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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과

연   도  학   교 학위 (전공)  비 고

 1990. 9월  

~ 1995. 5월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Doctor of Philosophy 

(기독상담학, Pastoral Counseling)

 1987. 9월

~ 1990. 5월

미국 Pacific School 

of Religion, Berkeley

Master of Arts 

(기독상담학, Pastoral Counseling)

1983. 3월 

~ 1987. 2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Bachlor of Arts 

(신학,영어영문학)

(사)한국상담심리학회 학회장 후보 

☐ 학 력 (상위 학위부터 3개)



자격명 취득연도 발행처  비 고

상담심리사 1급 1997. 6. 15일 한국상담심리학회 제121호

중독심리전문가 2013. 3. 14일 한국중독심리학회 제103호

기독상담 감독 2001. 4월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S-19

군상담수련전문가 2009. 11월 27일 대한군상담학회 제122호

☐ 경 력 (주요 경력 나열)

구분 기  간 내      용

학교

2000. 3월 ~ 현재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과 정교수(종신)

2016. 2월 ~ 현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장 겸 연합신학대학원 원장

2003. 2월 ~ 2005. 2월

2009. 2월 ∼ 2013. 2월
연세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소장

2010. 3월 ∼ 2013. 2월

2014. 2월 ∼ 2016. 1월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과 주임교수

1998. 12월 ~ 현재 연세상담코칭센터 설립, 학술부원장, 운영위원

한국

상담심리

학회

2014. 1월 ∼ 2014. 12월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회장, 정신건강증진법 TFT 팀장

2006. 1월 ~ 현재 한국상담심리학회 이사

2009. 1월 ~ 2009. 12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 위원장

2010. 1월 ~ 2010. 12월
한국상담심리학회 사례연구위원회 위원장, 

2015년도 선거관리위원장

2009. 3월 ~ 2013. 2월 연세대학교 분회 분회장

기타

학회

2016. 1월 ~ 현재 생명문화학회 회장

2010. 3월 ~ 2012. 2월 Clinical Pastoral Education협회 회장, 국제대회 개최

2013. 3월 ∼ 2014. 3월 대한군상담학회 이사, 학술위원장

2001. 10월 ~ 2003. 5월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출판학술지 위원장

1999. 2월 ~ 현재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창립, 초대 사무총장, 부회장, 

자격관리위원장, 감사

주요

사회

경력

2011. 3월 ~ 2012. 2월 전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회장

2008. 3월 ~ 현재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 학술위원

2012. 3월 ∼ 2015. 2월 Life Hope 자살예방센터 공동대표

2011. 7월 대한의사협회 자살예방TFT 위원

2016. 1월 ∼ 현재 생명문화협회 공동대표

☐ 자격증 (주요 자격증)



수상명 수상연도 시상처  비 고

보건복지장관상 자살예방부문 2012. 3.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연구업적 우수상 2003. 3. 4일 연세대학교 총장

연구업적 우수상 2001. 9. 25일 연세대학교 총장

저서명 연 도 출판사  비 고

청소년 생명존중교육매뉴얼 2015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대표저자

상담수퍼비전 2013년 학지사 대표역자, 공역

상담수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2013년 학지사 대표저자

전문적 상담현장 윤리 2010년 학지사 공저

상담수퍼비전의 기초 2008년 시그마프레스 공역

기독(목회)상담학:증상 및 영역별 접근 2008년 학지사 단독저술

어머니의 행복찾기 여행 2008년 주는나무 단독저술

한국사회와 공동체 2008년 다산출판사 공저

행복한 부부여행 2007년 주는나무 단독저술

자살의 이해와 예방 2007년 학지사 공저

상담심리치료 수퍼비전 2005년 학지사 단독역서

살아있는 신의 탄생:정신분석학적 연구 2000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공역

현대정신분석학과 종교 1999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공역

☐ 수상내역 (주요 수상)

☐ 연구실적 (주요 저서/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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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권(2002년) 목회상담 수퍼비전 모델.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4, 124-156.

YoungGweon You(2002년) Seeking for Authentic Self in Community. 

Pastoral Psychology, 88, 2, 87-94.

YoungGweon You(1997년) Shame and Guilt Mechanism in East Asian Culture. 

Journal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51.

1. 2011년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 협의회 회장 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대학생활

  상담센터 활동이 대학평가지표에 들어가는 제도를 만들었음.

2.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서울시에서 연구비를 받아 서울시 중고등학교 교사와 교장을 

  위한 청소년 생명존중교육매뉴얼을 저술하였음.

☐ 연구실적 (연구논문) - 최대 10개 (대표논문)

☐ 기타 주요 기재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