신부

허  근 신부

•부산대학교 교육학 박사(교육심리 및 상담심리전공)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유 희 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장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수퍼바이저

최 이 순

•중앙대학교대학원 의학박사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조교수
•다사랑병원 연구원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과장

조 근 호

•한양대학교의과대학 의학박사
•고려대학교 부설 안산트라우마센터장
•강남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조교수

한 창 우

•동아대 정신과 외래 교수
•한사랑병원장
•김해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장

김 진 원

•한국정보문화센터 부산스마트쉼센터 소장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겸임교수
•한국청소년상담학회 상담전문가 및 가족상담사 1급

김 남 순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ICCE ICAP-I
•UTC Education provider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수퍼바이저

김 은 하

•동명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겸임교수
•중독영화연구회 디렉터
•법무부 보호관찰 법사랑위원회 약물상담전문가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중독전문가

이 지 은

•중앙대학교 문학박사(임상심리학)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한국건강심리학회 편집이사

박 지 선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간호학과 외래강사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외래강사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중독전문가

강 경 림

•경북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계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수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계요병원 중독센터 진료과장

조 정 민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 북부센터 운영위원장
•ICCE  ICAP-I
•UTC Education provider

김 영 호 

차 진 경중독과 영성심리 
사이버 상담실

■문의 : ☎ 051)510-0951~3 (평생교육원 행정실)

■홈페이지 : http://edu.cup.ac.kr

■입금계좌 : 부산은행 112-01-003956-2 (예금주 :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본원이 정한 최소 수강인원에 미달할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공동실습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홈페이지 :http://cybercounsel.cup.ac.kr
•이용방법 : 회원가입 후 이용

중독의 극복과 신앙의 
성숙에 도움을 주는

•한국중독재활복지협회 12단계 치료공동체 단체장/원장
•원광디지털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한국중독전문가협회장

신 양 호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

김 혜 선

•서울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전)한국중독전문가협회 출판위원장

권 금 주

•양산병원 숭덕알코올약물남용연구소 사회복지팀장
•한국중독전문가협회 물질분과위원장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수퍼바이저

신 현 수

•성신여자대학교(가족치료 및 상담학) 박사
•미국 시애틀 CDP 수료(약물의존전문가)
•천주교서울대교구 단중독사목위원회 실장/

한국중독문화연구소장

김 지 연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강사

이 미 경



LIFELONG EDUCATION CENTER,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본 영성심리상담사 과정은 1년 2학기제로 운

영하며 일반과정을 이수하시면 기본적으로 가톨

릭상담심리사 3급 자격증이 수여됩니다. 본 과정

은 심리 및 영성상담의 보다 실제적이고 전문적

인 기법을 중심으로 교육하여 전문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며 본 과정은 다음 분들에게 유익합

니다.

-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지향하시는 분
- 중년기 심리와 상담에 관심이 많으신 분
- 가족,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의 심리적 이해를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하시는 분
- 영성수련을 통한 내적성화에 심리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상담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

1. 과정소개

2019학년도 1학기 『영성심리상담사』 수강생 모집

구분 내 용 

접수기간 2019년 2월 1일(금) ~ 2019년 2월 28일(목)

교육기간 2019년 3월 4일(월) ~ 2019년 6월 13일(목)

원서접수 홈페이지, 전화 및 방문 접수

입금계좌 부산은행 112-01-003956-2 (예금주: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유의사항

-  교재비, 재료비는 별도입니다.(해당과정의 경우)
-  등록인원이 본원이 정한 최소 수강인원에 미달될 경우 폐강됩

니다. (환불또는과정변경가능)
-  수강료 환불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홥됩니다.
※ 베리타스센터 주차시 2019년 3월 1일부터 주차비(일 1,500원)가 발생합니다.

