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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연락처  songdouce@swu.ac.kr 

연   도  학   교 학위 (전공)  비 고

2000. 9~2005. 2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문학박사 (상담 및 임상심리학)

1988. 3~1990. 2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육학석사 (교육심리학)

1984. 3~1988. 2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문학사 (교육심리학)

구분 기간 내용

학교 및 기관

 2012. 3~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

 2017. 3~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바롬인성교육원장

 2015. 3~ 2017. 2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

 2008. 9~2012. 2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2005. 3~2008. 8
한국청소년상담원(현.한국청소년복지개발원) 

상담교수

한국상담심리학회

 2017. 1~ 현재  한국상담심리학회 감사

 2009. 1~ 2016. 12  한국상담심리학회 이사

 2016. 1~ 2016. 12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학회장

 2011. 1~ 2011. 12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학회장

 2013. 1~ 2013. 12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장

 2010. 1~ 2010. 12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검정위원장

 2009. 1~ 2009. 12  한국상담심리학회 총무이사

한국심리학회
 2015. 8~ 2016. 8  한국심리학회 재무감사

 2014. 8~ 2015. 8  한국심리학회 총무이사

                 이   력   서

☐ 학 력 

☐ 경 력 



자격명 취득연도 발행처  비 고

임상심리사 1급  1997 한국임상심리학회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1997 보건복지부

청소년상담사 1급  2003 문화관광부

상담심리사 1급  2004 한국상담심리학회

저서명 연 도 출판사  비 고

생활지도와 상담 2016 박영story 공저

자기성찰 및 포트폴리오 개발 2015 서울여자대학교 출판부 공저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2014 학지사 공저

정신건강과 상담 2013 학지사 공저

특수아상담 (개정판) 2013 시그마프레스 공저

고민정, 송미경(2017).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의 관계 : 회피-분산적 정서

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3(1), 1~21.

송미경(2016).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47. 31~48.

송미경(2016). 소진과 소명에 대한 이해- 교사로서 자아에 대한 성찰. 인문과학연구논총 37(1). 

506~527.

송미경, 양난미(2015). 한국 초등학교 교사 소진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6(3). 

195~214.

송미경, 양난미, 이은경(2016). 교사의 소명의식, 자아존중감, 직업적 정체감, 삶의 만족간의 관

계. 교원교육 32(4). 197~218

양난미, 이건화, 송미경, 이은경(2016). 출소자 취업지원관의 경험에 대한 연구: 취업지원업무, 

출소자의 취업과 취업유지. 상담학연구 17(3). 477~502.

☐ 자격증  

☐ 연구실적 (저서/역서) 

☐ 연구실적 (연구논문) - 최대 10개



이은경, 송미경, 양난미, 이동훈(2016). 대학생의 회피애착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3(1). 37~50.

이진, 송미경(2017).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우울의 관계 :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409~428.

이태영, 송미경(2017).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간의 관계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2). 397~416

정서영, 송미경(2017).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 부족과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1), 61~80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지원기관

중년남성의 위기와 분노, 어떻게 도울 것인가 - 중년남

성의 분노문제 개입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2016~현재 한국연구재단

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2015 법무보호복지공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방안 연구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가정폭력 피해아동. 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20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기타 주요 기재사항 - 수행한 주요 연구 프로젝트

2017년  10월  23일

성명  송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