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양과정 <총8회>

일자 주      제 오전 <10:00 ~ 13:00> 오후 <14:00 ~ 17:00>

3/14 오리엔테이션/중독과 영성 중독, 중독자, 중독전문가에 대한 이해 중독과 영성

3/28 나의 이해 중독전문가의 자기이해 중독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성격탐색(애니어그램) 중독전문가의 심리적 자기이해

4/11
중독의 이해

물질중독의 이해 알코올중독의 이해 약물중독의 이해

4/25 행위중독의 이해 도박중독의 이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이해

5/2 중독치료자의 자세 중독치료자의 태도와 접근법 중독문제의 치유적 접근

5/9
중독의 이해 중독의 정신의학적 이해와 공존장애

중독의 진단과 평가 중독과 약리학

5/23 중독과 공존장애 (정신건강) 중독과 공존장애 (신체건강)

6/13 중독과 예방 중독의 예방과 중독관련정책, 법규 중독의 예방 중독관련 정책, 법규 및 규정

6/27

중독과 상담

상담의 이해 상담의 이론적 접근 중독상담 모델

7/11
중독상담

중독상담 (개별사례접근) 중독상담 (집단사례접근)

7/25 중독상담 (가족사례접근) 중독상담 (가족사례접근)

8/8

중독의 개입

개입의 실제 인지행동치료(CBT) 동기강화면담(MET)

8/22 개입의 연속성 회복유지(재발방지) 회복유지(중독과 성)

9/12 공동의존 공동의존 중독자 가정 자녀의 이해와 개입

9/26 위기개입 및 재활 지역사회와 재활 위기개입과 자살예방

10/10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이해

중독과 사례관리 문서작성

10/24 사례관리의 실제(물질) 사례관리의 실제(행위)

10/31 중독과 명상 중독과 명상 실습 중독치유와 명상 중독치유를 위한 명상실습 

11/14 회복과 자조모임 12단계와 12단계 촉진치료 12단계의 이해 12단계 촉진치료와 자조모임

11/28 윤리 및 새로운 시작 중독전문가의 윤리 수료식

회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중독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 <총20회>

2020학년도 1 학기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안내
개강미사

3월 2일(월) 
오전 9시 30분 

신학대학 그레고리오성전

I. 중독전문가 양성과정

함께 배우고, 나누며 즐기는 평생학습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접수기간_ 2020년 2월 3일(월) ~ 2020년 2월 28일(금)

교육기간_ 2020년 3월 2일(월) 개강~ 과정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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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독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        
- 알코올, 도박, 스마트 폰 등, 여러 중독으로 인해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신 분
- 중독문제로부터 회복 중에 있거나, 혹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
- 현재 중독관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앞으로 근무를 하실 분

▶ 담당교수 :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홍성민 신부 외 24명의 중독전문가 교수진으로 구성

◉ 교육시간표

구분 중독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 교양과정

교육기간 3월 14일 ~ 11월 28일 매월 2,4주 토 10:00 ~ 17:00 3월 14일 ~ 6월 13일 매월 2,4주 토 10:00 ~ 17:00

총 시 수 총 120시간 인정/20회<기관실습 80~100시간 + 학술활동 20~40시간 필수> 총 48시간/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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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 단주, 단도박, 단약으로부터 회복기간이 만 3년이상(36개월)인 자로서 고졸

학력 이상(협회인증기관 확인 또는 자조모임 추천서 첨부) 
제한없음

제출서류 졸업증명서, 회복확인서(또는 추천서) 중 해당서류 -

특   전
- 한국중독전문가협회의 중독전문가 2급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 국제중독인증기관( ICCE)에서 발급하는 30시간 수료증 수여
- 본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단, 출석률 70% 이상)

- 과정 수료 이후라도 본 과정의 공동실습 프로그램
(중독 관련기관 탐방)에 참가하실수 있습니다. 
(단, 참가비는 기관별 5,000원입니다.)

- 본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단, 출석률 70% 이상)

자 격 증 중독전문가 2급(NO.2014-4368/한국중독전문가협회) -

모집정원 40명 10명

전화 051) 519-0492~4 팩스051) 519-0497 http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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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숙 12주 15명 330,000원

이콘(성화상) 그리기-B반 화 18:00 ~ 21:00 이인숙 12주 15명 3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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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초-A반 수 14:00 ~ 17:00 이정화 12주 15명 330,000원

조각초-B반 목 18:00 ~ 21:00 이정화 12주 15명 3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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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와 꽃예술(지도자) - B반 화 19:00 ~ 22:00 이양희 15주 15명 500,000원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 Ⅰ 목 <매월 1·3주> 10:00 ~ 13:00 이선애 24주 15명 1,200,000원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 Ⅱ 목 <매월 2·4주> 10:00 ~ 13:00 이선애 24주 15명 1,200,000원

2020학년도 1학기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안내

◀ 2019년도 2학기 본 교육원 박문성(바오로)의 작품

이콘 작품을 접하신 초보자시더라도 본 과정

에 참여하시면 12주 안에 왼쪽과 같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콘(성화상) 그리기 이콘은 그리스도, 성모마리아, 성인, 성녀의 모습과 성경 말씀을 정해진 규범에 따라 그

린 성화입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전해오는 상징과 영성이 담긴 이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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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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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정

[ 1학기 ] 3월 2일(월) ~ 6월 11일(목) 

심화과정

[ 1학기 ] 3월 3일(화) ~ 6월 9일(화)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담당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심리검사 화 10:00 ~ 11:25 신경일 14주 20명
200,000원

종교영성 화 11:35 ~ 13:00 한인규 신부 14주 20명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담당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가톨릭 상담윤리 화 10:00 ~ 11:25 박종주 신부 14주 20명
200,000원

상담수련 및 실습평가 화 11:35 ~ 13:00 신경일 14주 20명

[ 2학기 ] 9월 8일(화) ~ 12월 8일(화)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담당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비폭력 대화법 월 10:00 ~ 13:00 이은령 7주 30명 100,000원