특전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출석70%이상), 본교 중앙도서관 이용

※본원이 정한 최소 수강인원에 미달할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시간표

⁃ 1학기 : 3월 4일(월) ~ 6월 13일(목)                         ·수강료: 450,000원

교육과목 요일 수업시간  기간 담당교수

비폭력 대화법 월 10:00 ~13:00 7주 이은령

발달심리학 월 10:00 ~13:00 7주 박정묘

상담심리이론 화 10:00 ~11:25 14주 박지선

가톨릭 교의 화 11:35 ~13:00 14주 박종주 신부

인간관계훈련
-돌봄과 성장-

목 10:00 ~13:00 7주 김대성 신부

중년기심리와 상담 목 10:00 ~13:00 7주 심혜숙 수녀

⁃ 2학기 : 9월 2일(월) ~ 12월 19일(목)                        ·수강료: 450,000원

교육과목 요일 수업시간  기간 담당교수

가족상담 월 10:00 ~11:25 14주 유희정

청소년 문제상담 월 11:35 ~13:00 14주 홍경희

중독과 영성 화 10:00 ~11:25 14주 홍성민 신부

생활속의 이상심리 화 11:35 ~13:00 14주 박지선

집단상담 목 10:00 ~13:00 7주 박정묘

상담사례연구 목 10:00 ~13:00 7주 심혜숙 수녀

일반과정

⁃ 1학기 : 3월 6일(수) ~ 5월 22일(수)                        ·수강료: 100,000원

교육과목 요일 수업시간  기간 담당교수

생태영성 수 10:30 ~12:00 4주 김인한 신부

스페인 영성과 문화 수 10:30 ~12:00 8주 한인규 신부

⁃ 2학기 : 9월 25일(수) ~ 11월 20일(수)                    ·수강료: 200,000원

교육과목 요일 수업시간  기간 담당교수

비폭력대화법Ⅱ(NVC2) 수 10:00 ~13:00 8주 이은령

단기과정

⁃ 일반과정은 개별과목당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과목당 100,000원입
니다.

⁃ 총 12과목 이수 완료시 총장명의 수료증과 가톨릭상담심리사(NO.2014-
2040,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3급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본 과정은 한국NVC센터의 NVC2 과정입니다.  
수강대상 : NVC1 과정을 이수한 분

•말씀의 재가선교회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 상담심리박사
•前)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교수
•한국심리상담학회 수퍼바이저

•부산대학교 교육학박사(교육심리 및 상담심리 전공)
•전)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족상담강사

•前)데레사 여고, 성모여고 교목신부
•천주교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장

•부산광역시 중등학교 전문상담 직무연수 강사
•사직여고 영어교사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ICCE ICAP-I  
•UTC Education provider

•로마교황청립 성토마스대학 영성신학 박사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영성신학 교수

•로마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교육학 박사
(교리교육 전공)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리교육 교수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동아대학교, 동아대병원 간호학과 & 간호사 
대상 강의

•경남교육연수원, 대구교육연수원, 전북대구
교육연수원 외  다수 강의

•중앙대학교 문학박사(임상심리학)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한국건강심리학회 편집이사

•부산대학교 교육학박사(교육심리 및 상담심리 전공)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1급
•상담심리전문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장

박 종 주 신부

이 은 령

심 혜 숙 수녀

유 희 정

박 지 선

김 인 한 신부

박 정 묘

김 대 성 신부

홍 경 희

홍 성 민 신부

한 인 규 신부

3. 강사진 프로필

전례 안에서 사용되는 초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

합니다.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

요, 구원입니다. 조각하는 사람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들어진 조각 초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제대초,

기도초,  생활초 등을 제작합니다.

2019학년도 1학기 『조각초』 수강생 모집

※ 수강료 감면 대상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문의 :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51-510-0951~3    
FAX. 051-510-0959    홈페이지 http://edu.cup.ac.kr

가톨릭상담심리사 (NO.2014-2040/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부산교구 유일의 가톨릭상담심리사 자격증 발급 기관

•기초생활수급자

•가톨릭 수도자, 재단산하 교직원 및 직계가족
•부산가톨릭신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본당지원 수강생 3인 이상 단체 수강시
•초 ·중 ·고 교사

•부부, 직계가족 2인 이상 동시 수강시
•동일과정 2개 과정 이상 수강시
•본교재학생·졸업생 및 본원계속수강생
•가톨릭신자 및 금정구민

30%

20%

10%

적용대상자할인율

수강신청 안내

구분 A반 B반 C반

교육시간 수 14:00 ∼ 17:00 수 18:30 ∼ 21:30 금10:00 ∼ 13:00

수강료 330,000원 (재료비 별도) 330,000원 (재료비 별도) 330,000원 (재료비 별도)

구분 내용 

교육기간 2019년 3월 6일(수) ~ 2019년 5월 24일(금) <12주>

지도교수 이정화 (전례미술연구소/사직성당공방 ‘Lumen Christ’ )

