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하반기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시간표 안내

□ 기본사항

l 교육기간: 2019.09.19.(목) ~ 2019.11.15.(금) 총 16강, 9주 100시간

l 교육장소: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4길 20, 태인빌딩 4층 군인권센터 교육장

l 교육과정 수료조건: 법령에 의거하여 90% 이상 출석시 수료증 발급

l 자격증 신청조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중 

개별기준 중 1개 이상 충족한 자(아래)만 ‘상담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교육·전문·방송통

신·사이버·기술대학·각종학교)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포함)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

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
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원의 경우만 해당)

* 단, 위 조건은 여가부 공인 상담원 자격증 ‘발급’을 위한 조건일 뿐이며 관심 있

는 시민 누구나 신청하여 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수료조건을 충

족할 시에 한하여 교육훈련장 명의의 이수증만 발급됩니다.

□ 별도제출서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메일(cmhrkedu@gmail.com)로 입금일 전에 제출

 - 반명함판 사진 2매: 현장 제출(이수증 및 자격증 발급시에 필요합니다)
 - 기타 ‘자격증 신청조건’ 증빙서류: 사본 1부 (충족하는 조건 중 택1, 현장 제출)

□ 문의처

군인권센터 기획정책팀

∙ Tel: 02-7337-119 (내선 4번)
∙ Fax: 02-2605-8222
∙ Mail: mhrk119@gmail.com
∙ 주소: 04057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태인빌딩 4층

mailto:cmhrkedu@gmail.com


※ 본 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표

날짜 분야 강의명 강의시간 강사

2019-09-19  
  (목)

OT 등록 및 강의소개 13:00-13:30 　

소양 현대  한국 사회 속 여성주의의 
이해 13:30-17:30 정희진(여성학자)

2019-09-20  
(금)

소양  폐쇄사회 내 성폭력의 특징과 
개념의 이해 09:00-13:00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문1 대상별  성폭력의 이해(군인 및 
동성간) 14:00-18:00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2019-09-26  
(목)

전문1 대상별  성폭력의 이해(장애인 
성폭력) 09:00-13:00 배복주(장애여성공감 대표)

전문1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의 이해 14:00-18:00 김숙경(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2019-09-27  
(금)

소양 한국사회  성폭력 실태 09:00-13:00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전문1 성산업구조와  성매매의 이해 14:00-18:00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
한전국연대 대표)

2019-10-10  
(목)

전문1 대상별  성폭력의 이해(아동 
성폭력) 09:00-13:00 김소향(경기북서부해바라기

센터 부소장)

전문1 성폭력  관련 법령과 정책(군형법 
포함) 14:00-18:00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19-10-11  

(금) 전문3 현장  답사 1(일상속 성폭행 
현장으로) 09:00-12:00 군성폭력상담소

2019-10-17  
(목)

전문2 인권옹호자로서의  상담원의 
자세와 윤리 09:00-13:00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전문1 군  조사와 수사 절차 이해 14:00-18:00 강석민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

2019-10-18  
(금)

전문1 신종  성폭력의 이해(데이트, 
사이버성폭력 등) 09:00-13:00 김인숙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전문1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체계의 
실제(군병원 포함) 14:00-17:00

김대희(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전문의)

2019-10-24  
(목)

전문2 상담  기법의 실제 1(전화상담을 
중심으로) 09:00-13:00 이미혜(전문 수퍼바이저)

전문3 상담  사례 연구 1 14:00-17:00 조중신(한국성폭력위기센터 
전 소장)

2019-10-25  
(금)

전문2 성폭력  사건 상담의 실제(통합적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09:00-12:00 조중신(한국성폭력위기센터 

전 소장)

전문1 성폭력  대응 법적 절차 및 구제 
방식의 이해(군사법원 포함) 13:00-17:00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19-10-31  

(목) 전문3 현장답사  2(고등군사법원을 
중심으로) 09:00-13:00 군성폭력상담소

2019-11-01  
(금)

전문2 상담  기법의 실제 2(면접상담을 
중심으로) 09:00-13:00 이미혜(전문 수퍼바이저)

전문2 상담  심리의 이해 14:00-17:00 김미랑(탁틴내일 연구소 
소장)

2019-11-07  
(목)

전문2 군성폭력  사건 상담의 
실제(군인사 체계 중심으로) 09:00-13:00 강석민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

전문3 상담  사례 연구 2 09:00-13:00 조중신(한국성폭력위기센터 
전 소장)

2019-11-08  
(금)

전문2 성폭력  상담 원리와 기법의 이해 09:00-13:00 김미랑(탁틴내일 연구소 
소장)

전문3 역할연습의  실제 14:00-17:00 김미랑(탁틴내일 연구소 
소장)

2019-11-14  
(목) 전문3 현장답사  3(서울함 체험을 

중심으로) 09:00-12:00 군성폭력상담소

2019-11-15 
(금)

소양 상담일지의  작성 등 실무 연습 09:00-11:00 김숙경(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마무리 수료식 및 기념촬영 11:00-11:30 김숙경(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