450,000원

발달심리학 (4월 20일 개강) 월 10:00 ~ 13:00 박정묘 7주 30명 100,000원

가톨릭 교의 화 10:00 ~ 11:25 박종주 신부 14주 30명 100,000원

상담심리이론 화 11:35 ~ 13:00 박지선 14주 30명 100,000원

인간관계훈련 (돌봄과 성장) 목 10:00 ~ 13:00 김대성 신부 7주 30명 100,000원

중년기심리와 상담 (4월 23일 개강) 목 10:00 ~ 13:00 심혜숙 수녀 7주 30명 100,000원

[ 2학기 ] 9월 7일(월) ~ 12월 17일(목)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담당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가톨릭 사목상담 월 10:00 ~ 11:25 김성앙 신부 14주 30명 100,000원

450,000원

청소년 문제상담 월 11:35 ~ 13:00 홍경희 14주 30명 100,000원

중독과 영성 화 10:00 ~ 11:25 홍성민 신부 14주 30명 100,000원

생활속의 이상심리 화 11:35 ~ 13:00 박지선 14주 30명 100,000원

상담사례연구 목 10:00 ~ 13:00 심혜숙 수녀 7주 30명 100,000원

집단상담 (11월 5일 개강) 목 10:00 ~ 13:00 박정묘 7주 30명 100,000원

Ⅳ. 전례꽃예술대학 -전례안에서 꽃으로 하느님과 소통하기-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전례와 꽃예술(일반) - A반 화 14:00 ~ 17:00 하태숙 15주 15명 450,000원

전례와 꽃예술(일반) - B반 화 19:00 ~ 22:00 하태숙 15주 15명 450,000원

전례와 꽃예술(지도자) - A반 화 10:00 ~ 13:00 이양희 15주 15명 500,000원

◉  지원자격 : 일반과정 수료자 및 이와 동등한 자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캘리그리피
자격증

수채 캘리그라피(2급) 수 12:20 ~ 14:10 손보영 12주 15명 250,000원

수채 캘리그라피(3급) 수 12:20 ~ 14:10 손보영 12주 15명 200,000원

포장자격증

꽃과 장식을 이용한 선물포장 수 10:00 ~ 12:00 권륜옥 8주 15명 200,000원

리본아트 화 10:00 ~ 12:00 권륜옥 8주 15명 200,000원

아름다운 우리보자기 포장 월 10:00 ~ 12:00 권륜옥 6주 15명 200,000원 

Ⅴ. 꽃예술

Ⅵ. 전문가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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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은 15주 15명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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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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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마테라피 프랙티셔너 목 10:00 ~ 12:00 도지현 12주 15명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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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독일FDF협회 인증 Floristic 화 10:00 ~ 13:00 이선애, 박성애 15주 15명 450,000원

독일FDF협회 인증 Floral Stylist(Meister) 화 14:00 ~ 17:00 이선애, 박성애 15주 15명 500,000원

꽃예술 베이직 월 10:00 ~ 12:00 박은희 15주 15명 300,000원

한국전통꽃예술지도자-A반 금 10:00 ~ 12:00 이양희 15주 15명 400,000원

한국전통꽃예술지도자-B반 금 13:00 ~ 15:00 이혜영, 김영수 15주 15명 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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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저브드플라워 화 14:00 ~ 17:00 이혜영 15주 15명 300,000원

LIFELONG EDUCATION CENTER,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노인교육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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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대학 지도자 아카데미 수 10:00 ~ 12:00 홍현숙 12주 15명 100,000원

실버레크레이션지도사 월 16:30 ~ 18:30 윤정숙 15주 15명 180,000원 

실버보드게임지도사 (3월 31일 개강) 화 18:30 ~ 20:30 차외숙 4주 15명 70,000원

실버인지전문가 월 19:00 ~ 21:00 윤정숙 15주 15명 180,000원

실버체조 1급 자격과정 월 16:30 ~ 18:30 윤정숙 15주 15명 180,000원

원예심리상담사 화 19:00 ~ 21:00 윤정숙 12주 15명 240,000원

아동교육
자격증

그림책교육지도사 목 10:00 ~ 12:00 류지은 12주 15명 150,000원

기적을 만드는 학습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 10:00 ~ 13:00 정은경 8주 15명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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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사 사고력보드게임지도사 (6월 2일 개강) 화 18:30 ~ 20:30 차외숙 4주 15명 70,000원

사고력 창의수학퍼즐 지도사 과정 (5월 11일 개강) 월 18:30 ~ 20:30 차외숙 8주 15명 100,000원

스마트3속마스터 금 10:00 ~ 13:00 정은경 8주 15명 120,000원

창의&멘사 보드게임지도사 화 18:30 ~ 20:30 차외숙 4주 15명 70,000원

코딩보드게임지도사 (4월 28일 개강) 화 18:30 ~ 20:30 차외숙 4주 15명 70,000원

특수 교육 실무사 수 10:00 ~ 13:00 정해정 8주 15명 100,000원

심리상담
자격증

다문화심리상담사 화 10:00 ~ 13:00 정해정 8주 15명 100,000원

리딩큐어 기본과정(인간 심리를 위한 이해) 화 18:00 ~ 20:00 조상호 15주 15명 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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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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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자격증 취득과정

Ⅷ. 음악과 치유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발성
트레이닝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이탈리아 가곡 목 13:30 ~ 15:00 이은랑 10주 15명 250,000원

발성의 이해 월 19:00 ~ 20:30 서치환 12주 15명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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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음악과 치유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발성
트레이닝

생활성가와 아트팝 가곡 목 19:00 ~ 20:20 김현성 10주 15명 200,000원

아름다운 우리 가곡 부르기(초급)-A반 월 10:30 ~ 12:00 민병숙 12주 15명 300,000원

아름다운 우리 가곡 부르기(초급)-B반 화 18:30 ~ 20:00 민병숙 12주 15명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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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리어와 함께 배우는 오페라 목 19:00 ~ 20:30 장은영 12주 15명 300,000원

