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 2차 특수분야 직무연수 안내]
비폭력대화에 관심있는 선생님들께 안내드립니다.
1. 연수 종별 : 2019년 제2차 특수분야 직무연수 (광주)
2. 과정명
(1) 회복적생활교육의 첫걸음, 비폭력대화 NVC1 1기, 2기
(2) 회복적생활교육의 첫걸음, 비폭력대화 NVC2(심화)

3. 대상: 광주, 전남 전체 교원 20명(각 기수별)
* NVC2 과정은 (주)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강사에게 NVC1을 이수하신 분 대상

4. 장소: 심리상담센터 “온나”
*주소: 광주 남구 용대로 53번길 2-12(봉선동) 2층
※연수 장소는 인원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일시
(1) NVC1 1기 : 2019.7.29.(월)～7.31.(수) (3일, 15시간)
(2) NVC1 2기 : 2019.7.31.(수)～8.2.(금) (3일, 15시간)
(3) NVC2(심화): 2019.8.5.(월)～8.9.(금) (5일, 30시간)

※ 세부 연수내용 및 신청 안내는 과정별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문의: 02-6085-5585

(주)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95길 23, 3층 (삼성동 남양빌딩) www.krnvc.org

회복적생활교육의 첫걸음, 비폭력대화 NVC1 - 1기
특수분야 직무연수 지정번호: 광주-특19-80호

1. 기간 및 내용: 2019. 7. 29(월) ~ 7. 31(수) / 3일간 총 15시간
09:00~11:50
2019. 7. 29(월)
2019. 7. 30(화)
2019. 7. 31(수)

비폭력대화 소개
비폭력대화로 소통하기
공감
공감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해하기

12:00~13:00
중식
중식

13:00~15:50
솔직한 자기표현
진정한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
듣기 어려운 말을 들을 때 4가지
선택

감사나누기

※ 총 연수 시간의 90%(13시간) 이상 출석 시 직무연수와 (주)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NVC1과정 이수 인정

2. 장소: 심리상담센터 온나 (광주 남구 용대로 53번길 2-12(봉선동) 2층)
※ 연수 장소는 인원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소 변경 시 사전 문자 안내를 드립니다.

3. 연수비: 100,000원
4. 대상 : 광주, 전남 교원 누구나 20명
5. 등록 절차: 2019. 6. 10.(월)부터 마감 시까지, 접수 및 입금이 모두 완료된 순으로 마감.
① 온라인 접수: http://bitly.kr/MfXVQ2 (웹주소를 클릭하여 구글 신청서 작성)
②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202-162823 (주)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입금 시, "광주80"을 이름 앞에 붙여주세요. 예) 광주80홍길동

6. 취소/환불 규정
① 취소/환불신청: 전화(02-6085-5585) 또는 이메일(training@krnvc.org)
② 환불처리: 환불 요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③ 환불기준
- 7/23(화)까지 요청 시 100% (10만원) 환불
- 7/24(수)부터 7/26(금)까지 요청 시 50% (5만원) 환불
- 7/27(토)이후 환불 없음
7. 문의 : 02-6085-5585
※ NVC1의 1기, 2기는 동일과정이므로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NEIS에서 학교장의 연수지명신청 승인을 받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95길 23, 3층 (삼성동 남양빌딩) www.krnvc.org 02-6085-5585

회복적생활교육의 첫걸음, 비폭력대화 NVC1 - 2기
특수분야 직무연수 지정번호: 광주-특19-81호

1. 기간 및 내용: 2019. 7. 31(수) ~ 8. 2(금) / 3일간 총 15시간
09:00~11:50

12:00~13:00

비폭력대화 소개
비폭력대화로 소통하기

2019. 7. 31(수)
2019. 8. 1 (목)
2019. 8. 2 (금)

13:00~15:50

솔직한 자기표현
진정한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
듣기 어려운 말을 들을 때 4가지
선택

중식

공감
공감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해하기

중식

감사나누기

※ 총 연수 시간의 90% (13시간) 이상 출석 시 직무연수와 (주)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NVC1과정 이수 인정

2. 장소: 심리상담센터 온나 (광주 남구 용대로 53번길 2-12(봉선동) 2층)
※ 연수 장소는 인원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소 변경 시 사전 문자 안내를 드립니다.

3. 연수비: 100,000원
4. 대상: 광주, 전남 교원 누구나 20명
5. 등록 절차: 2019. 6. 10.(월)부터 마감 시까지, 접수 및 입금이 모두 완료된 순으로 마감.
① 온라인 접수: http://bitly.kr/ariDoa (웹주소를 클릭하여 구글 신청서 작성)
②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202-162823 (주)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입금 시, "광주81"을 이름 앞에 붙여주세요. 예) 광주81홍길동

6. 취소/환불 규정
① 취소/환불신청: 전화(02-6085-5585) 또는 이메일(training@krnvc.org)
② 환불처리: 환불 요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③ 환불기준
- 7/25(목)까지 요청 시 100% (10만원) 환불
- 7/26(금)부터 7/30(화)까지 요청 시 50% (5만원) 환불
- 7/31(수)이후 환불 없음
7. 문의: 02-6085-5585
※ NVC1 1기, 2기는 동일과정이므로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NEIS에서 학교장의 연수지명신청 승인을 받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95길 23, 3층 (삼성동 남양빌딩) www.krnvc.org 02-6085-5585

회복적생활교육의 첫걸음, 비폭력대화 NVC2
특수분야 직무연수 지정번호: 광주-특19-82호

1. 기간 및 내용: 2019. 8. 5(월) ~ 8. 9(금) / 5일간 총 30시간
일시

09:00~11:50

12:00~13:00

13:00~15:50

2019. 8. 5(월)

비폭력대화로 소통하기

자기공감

2019. 8. 6(화)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기

NVC 댄스(Dance Floor)

2019. 8. 7(수)

공감

2019. 8. 8(목)

선택하는 삶

현장 적용 사례

2019. 8. 9(금)

학교에서 NVC 활용하기

감사 듣기

중식

거절하기와 듣기

※ 총 연수 시간의 80%(24시간) 이상 출석 시 직무연수와 (주)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NVC2과정 이수 인정

2. 장소: 심리상담센터 온나 (광주 남구 용대로 53번길 2-12(봉선동) 2층)
※ 연수 장소는 인원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소 변경 시 사전 문자 안내를 드립니다.

3. 연수비: 130,000원
4. 대상: 광주, 전남 교원 중 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강사에게 NVC1을 이수하신 분 20명
5. 등록 절차: 2019. 6. 10.(월)부터 마감 시까지, 접수 및 입금이 모두 완료된 순으로 마감.
① 온라인 접수: http://bitly.kr/NeLafl (웹주소를 클릭하여 구글 신청서 작성)
②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202-162823 (주)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입금 시, "광주82"를 이름 앞에 붙여주세요. 예) 광주82홍길동

6. 취소/환불 규정
① 취소/환불신청: 전화(02-6085-5585) 또는 이메일(training@krnvc.org)
② 환불처리: 환불 요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③ 환불기준
- 7/30(화)까지 요청 시 100% (13만원) 환불
- 7/31(수)부터 8/2(금)까지 요청 시 50% (6만5천원) 환불
- 8/3(토)이후 환불 없음
7. 문의: 02-6085-5585
※ NEIS에서 학교장의 연수지명신청 승인을 받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95길 23, 3층 (삼성동 남양빌딩) www.krnvc.org 02-6085-5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