영성/꽃예술 전단2019-1_레이아웃 1  2019. 1. 23.  오후 6:03  페이지 1



LIFELONG EDUCATION CENTER,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2019학년도  1학기 『전례꽃예술대학 / 꽃예술』 수강생 모집

•(FACO)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화예-현대(전례) 부문 명인 제17-21-02-22호
•(사)세계화예작가친선협회 자문위원 
•(사)선꽃예술연구회 대표
•NZPF(뉴질랜드플로랄아트)한국강사
•국가기능경기대회 화훼장식 심사위원
•부산교구 전례꽃연구회 자문위원

•독일 FDF Florist 
•(사)세계화예작가친선협회 선꽃예술연구회 부원장
•(사)KLPA협회 강사
•(사)김진규플라워드로잉협회 강사
•일본 이케보노 사범 
•한국전통꽃예술지도자
•전례꽃예술지도자

•(사)한국프레스플라워협회 해인회장
•(사)세계화예친석작가협회 부이사장
•한국전통꽃예술지도자

•천주교부산교구 전례꽃꽃이연구회 자문위원
•전례꽃예술지도자 
•(사)세계화예작가친선협회 선꽃예술연구회 지부장

•독일 FDF Florist
•(사)세계화예작가친선협회 선꽃예술연구회 지부장
•한국전통꽃예술지도자
•전례꽃예술지도자 

•독일 FDF Florist
•(사)KLPA 프리저브드플라워강사
•한국전통꽃예술지도자
•전례꽃예술지도자 

이 혜 영 이 양 희

3. 강사진 프로필

1. 과정소개 2. 교육시간표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수강료

독일 FDF Florist 월 10:00 ~ 13:00 이선애, 박성애 15주 450,000원

독일 FDF FloristMeister 금 10:00 ~ 13:00 이선애 15주 500,000원

꽃과 스케치 화 10:00 ~ 13:00 이혜영 15주 300,000원

프레스플라워 목 10:00 ~ 13:00 조인순 15주 300,000원

프리저브드플라워 화 14:00 ~ 16:00 이혜영 15주 300,000원

➜

이 선 애 주임교수

*기초부터 마스터까지 ONESTOP COURSE*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수강료

전례와 꽃예술(일반) - A반

전례와 꽃예술(일반) - B반

전례와 꽃예술(지도자) - A반

전례와 꽃예술(지도자) - B반

전례꽃예술 심화반(자격증 취득 과정)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Ⅰ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Ⅱ

화 10:00 ~ 13:00 하태숙, 김영수 15주 450,000원

화 18:30 ~ 21:30 박은희 15주 450,000원

목 10:00 ~ 12:30 이선애, 이양희 15주 500,000원

목 18:30 ~ 21:00 이양희 15주 500,000원 

목 14:00 ~ 17:00 이선애, 이양희 15주 500,000원

월(매월 1·3주) 14:00 ~ 17:00 이선애 24주 1,200,000원

화(매월 2주) 14:00 ~ 17:00 이선애 12주 600,000원

꽃예술

전례꽃예술대학

총 75시간/30주

1학기         2학기

전례와 꽃예술
(지도자)

총 90시간/30주

1학기         2학기

전례와 꽃예술
(일반)

총 90시간/30주

1학기         2학기

전례꽃예술 심화반
(자격증 취득 과정)

➜

Ⅰ     총 72시간/24주

Ⅱ     총 36시간/12주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

➜

주임교수

꽃예술

● 독일 FDF Florist
테이블 꽃장식, 신부 부케, 공간장식 등의 실습을 통해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하고, 수료 후
독일FDF Florist 자격증 세미나에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 국제플로리스트(NO.2015-002288,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 독일FDF FloristMeister
플로리스트 과정에 수반되었던 테크닉과 재료의 활용방법을 통해 심화된 전문 지식을 전수
하며 수료 후 독일 현지 Meister 자격증 교육에 입소 가능합니다.
- 지원자격 : 독일플로리스트 및 국제플로리스트 자격증 소지자
- 플라워샵경영마스터(NO.2015-002286,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 꽃과 스케치
꽃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여 플로리스
트의 모든 영역의 활용과 감성적인 취미활동으로 가능합니다.