합창으로 드리는 기도-A반 월 13:30 ~ 15:00 전희정 12주 25명 180,000원

합창으로 드리는 기도-B반 화 19:30 ~ 21:00 전희정 12주 25명 180,000원

흥겨운 우리 민요(경기민요,송서율창)-A반 금 10:30 ~ 12:30 김인숙 12주 10명 180,000원

흥겨운 우리 민요(경기민요,송서율창)-B반 수 19:30 ~ 21:30 김인숙 12주 10명 180,000원

흥미로운 성악레슨 수 10:30 ~ 12:00 최금화 15주 10명 400,000원

악기
연주

쉽게 배우고 즐기는 우쿨렐레 목 10:00 ~ 11:30 김승희 12주 15명 250,000원

쉽게 연주하는 가톨릭 성가 금 13:00 ~ 14:30 김아사 12주 8명 200,000원

시니어 피아노 아카데미 금 12:00 ~ 12:30 김아사 12주 8명 240,000원

자존감 높이는 색소폰 교실 금 10:30 ~ 12:00 김승희 12주 15명 200,000원

“핸드벨(뮤직벨&핸드차임)” 연주단 화 13:30 ~ 15:00 홍서희 12주 15명 250,000원

감상

노래와 함께 하는 마음여행 목 10:00 ~ 11:30 이영은 10주 20명 240,000원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 음악 화 13:30 ~ 15:00 강희선 12주 20명 180,000원

오페라의 이해 및 감상 화 14:00 ~ 15:00 김기환 10주 20명 200,000원

지휘법 쉽게 배우는 합창지휘법 수 19:30 ~ 21:30 전희정 12주 15명 300,000원

Ⅹ. 문화·교양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인문교양

기초 여행 영어회화 월 15:00 ~ 17:00 장경애 15주 15명 150,000원

논어 더쉽게 읽기 월 10:00 ~ 12:00 김수청 15주 15명 100,000원 

라틴어 초급 화 19:00 ~ 20:30 안병영 신부 12주 15명 100,000원

맛있는 일본어 화 10:00 ~ 12:00 조미옥 12주 15명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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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성경을 통한 심리학적인 여정 금 10:30 ~ 12:00 홍경희 11주 15명 100,000원

장정애의 “맛있는 글짓기” 레시피 목 10:30 ~ 12:30 장정애 12주 15명 200,000원

천주교 요리문답 풀이 수 10:30 ~ 12:30 박종주 신부 12주 15명 120,000원

초급 영어회화 수 10:00 ~ 12:00 원숙희 15주 15명 150,000원

일반교양

서양화(유화) 목 10:30 ~ 13:30 윤계향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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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을 그리는 수채화 수 10:30 ~ 12:30 차주화 12주 15명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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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자극요법 기초-A반 월 14:00 ~ 15:30 김세원 10주 15명 150,000원

귀자극요법 기초-B반 월 18:00 ~ 19:30 김세원 10주 15명 150,000원

캘리그라피 기초(심화과정)와 실용서예 월 18:30 ~ 20:30 홍미애 12주 15명 150,000원

Ⅸ. 미니카페 과정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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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스타 자격 취득반 토 10:00 ~ 12:00 천성민 8주 15명 120,000원

ⅩⅠ. 협력교육과정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모집정원 수강료

신학원 그리스도교 신앙입문 화 11:00 ~ 12:20 이동화 신부 12주 30명 50,000원

음악교육원 그레고리오성가 화 21:00 ~ 21:50 임석수 신부 15주 30명 80,000원

성서교육원 성경히브리어, 그리스어(기초)   목 10:00 ~ 11:25 염철호 신부 12주 30명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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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제출시 가능하며,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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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시설 이용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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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

10%

적용대상자할인율

연번 구분 주차시설 이용 규정

1 베리타스센터 이용 수강생 일일권 1,500원, 월정기권 8,000원 

2 신학대학 이용 수강생 월정기권 8,000원  

3 베리타스센터와 신학대학 중복 이용 수강생 베리타스센터 이용 규정 적용 및 신학대학 주차등록비 면제

교육과정명 자격증명 자격번호 발급기관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 Ⅰ
전례꽃예술지도자 NO.2015-005322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성전꽃예술지도사 NO.2015-002284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독일FDF협회 인증 Floristic 국제플로리스트 NO.2015-002288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독일FDF협회 인증 Floral Stylist(Meister) 플라워샵경영마스터 NO.2015-002286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한국전통꽃예술지도자 한국전통꽃예술지도자 NO.2016-004641 (사)세계화예작가친선협회 

프리저브드플라워 보존화꽃예술지도사 NO.2015-003044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노인건강관리지도사
노인체육지도사 NO.2014-5156 한국지식자원개발원

운동관리전문지도사 NO.2014-3775 한국자격관리평가원

노인대학 지도자 아카데미 노인지도사 NO.2017-001731 행복나눔평생교육진흥원

실버레크레이션지도사 실버레크리에이션지도사 NO.2017-001456 대한치매예방협회

실버보드게임지도사 실버브레인지도사 NO.2016-004204 국제능력교육원주식회사

실버인지전문가 실버인지전문가 NO.2018-000076 대한치매예방협회

실버체조 1급 자격과정 실버체조지도사 NO.2017-001457 대한치매예방협회

원예심리상담사 원예심리상담사 NO.2016-003631 사단법인 국제여가문화협회

그림책교육지도사 그림책교육지도사 NO.2017-002840 주식회사 한국능력교육진흥원

기적을 만드는 학습코디네이터 양성과정
학습코칭지도사 NO.2014-1265 한국지식자원개발원

청소년진로상담사 NO.2014-5532 한국지식자원개발원

동화구연과 손유희 지도자 동화구연전문지도사 NO.2014-3323 ㈜플레이에듀테인먼트

멘사 사고력보드게임지도사 멘사교육게임지도사 NO.2015-005196 국제능력교육원주식회사

사고력 창의수학퍼즐 지도사 과정 창의성계발지도자 NO.2015-003555 주식회사 한창에듀케이션

스마트3속마스터 3속마스타 NO.2017-005090 한국능력개발진흥원

창의&멘사 보드게임지도사 통합보드게임지도사 NO.2014-4145 국제능력교육원주식회사

코딩보드게임지도사 코딩보드게임지도사 NO.2019-002409 국제능력교육원주식회사

특수 교육 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NO.2016-004877 한국지식자원개발원

