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심리학의 하인츠 코헛(Heinz Kohut)은 건강한 반영(mirroring)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고 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경이에 가득 찬 눈이야말로 자신도 남도 살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흡사하게 “적당한 양육자 되기(good-enough mothering)”를 주장한 도널드 위니캇(Donald W.
Winnicott)은 사랑이 가득한 눈이야말로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동시에 성장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사
랑이 가득한 눈이 보장하는 공간에서 사람은 비로소 사람다운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코헛과 위니캇이 말한 두 가지 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눈이 생각납니다. 우리를
그의 품에 비밀히 지키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기에(시27:4-6)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고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억 교수
(목회상담학, 학생생활상담소 소장)

우리를 언제나 경이에 가득 찬 눈과 사랑에 가득한 눈으로 맞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하겠습니다. 언제나 학생생활상담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온기 가득한 미소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 장신대 학생생활상담소는 장신학우들이 학교생활과 목회현장에서 겪는 공
부, 진로, 적응, 신앙, 행동, 성격, 대인관계, 가족 등의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
인 진리에 기초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교내에 설치된 봉사기관입니다.
• 심리검사 및 해석, 개인상담, 가족상담, 집단 상담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자
료를 제공합니다. 학생생활상담소는 장신학우들과 장신 공동체가 건강한 자
아를 발견하고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맞춤형 교과과정에 따른 신대원 신입생 인성지도

• Safe Church, Safe Campus

장소: 소양관 402호
학생생활상담소

연락처: 02-450-5421
(월~금 / 오전9시~오후5시

상담신청 방법
심리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1) 상담 신청: 신청서 작성
2) 상담 시간 예약
3) 상담 및 검사결과 해석

심리검사 종류:
MBTI, DISC, ENNEAGRAM, MMPI-2, 16PF, FIRO-B
홀랜드적성검사, SLT자기조절학습검사, PREFARE & ENRICH
문장완성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자신의 내적 문제, 어려운 대인관계, 신앙문제,

집단상담은 집단원과 인도자, 그리고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부부갈등, 진로선택, 자아발견 등과 다양한 심

그룹의 동료들을 통해서 자아탐색 혹은 자신의 내적문제에 대한

리적 어려움에 대하여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자기 이해와

상담가와 일대일로 1회 약 50분씩 상담하게 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며, 1주일에 1회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

한 집단은 10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매 학기 초에 시작하여 8회

습니다.

정도 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에 열리는 집단 상담 주제는
“나다움 여행을 시작합니다”,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꿈의 대화, 정서중심적 대화”, “건전한 자아상 확립하기” 입니다.

성격유형검사
온라인 검사 가능

MBTI 성격유형검사 약 30분 소요

DISC검사 약 20분 소요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

인간의 전형적인 4가지 행동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

주도, 사교, 안정, 신중

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

유형의 전형적인 행동 스타일을 파악하고 개선

가운데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온라인 검사 가능

점 및 유형별 대응방안 등을 제시합니다.

에니어그램 심리역동검사 약 40분 소요

기질적 성격유형 이해와 관계 개선, 소질 계발
및 영적 성숙을 위해 활용.
힘의 중심(머리-가슴-장), 9가지 기본-날개 유형,
안정-스트레스 상태 등 자신을 폭 넓게 발견하
고 이해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성검사
온라인 검사 가능

다면적 인성검사(MMPI-2) 약 1시간 소요
상담 전, 내담자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써 개인의 심리적인 성향, 적응방식, 행동
양식 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합니다.
온라인 검사 가능

다요인 인성검사(16PF) 약 20분 소요
많은 성격범주를 포괄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성격
이해에 적합한 검사.
성격적 부분 뿐 아니라 진로적성에 대해서도 유용
한 자료를 제시해줍니다.

온라인 검사 가능

대인관계욕구검사(FIRO-B) 약 40분 소요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주
기를 기대하는지를 측정하는 심리검사입니다.

적성검사
온라인 검사 가능

홀랜드 적성검사 약 40분 소요
6개의 직업적 성격유형을 측정하고 이렇게 측정
된 진로유형에 따라 전공학과와 직업을 찾아
볼 수 있게 해 준 검사입니다.

학습검사
온라인 검사 가능

관계검사
온라인 검사 가능

프리페어 인리치 약 40분 소요
예비부부 또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및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다룸으로써 부부간의

자기조절학습검사(SLT) 약 40분 소요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작용 및 친밀감을 증진

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학습

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입니다.

전략들을 구사하는 정도나 능력을 측정합니다.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 세 차원으로 나뉘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외출이 힘드시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상담소에 방문하시기 어려운 학생 분들의
면담을 위해서 화상 면담으로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해석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의 이용을 부
탁드립니다.
• 1) 연락처 : 02-450-5421
(월,화,수,목,금 오전 9시 ~ 오후 5시)
• 2) 확인할 내용 :

소속. 이름. 핸드폰번호, 이메일. 희망상담일자 및 기타사항
• 3) 온라인으로 가능한 심리 검사 :
MBTI. ENNEAGRAM. 16PF. PREPARE & ENRICH. SLT.

• 온라인으로 검사 후에 PDF로 프로파일을 보내드리고, 정해진 일시에 화상면담을 진행합니다.

3월 16일 시작!!
3월 16일 시작!!
3월 22일 마감!!
3월 10일 시작!!
3월 25일 시작!!

목회 돌봄 안내서 “과의존 벗어나기”가 출판됐습니다!
추천사
갈수록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는 때, 무엇인가에 깊이 의존하게 되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 되고, 거기에서 허덕이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돕기
위해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에서 뜻을 모아 본서를 펴냈습니다.
신학생들과 사역자들에게 큰 지침서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일독을 권합니다.
김운용(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신학대학원장)
할인된 가격으로 학생생활상담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 13,000월  (23%할인) 10,000원 (배송비 별도)
구입방법: 현장 구매, 이메일 신청, 전화 (02-450-5421)
이메일 신청 : g_202081015@puts.ac.kr
계좌번호: 국민 917701-01-142437 김태형

- 상담소를 섬기는 이들 이상억 교수님 (상담소장)
김태형 교수님 (교육행정교원)

정진아 (상담연구원)
최필수 (조교)
전성호 (조교)

한석준 (조교)
◉ 위

치: 소양관 402호

☞ 이용시간: 월~금 am 9 ~ pm 5
☎ 전

화: 02-450-5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