● 프레스플라워
꽃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활 주변에서 오래 간직하고 감상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법
을 배워, 디자인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압화지도사(NO.2014-5784, 사단법인한국프레스플라워협회)

누름꽃강사(NO.2014-6217, 사단법인한국프레스플라워협회)

● 프리저브드플라워
생화를 특수용액에 가공하여 같은 질감으로 오랫동안 즐기는 보존화로 생활공간에 장식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합니다.
- 보존화꽃예술지도자(NO.2015-003044,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전례꽃예술대학  -전례안에서 꽃으로 하느님과 소통하기-  

가톨릭의 전례와 성서, 종교꽃예술 분야의 헌화 과정으로 축일등급에 의한 전례력, 절기
별 색상도, 꽃장식의 표현기법, 테크닉, 컨디셔닝 방법 등의 특수성을 정립한다.

● 전례와 꽃예술(일반)
제대꽃봉사자를 지도, 육성하여 일반 꽃장식과 분별되는 전례주년(1년)의 이해와 꽃장식의
실습을 통해 축일 및 대축일 성전장식을 대비합니다.
- 지원자격 : 누구나

● 전례와 꽃예술(지도자)
꽃봉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성경의 배경 및 꽃예술의 이론, 실습을 병행하여 지도자로서의
다양한 테크닉의 활용 등을 전수, 보급합니다.
- 지원자격 : 전례와 꽃예술(일반) 과정 수료자, 사범증 3급 소지자, 제대꽃장식 5년 이상 봉사자
- 전례꽃예술지도자(NO.2015-005322,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성전꽃예술지도사(NO.2015-002284,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 전례꽃예술 심화반(자격증 취득 과정)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 꽃장식에 대한 규범과 전문화된 꽃예술의 지식을 연구하는 전례꽃예
술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 과정입니다.
- 지원자격 : 전례와 꽃예술(지도자) 과정 수료자, 사범증 1급 소지자

●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는 전국 최초 인증된 종교꽃예술 교육기관이며 봉사자와  지도
자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입니다.
- 지원자격 

·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Ⅰ : 전례꽃예술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전례꽃예술 심화반
(자격증 취득 과정) 수료(예정)자, 1급 이상의 독립 회장, 수도자

·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 Ⅱ :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Ⅰ수료(예정)자

- 특전 : 전례화예명인 조교 및 강사 위촉<한국예술총연합회 주관>

하 태 숙
박 은 희

조 인 순
김 영 수

•독일FDF FloristMeister 한국 대표 강사
•일본 이께노보 정교수
•민간자격 「전례꽃예술지도자」 운영위원장
•독일 FDF 플로리스트 스타일리스트 한국 수석강사
•천주교 부산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자문위원

•독일 FDF Florist
•(사)세계화예작가친선협회  선꽃예술연구회 

사범연합회 회장
•한국전통꽃예술지도자
•전례꽃예술지도자 

2019학년도 1학기 『이콘(성화상) 그리기』 수강생 모집

이콘은 그리스도, 성모마리아, 성인, 성년의 모습과  성경말씀을
정해진 규범에 따라 그린 성화입니다. 
초기 교회때부터 전해오는 상징과 영성이 담긴 이콘을  전통적
인 방식에 따라 그릴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2018학년도 2학기 본 교육원 수강생(하옥정 미리암 수녀)의 작품

구분 A반 B반 C반

교육시간 화 14:00 ∼ 17:00 화 18:30 ∼ 21:30 수 10:00 ∼ 13:00

수강료 330,000원 (재료비 별도) 330,000원 (재료비 별도) 330,000원 (재료비 별도)

모집인원 최대 15명 최대 15명 최대 15명

이콘 작품을 처음 접하신 초보자시더라도 본 과정에
참여하시면 12주 안에 왼쪽과 같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12월 본원과 인천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본 과정 수료 후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그리스도교미술학과 입학시 입학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문의 :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51-510-0951~3    

FAX. 051-510-0959    홈페이지 http://edu.cup.ac.kr

<명인 제17-21-02-22호>

<모집인원 : 각 반당 15명>

<모집인원 : 각 반당 15명>

독일 FDF Florist

독일 FDF FloristMeister

꽃과 스케치

프레스플라워 

프리저브드플라워

구분 내용 

교육기간 2019년 3월 5일(화) ~ 2019년 5월 22일(수) <12주>

지도교수
이영자

-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 미술연구소 연구원 
-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그리스도교미술학과 미술학 석사(이콘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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