다문화심리상담사 다문화심리상담사 NO.2016-004685 한국지식자원개발원

리딩큐어 기본과정(인간 심리를 위한 이해) 독서심리지도 NO.2013-1206 한국리딩큐어협회

미술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NO.2014-2956 한국지식자원개발원

색채심리상담사 색채심리상담사 NO.2014-2955 한국지식자원개발원

수채 캘리그라피(2급, 3급) 캘리그라피 NO.2015-001911 평생배움교육원

꽃과 장식을 이용한 선물포장 선물포장 NO.2013-2137 사단법인한국선물포장디자이너협회

리본아트 리본아트 NO.2013-2136 사단법인한국선물포장디자이너협회

아름다운 우리보자기 포장 보자기포장 NO.2018-004554 한국선물포장연구협회

한눈에 보는 민간자격정보

◈ 학기 중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20분에 신학대학 그레고리오 성전에서 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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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정형외과의원
병원장 : 김정태(루카)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30

T.051)628-1997

오시는 길

학교 순환버스 이용시 운행시간표 (신학대학 → 장전역)

06:35 / 07:03 / 07:31 / 08:01 / 08:32 / 09:04 / 09:33 / 10:05

10:35 / 11:05 / 11:35 / 12:05 / 12:35 / 13:05 / 13:35 / 14:05

14:35 / 15:02 / 15:31 / 16:01 / 16:31 / 17:05 / 17:35 / 18:01

18:31 / 19:25 / 19:55 / 20:25 / 21:01 / 21:35 / 22:05 /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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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5번, 5-1번) 환승

❖ 마을버스 5번 운행시간표 (장전역 → 신학대학)

06:43 / 07:12 / 07:41 / 08:15 / 08:42 / 09:14 / 09:42 / 10:14
10:44 / 11:14 / 11:45 / 12:13 / 12:44 /  13:16 / 13:43 / 14:15
14:43 / 15:13 / 15:40 / 16:12 / 16:44 / 17:14 / 17:43 / 18:11
18:43 / 19:34 / 20:05 / 20:37 / 21:15 / 21:43 / 22:13 / 22:42

대중교통 이용시

◈ 교통안내

신학대학 학생관 216호
(평생교육원)

새우리남산병원

병원장 : 박권희(알퐁소)

명 예 보 상 위 원1

서 기 수

척추. 관절 질환 및 건강검진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25(남산동)

T.051)516-9999

경남 양산시 덕계로 61(태광프라자 5층)
TEL:055)367-1922~4  FAX:055)367-1925
E-mail: kisooseo@hanmail.net

♠ 사고접수.애니카서비스.1588-5114

우 50554

H.P.010-6589-0996

부산 중구 중구로 71 (대청동4가) 
T.051)462-1870  F.051)462-1872

홈페이지_www.bccenter.or.kr

대표전화.051)510-0787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74-3 라자로관 1층
홈페이지 www.hospicebusan.or.kr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 마을버스 5번 신학대학에서 하차

말기암환자 돌봄, 생애말기환자 돌봄, 사별가족 돌봄
웰다잉교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I . 중독전문가 양성과정 •중독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 •교양과정  

Ⅱ. 영성심리상담사 •영성심리상담사(일반) •영성심리상담사(심화) 

Ⅲ. 그리스도교 미술 •이콘(성화상) 그리기 •조각초       

Ⅳ. 전례꽃예술대학 •전례와 꽃예술(일반/지도자)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Ⅰ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Ⅱ  

Ⅴ. 꽃예술
•독일FDF협회 인증  Floristic •독일FDF협회 인증  Floral Stylist(Meister) •꽃예술 베이직 
•한국전통꽃예술지도자                  •꽃과 스케치                                                                 •프리저브드플라워

Ⅵ. 전문가 양성과정
•다도(기초반/심화반) •생활천 그림아트(일반/전문가/최고지도자)            •아로마테라피 프랙티셔너
•전례와 사진예술

Ⅶ. 자격증 취득과정

•노인건강관리지도사                   •노인대학 지도자 아카데미               •실버레크레이션지도사              •실버보드게임지도사
•실버인지전문가                           •실버체조 1급 자격과정                    •원예심리상담사                    •그림책교육지도사 
•기적을 만드는 학습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동화구연과 손유희 지도자 
•멘사 사고력보드게임지도사                                                                       •사고력 창의수학퍼즐 지도사 과정 
•스마트3속마스터                        •창의&멘사 보드게임지도사              •코딩보드게임지도사                 •특수 교육 실무사 
•다문화심리상담사                      •리딩큐어 기본과정(인간 심리를 위한 이해)                                             •미술심리상담사
•색채심리상담사                          •수채 캘리그라피(2급/3급)                 •꽃과 장식을 이용한 선물포장  
•리본아트                                      •아름다운 우리보자기 포장

Ⅷ. 음악과 치유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이탈리아 가곡              •발성의 이해                                                    •생활성가와 아트팝 가곡  
•아름다운 우리 가곡 부르기(초급/중급)      •이태리어와 함께 배우는 오페라                  •합창으로 드리는 기도
•흥겨운 우리 민요(경기민요,송서율창)        •흥미로운 성악레슨        •쉽게 배우고 즐기는 우쿨렐레                       
•쉽게 연주하는 가톨릭 성가                         •시니어 피아노 아카데미                               •자존감 높이는 색소폰 교실  
•“핸드벨(뮤직벨&핸드차임)” 연주단             •노래와 함께 하는 마음여행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 음악   
•오페라의 이해 및 감상                                 •쉽게 배우는 합창지휘법

Ⅸ. 미니카페 과정 •전문바리스타 양성과정                                 •바리스타 자격 취득반  

Ⅹ. 문화·교양

•기초 여행 영어회화                                        •논어 더쉽게 읽기                                           •라틴어 초급
•맛있는 일본어                                               •아이의 언어발달을 돕는 부모교육            •영어 성경을 통한 심리학적인 여정
•장정애의 “맛있는 글짓기” 레시피               •천주교 요리문답 풀이                                   •초급 영어회화   
•서양화(유화)                                                   •수채 캘리그라피 (초급/중급)                         •자연을 그리는 수채화
•줌바댄스                                                         •귀자극요법 기초                                           •캘리그라피 기초(심화과정)와 실용서예

ⅩI. 협력교육과정 •그리스도교 신앙입문                                     •그레고리오성가                                             •성경히브리어, 그리스어(기초)  

LIFELONG EDUCATION CENTER,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함 께  배 우 고 ,  나 누 며  즐 기 는  평 생 학 습  대 학

모 집 과 정

개강미사

3월 2일(월) 
오전 9시 30분 

신학대학 그레고리오 성전 

3월 2일(월)개강!

