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0차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연수 수강생 안내 사항

Ⅰ. 온라인 연수 관련 사항 안내
1. 강의 사이트 및 ID, PW (사이트 구축 및 테스트 중이니 미리부터 접속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➀ 강의 사이트:

https://kssp.onexc.co.kr

➁ ID: kssp핸드폰번호 뒷 4자리 / PW: 생년월일 6자리 (예시: kssp1234 / 210705)
※ 기존 가입자와 중복되어 아래 학습자 분들은 부득이하게 설정이 다릅니다.
kssp생년월일 6자리 / 생년월일 6자리 (예시: kssp210705 / 210705)
1,2급: 박성현, 원성연

3급: 김용한, 이승환, 신나윤, 조혜령

2. 강의 이수 시 참고 사항
➀ 온라인 동영상 강의 이수 방식
동영상 강의는 연수 기간동안 이수하실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강의 이수가 불가능합니다.
원활한 강의 수료와 내용 연계성을 고려한 추천 시간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동영상 학습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강의 사이트 내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➁ 온라인 실시간 교육
- 3급 대상자: 2021.7.5.(월) 15:00-17:00
- 1, 2급 대상자: 2021.7.7.(수) 15:00-17:00 , 2021.7.8.(목) 10:00-19:00
※ 실시간 출석 및 수업 참여 시간을 기록하여 강의 수료에 반영합니다.
※ 온라인 실시간 교육 관련 줌 주소 및 암호는 해당 연수 시작 전 개별 공지됩니다.

➂ 강의 수료 기준
아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시 연수 과정이 미수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학습 진도율 100%
- 설문조사 참여 (온라인 학습 진도율 100% 완료시 자동으로 설문 팝업)
- 자격 시험 70점 이상
- 실시간 이수식 참여 (권고)
※ 자격유지(갱신) 수료 안내
-> 1-2급: 스포츠 멘탈코칭(2시간), 비대면 상담방법 및 활용(2시간) 이수 + 4시간 자유 이수
-> 3급:유소년 선수 상담 사례(2시간), 운동기술 학습(2시간) 이수 + 4시간 자유 이수

3. 학습기간
- 학습 기간: 2021.7.5.(월) ~ 2021.7.10.(토)
※ 주말에는 온라인 강의 시스템 업체의 학습지원 문의가 지원되지 않으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문제를 대비하여 가급적 금요일까지 수강 및 수료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4. 자격 시험
- 평가 일시: 2021.7.11.(일) 14:00-15:00 (해당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실시)
- 사이트 오픈: 2021.7.11.(일) 13:40~15:00
- 접속 및 평가 시작 후 60분 동안 평가 가능
- 평가 시간 종료 이후에 제출되는 평가는 미인정 (15시 이후 제출되는 평가는 미인정)
- 자격 시험은 1-2급 20문항, 3급 25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평가 관련 키워드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오니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주말에는 온라인 강의 시스템 업체의 학습지원 문의가 지원되지 않으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문제를 대비하여 가급적 14시부터 평가에 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자격 시험 불합격 시 재시험 안내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 제 4조(시험 합격 판정)
시험의 합격은 과목별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70점 미만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과목에 대해
차기 2회의 시험(2년 이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Ⅱ. 대면(오프라인) 연수 관련 사항 안내 (1-2급 연수생)

1. 연수 장소: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별관 청람아트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2. 대면 연수 일정

일 시

7월 10일(토)

강의명(강사)

10:00~12:00

인지정서행동치료(REBT)실제와 적용 (윤혜선 교수)

12:00~13:00

점심 시간

13:00~15:00

스포츠심리 코칭언어 실습 (이현영 박사)

15:00~17:00

마인드풀니스 실습 (육영숙 교수)

17:00~19:00

현장수련활동의 계획서 작성과 과정 (수련이사)

3. 대면 연수 공지사항
- 원활한 학습을 위해 수업 시작 10분전 강의실 도착 부탁드립니다.
- 연수 장소 입구에서 자신의 지정 좌석을 확인하여 착석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출석 및 수업 참여 시간을 확인하여 강의 수료에 반영합니다.
- 점심 식사는 개별 준비 또는 외부 식당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개별 도시락 준비 시 청람아트홀 내 음식 섭취 불가능, 학교 내 야외 공간 이용 가능 참고
- 학교 주차 요금은 무료이며, 교내 주차장 사용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안전 수칙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