접수기간 2020년 2월 3일(월) ~ 2월 28일(금)

홈페이지 https://edu.cup.ac.kr

문     의 051)519-0492~4
입금계좌 부산은행 112-01-003956-2 (예금주: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20-1(포스터)_레이아웃 1  2019. 12. 30.  오전 10:38  페이지 1



LIFELONG EDUCATION CENTER,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중독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 제5기2020학년도

교양과정 <총8회>

일자 주      제 오전 <10:00 ~ 13:00> 오후 <14:00 ~ 17:00>

3/14 오리엔테이션/중독과 영성 중독, 중독자, 중독전문가에 대한 이해 중독과 영성

3/28 나의 이해 중독전문가의 자기이해 중독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성격탐색(애니어그램) 중독전문가의 심리적 자기이해

4/11
중독의 이해

물질중독의 이해 알코올중독의 이해 약물중독의 이해

4/25 행위중독의 이해 도박중독의 이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이해

5/2 중독치료자의 자세 중독치료자의 태도와 접근법 중독문제의 치유적 접근

5/9
중독의 이해 중독의 정신의학적 이해와 공존장애

중독의 진단과 평가 중독과 약리학

5/23 중독과 공존장애 (정신건강) 중독과 공존장애 (신체건강)

6/13 중독과 예방 중독의 예방과 중독관련정책, 법규 중독의 예방 중독관련 정책, 법규 및 규정

6/27

중독과 상담

상담의 이해 상담의 이론적 접근 중독상담 모델

7/11
중독상담

중독상담 (개별사례접근) 중독상담 (집단사례접근)

7/25 중독상담 (가족사례접근) 중독상담 (가족사례접근)

8/8

중독의 개입

개입의 실제 인지행동치료(CBT) 동기강화면담(MET)

8/22 개입의 연속성 회복유지(재발방지) 회복유지(중독과 성)

9/12 공동의존 공동의존 중독자 가정 자녀의 이해와 개입

9/26 위기개입 및 재활 지역사회와 재활 위기개입과 자살예방

10/10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이해

중독과 사례관리 문서작성

10/24 사례관리의 실제(물질) 사례관리의 실제(행위)

10/31 중독과 명상 중독과 명상 실습 중독치유와 명상 중독치유를 위한 명상실습 

11/14
회복과

자조모임
12단계와 12단계 촉진치료 12단계의 이해 12단계 촉진치료와 자조모임

11/28 윤리 및 새로운 시작 중독전문가의 윤리 수료식

회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중독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 <총20회>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함 께  배 우 고 ,  나 누 며  즐 기 는  평 생 학 습  대 학

3월 14일(토)개강!

교육기간 중독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 : 2020년 3월 14일(토) ~11월 28일(토) 매월 2•4주 토  10:00~17:00 <총120시간/20회>

교양과정 : 2020년 3월 14일(토) ~6월 13일(토) 매월 2•4주 토 10:00~17:00 <총48시간/8회>

교  육  비 중독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 900,000원  / 교양과정  350,000원 

대     상 중독에 관심있는 모든 분 (단, 중독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은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인 경우 신청 가능)

교육장소 부산가톨릭대학교 베리타스센터 401호

접수기간 2020년 2월 3일(월) ~2월 28일(금)

문    의 TEL.051)519-0492~4, https://edu.cup.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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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타스센터

401호



LIFELONG EDUCATION CENTER,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중독전문가 2급 자격증 취득과정 중독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

「
제5기

가. 이론교육 : 120시간 (출석률 70% 이상시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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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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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최소 80시간 이상, 학술활동 최소 20시간 이상으로 실습과 학술활동 총시간
의 합계가 교육생의 상황에 따라  120시간 이상 채워야 합니다.

2014-4368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한국중독전문가협회

등록번호

자격의 종류

자격발급기관

중독전문가 2급자격명

⦿ 자격증 취득절차

⦿ 자격증 정보

위의 가, 나, 다 항목을 11월 서류심사전까지 이수 한 자에 한하여 한국중독

전문가협회 중독전문가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실습과 학술활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https://edu.cup.ac.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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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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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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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비:50,000원)

12월 5일

필기시험 
실시

> > >

3월~11월 11월 11월

미카엘관 

▲ 
지하철 1호선 장전역(4번 출구) 하차 후 오륜대행 마을버스(5번) 환승 후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하차

한국중독
전문가협회

한국정보화
진흥원 

부산스마트
쉼센터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중독 
전문병원

한사랑병원

(재)한국중독
연구재단 카프

성모병원

김해중독
관리통합
지원센터

한국도박
관리센터 
부산센터

천주교 서울대교구
단중독사목위원회

가톨릭알코올
사목센터

부산중독
관리통합
지원센터

부산보호
관찰소

2014.12월

2017.04.26.

2017.05.23.

2017.05.24.

2019.11.01.

2017.05.10.

2018.05.18.

2017.10.13.

2017.10.13.

2017.09.28.

2019.11.28 .

2017

2018

2018.06.14.

부산마약
퇴치운동

본부

부산
지방공단
스포원

천주교 부산교구
사회사목국
로사리오
카리타스 

■문의 : 051)519-0492~4, 510-0952 (평생교육원 행정실)

■홈페이지 : https://edu.cup.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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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원이 정한 최소 수강인원에 미달할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길

MOU 체결기관

2020학년도

2019

베리타스센터

401호

■접수기간
2020년 2월 3일(월) ~2월 28일(금)

■교육기간
2020년 3월 14일(토) ~11월 28일(토)

매월 2•4주 토요일 10:00~17:00

■교육장소
부산가톨릭대학교 베리타스센터 401호

■문 의 051)519-0492~4, 510-0952
평생교육원 행정실

https://edu.cup.ac.kr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중독전문가 2급 자격시험」 수료생전원합격!

중독 전단2020-1_레이아웃 1  2019. 12. 4.  오후 3:21  페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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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교육학 박사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장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중독전문가

박 종 주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위원

최 순 옥

홍 성 민 신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장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수퍼바이저

최 이 순

•미8군 121병원 중독상담사
•서울 등촌4 종합사회복지관 알콜회복지원센터장
•콜롬보 플랜 글로벌 마스터 트레이너
•경희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김 선 민

•중앙대학교대학원 의학박사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조교수
•다사랑중앙병원 연구원장

조 근 호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병원장
•2018년 「마르퀴스 후즈후 인 더 월드」 등재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 창 우

•중국 중의과학원 의학박사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서의대학원 자문위원
•동서의학연구소장

엄 태 진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중독전문병원 한사랑병원장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동아대 정신과 외래 교수

김 진 원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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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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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지 선

•서울대학교 간호학 박사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중독전문가

강 경 림

•경북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전)계요병원 중독센터 진료과장
•신애병원 진료과장

조 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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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영 호 

•부산대학교 교육학 박사(교육심리 및 상담심리 전공)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유 희 정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정신간호학 교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
•(전)한국중독전문가협회장

김 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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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양 호

•서울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전)한국중독전문가협회 출판위원장

권 금 주

•양산병원 숭덕알코올약물남용연구소 사회복지팀장
•한국중독전문가협회 물질분과위원장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수퍼바이저

신 현 수

•한국명상학회장
•한국심리학회 이사
•마인드플러스 스트레스대처연구소장

윤 병 수

•천주교서울대교구 단중독사목위원회 실장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겸임교수
•한국중독문화연구소장

김 지 연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한국중독전문가협회장

김 혜 선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대학원 석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중독전문병원 한사랑병원 중독연구소 팀장

이 현 아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총괄팀장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특별범죄예방위원

송 명 희

본 과정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영성에 기반을 두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알코올과

도박, 스마트폰 및 인터넷 등 다양한 중독의 예방, 상담,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양과정>과 <중독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으로 구성되며 본 과정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유익합니다.

- 중독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        
- 알코올, 도박 , 스마트 폰 등, 여러 중독으로 인해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신 분
- 중독문제로부터 회복 중에 있거나, 혹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
- 현재 중독관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앞으로 근무를 하실 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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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율  30%

할인율  20%

할인율  10%

▶ 2개 과정 각각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양과정 <총8회>

일자 주      제 오전
10:00 ~ 13:00

오후
14:00 ~ 17:00

3/14 오리엔테이션/중독과 영성
중독, 중독자, 중독
전문가에 대한 이해

중독과 영성

3/28 나의 이해
중독전문가의 

자기이해
중독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성격탐색(애니어그램)
중독전문가의 

심리적 자기이해

4/11
중독의 
이해

물질중독의 이해 알코올중독의 이해 약물중독의 이해

4/25 행위중독의 이해 도박중독의 이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이해

5/2 중독치료자의 자세 중독치료자의 태도와 
접근법

중독문제의 치유적 
접근

5/9
중독의 
이해

중독의 정신의학적 
이해와 공존장애

중독의 진단과 평가 중독과 약리학

5/23
중독과 공존장애

(정신건강)
중독과 공존장애

(신체건강)

6/13
중독과 
예방

중독의 예방과
중독관련정책, 법규

중독의 예방
중독관련 정책, 
법규 및 규정

6/27

중독과 
상담

상담의 이해 상담의 이론적 접근 중독상담 모델

7/11

중독상담

중독상담
(개별사례접근)

중독상담
(집단사례접근)

7/25
중독상담

(가족사례접근)
중독상담

(가족사례접근)

8/8

중독의 
개입

개입의 실제 인지행동치료(CBT) 동기강화면담(MET)

8/22 개입의 연속성 회복유지(재발방지) 회복유지(중독과 성)

9/12 공동의존 공동의존
중독자 가정 자녀의 

이해와 개입

9/26 위기개입 및 재활 지역사회와 재활
위기개입과 
자살예방

10/10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이해

중독과 사례관리 문서작성

10/24 사례관리의 실제(물질) 사례관리의 실제(행위)

10/31
중독과 
명상

중독과 명상 실습 중독치유와 명상
중독치유를 위한 

명상실습 

11/14
회복과

자조모임 
12단계와 12단계 

촉진치료
12단계의 이해

12단계 촉진치료와 
자조모임

11/28 윤리 및 새로운 시작 중독전문가의 윤리 수료식

회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중독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 <총20회>

2020학년도 중독전문가양성과정 강사진 프로필이론교육 시간표

교육기간 

이론 3/14~11/28 매월 2·4주 토 10:00~17:00 총120시간/20회

실습 최소 80시간~최대 100시간(수퍼비전 3회 포함)
120시간 필수

학술활동 최소 20시간~최대 40시간

수강료

이론 900,000원 <실습비 및 학술활동비 별도>

실습
·실습비: 100,000원
· 수퍼비전비(3회, 10시간 인정) : 회기당 5만원

학술활동 별도

지원자격
-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 단주, 단도박, 단약으로부터 회복기간 만3년(36개월)이상인 자로서 

고졸  학력  이상(협회인증기관 확인 또는 자조모임 추천서 첨부)

제출서류 졸업증명서, 회복확인서(또는 추천서) 중 해당서류

특전
- 한국중독전문가협회의 중독전문가 2급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 국제중독인증기관(ICCE)에서 발급하는 30시간 수료증 수여
- 본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단, 출석률 70% 이상)

자격증 정보 중독전문가 2급(NO.2014-4368 / 한국중독전문가협회)

교육기간 3/14~6/13 매월 2·4주 토 10:00~17:00 총 48시간/8회

수강료 350,000원 지원자격 제한없음

특전
- 과정 수료 이후라도 본 과정의 공동실습 프로그램(중독 관련기관 탐방)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참가비는 기관별 5,000원입니다.) 
- 본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단, 출석률 70% 이상) 

⦿ 교양과정

⦿  중독전문가 2급 자격증과정

★ 수강료 감면                                     적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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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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접수기간 2020년 2월 3일(월) ~ 2020년 2월 28일(금)

교육기간 2020년 3월 2일(월) ~ 2020년 6월 11일(목)

교육장소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본관 202호

수강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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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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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반홥됩니다.
※ 신학대학 주차시 주차등록비(월 8,000원)가 발생합니다.

특전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출석70%이상), 본교 중앙도서관 이용

• 1학기 : 3월 2일(월) ~ 6월 11일(목)                         ·수강료: 450,000원

교육과목 요일 수업시간  기간 담당교수

비폭력 대화법 월 10:00 ~13:00 7주 이은령

발달심리학 (4/20 개강) 월 10:00 ~13:00 7주 박정묘

가톨릭 교의 화 10:00 ~11:25 14주 박종주 신부

상담심리이론 화 11:35 ~13:00 14주 박지선

인간관계훈련 (돌봄과 성장) 목 10:00 ~13:00 7주 김대성 신부

중년기심리와 상담 (4/23 개강) 목 10:00 ~13:00 7주 심혜숙 수녀

• 2학기 : 9월 7일(월) ~ 12월 17일(목)                        ·수강료: 450,000원

교육과목 요일 수업시간  기간 담당교수

가톨릭 사목상담 월 10:00 ~11:25 14주 김성앙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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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사례연구 목 10:00 ~13:00 7주 심혜숙 수녀

집단상담 (11/5 개강) 목 10:00 ~13:00 7주 박정묘

영성심리상담사 (일반)   모집인원 : 30명 

• 1학기 : 3월 3일(화) ~ 6월 9일(화)                        ·수강료: 200,000원

교육과목 요일 수업시간  기간 담당교수

심리검사 화 10:00~11:25 14주 신경일

종교영성 화 11:35~13:00 14주 한인규 신부

교육과목 요일 수업시간  기간 담당교수

가톨릭 상담윤리 화 10:00~11:25 14주 박종주 신부

상담수련 및 실습평가 화 11:35~13:00 14주 신경일

• 2학기 : 9월 8일(화) ~ 12월 8일(화)                    ·수강료: 200,000원

영성심리상담사(심화)   모집인원 : 20명 

⁃ 본 과정은 개별과목당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과목당 100,000원입니다.
⁃ 총 12과목 이수 완료시 총장명의 수료증과 가톨릭상담심리사(NO.2014-
2040,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3급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말씀의 재가선교회
•세인트 루이스대학교 상담심리 박사
•前)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교수
•한국심리상담학회 수퍼바이저

•부산대학교 교육학 박사(교육심리 및 상담심리 전공)
•前)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족상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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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중등학교 전문상담 직무연수 강사
•前)사직여고 영어교사

• 부산대학교 상담심리학 박사
•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상담심리전문가(70호),

한국상담학회수련감독(115호)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 교수

(학생상담센터슈퍼바이저) 

•로마교황청립 성토마스대학 영성신학 박사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영성신학 교수

•로마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교육학 박사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제151호)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창원대학교 교육학 석사 
•한국 NVC센터 강사 
•경남교육연수원, 대구교육연수원, 전북대구

교육연수원 외  다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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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교육심리 박사
•가족상담사 1급
•심리분석상담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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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종 주 신부

이 은 령

심 혜 숙 수녀

김 성 앙 신부

박 지 선

홍 성 민 신부

박 정 묘

김 대 성 신부

홍 경 희

신 경 일

한 인 규 신부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취득과정

※ 증명서류 제출시 가능하며,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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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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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원 계속 수강생
•가톨릭신자 및 금정구민

할인율 30%

할인율 20%

할인율 10%

적용대상자수강료 감면

구분
상담심리 영역 가톨릭 영성상담 영역

이상
심리학 

심리
검사

상담
심리학

발달
심리학

가톨릭
상담

종교
영성심리

가톨릭
교외

가톨릭
상담윤리

시간 252시간

3월2일(월) 오전 9시 30분

신학대학 그레고리오 성전

개강
미사

⁃ 역할 : 심리상담, 심리검사 실시와 해석, 상담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등을 담당

⁃ 대상 : 가톨릭 신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 자격시험

① 이론교육: 252시간 이상 충족
② 필수과목

⁃ 시험

① 가톨릭 영성상담 영역(4과목) :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시행예정

② 상담심리 영역(4과목) : 2020년 7월 둘째 주 대전교구 대철회관에서 시행예정

③ 합격기준: 교과목별 40점 이상, 영역별 평균 60점 이상

=> ‘자격시험 대비반’은 동아리로 운영되며 시험 신청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 합격 후 상담수련 <자격시험 합격 후 3년이내 유효> : 수련내용 홈페이지 참조

2020학년도 1학기

『영성심리상담사』  수강생 모집

가톨릭상담심리사 (NO.2014-2040/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영성심리상담사」 교육과정 소개

교육시간표 강사진 프로필

문의전화. 051-519-0492~4     FAX. 051-519-0497    홈페이지 https://edu.cup.ac.kr   수강료 입금계좌: 부산은행 112-01-003956-2 (예금주 :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론교육 ➜자격시험 ➜상담수련 자격심사

LIFELONG EDUCATION CENTER,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산하

영성심리상담소
상담전화 : 051) 519-0496      상담시간 : 추후공지
상담장소 : 신학대학 학생관 124호   



◀ 2019학년도 2학기 본 교육원 수강생
리박문성 바오로의 작품

가톨릭 전례의식 중 제대꽃봉헌의 분야이며 성서 및 전례력을 고찰하여 미사전례
에 따른 종교꽃장식의 특수성을 정립하고 전례꽃예술을 연구 전승합니다.

교육시간표

문의전화. 051-519-0492~4     FAX. 051-519-0497    홈페이지 https://edu.cup.ac.kr   수강료 입금계좌: 부산은행 112-01-003956-2 (예금주 :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FACO)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화예-현대(전례) 부문 명인 제17-21-02-22호
•(사)세계화예작가친선협회 자문위원 
•독일FDF Floral stylist(Meister) 한국대표 강사
•(사)선꽃예술연구회 대표
•일본 이께노보 정교수
•NZPF(뉴질랜드플로랄아트)한국강사
•민간자격 화훼분야 5종목 심사위원
•국가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독일 플로리스트 스타일리스트 한국수석강사
•천주교 부산교구 전례꽃연구회 자문위원

•독일 FDF Floristick
•(사)세계화예작가친선협회 선꽃예술연구회

선하지회장
•천주교부산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자문위원
•전례꽃예술지도자 

이 선 애 주임교수

전례꽃예술대학

주임
교수

● 전례와 꽃예술(일반)
제대꽃봉사자를 지도, 육성하여 일반 꽃장식과 분별되는 전례주년의 이해와 제대꽃장
식의 실습을 통해 축일 및 대축일 성전장식을 대비합니다.
- 지원자격 : 누구나

● 전례와 꽃예술(지도자)
꽃봉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전례에 의한 성경의 배경 및 꽃예술의 이론, 실습을 병행하
여 지도자로서의 다양한 테크닉의 활용 등을 전수, 보급합니다.
- 지원자격 : 전례와 꽃예술(일반) 수료(예정)자, 사범증 3급 소지자, 제대꽃장식 5년 이상 봉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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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Ⅰ : 전례와 꽃예술(지도자) 수료(예정)자, 1급 이상의
독립 회장, 수도자

·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Ⅱ :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Ⅰ  수료(예정)자

- 특전 : 전례화예명인 조교 및 강사 위촉<한국예술총연합회 주관>
-      전례꽃예술지도자(NO.2015-005322,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성전꽃예술지도사(NO.2015-002284, 국제화훼기술민간자격검정원)

하 태 숙

■ 이콘(성화상) 그리기

이콘은 그리스도, 성모마리아, 성인, 성녀의 모습과  성경말씀
을 정해진 규범에 따라 그린 성화입니다. 
초기 교회때부터 전해오는 상징과 영성이 담긴 이콘을  전통
적인 방식에 따라 그릴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2019학년도 2학기 본 교육원 수강생(박문성 바오로)의 작품

▲ 2019학년도「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수강생 박성애(리디아)의 작품

구분 A반 B반 C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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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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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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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인 제17-21-02-22호>

교육기간 2020년 3월 3일(화) ~ 2020년 5월 27일(수) <12주>

지도교수
이인숙 - 이인숙 이콘 갤러리 운영 

-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그리스도교 미술학과 미술학 석사(이콘 전공) 

전례 안에서 사용되는 초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합니다.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요, 구원입니다. 조각하는 사람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들어진 조각 초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제대초,
기도초,  생활초 등을 제작합니다.

■ 조각초

구분 A반 B반

교육시간 수 14:00 ∼ 17:00 목 18: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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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2020년 3월 4일(수) ~ 2020년 5월 28일(목) <12주>

지도교수 이정화 (전례미술연구소/사직성당공방 ‘Lumen Christ’ )

접수기간 2020년 2월 3일(월) ~ 2020년 2월 28일(금)

개강일 2020년 3월 2일(월) 

교육장소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생관 101호, 102호

전례꽃예술대학 -전례 안에서 꽃으로 하느님과 소통하기-  모집인원 : 각 반당 15명 

➜

*기초부터 마스터까지 ONESTOP COURSE*

총 90시간/30주

1학기         2학기

전례와 꽃예술
(일반)

총 72시간/24주

1년 과정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Ⅱ

총 90시간/30주

1학기         2학기

전례와 꽃예술
(지도자)

➜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Ⅰ

➜

총 72시간/24주

1년 과정

강사진 프로필

LIFELONG EDUCATION CENTER,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수강료

전례와 꽃예술(일반)-A반 화 14:00 ~ 17:00 하태숙 15주 450,000원

전례와 꽃예술(일반)-B반 화 19:00 ~ 22:00 하태숙 15주 450,000원

전례와 꽃예술(지도자)-A반 화 10:00 ~ 13:00 이양희 15주 500,000원

전례와 꽃예술(지도자)-B반 화 19:00 ~ 22:00 이양희 15주 500,000원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Ⅰ 목<매월 1·3주> 10:00 ~ 13:00 이선애 24주 1,200,000원

전례화예명인 전승아카데미 Ⅱ 목<매월 2·4주> 10:00 ~ 13:00 이선애 24주 1,200,000원

교육과정명 요일 수업시간 지도교수 기간 수강료

독일FDF협회 인증 
Floristic

화 10:00 ~ 13:00 이선애,박성애 15주 450,000원

독일FDF협회 인증 
Floral Stylist(Meister)

화 14:00 ~ 17:00 이선애,박성애 15주 500,000원

꽃예술 베이직 월 10:00 ~ 12:00 박은희 15주 300,000원

한국전통꽃예술지도자-A반 금 10:00 ~ 12:00 이양희  15주 400,000원

한국전통꽃예술지도자-B반 금 13:00 ~ 15:00 이혜영, 김영수 15주 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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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저브드플라워 화 14:00 ~ 17:00 이혜영 15주 300,000원

•독일 FDF Floristick
•(사)세계화예작가친선협회 선꽃예술연구회

선록지부장
•KLPA 프리저브드플라워강사
•한국전통꽃예술지도자
•전례꽃예술지도자

박 은 희

이 양 희

•독일 FDF Floristick
•(사)세계화예작가친선협회 선꽃예술연구회

사범회장, 선목지회장
•한국전통꽃예술지도자
•전례꽃예술지도자

3월2일(월) 오전 9시 30분

신학대학 그레고리오 성전

개강
미사

2020학년도 1학기

『전례꽃예술대학』  수강생 모집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생 모집

■ 꽃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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