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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한대
공감한대 또래상담은 또래 대학생들이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뒤에 자신의 경험과 프로그램에서 배운 상담기술
로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함께 성장 및 발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활동이다.
'공감한대'라는 이름은 상담의 취지가 담긴 '공감'과 한양대의 '한대'를 합친 말이다. 2014년부터 시작했다.
주관 : 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
활동 내용 : 1:1 또래상담 활동, 사례지도 모임, 또래상담 캠페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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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도움이 되는 점
친구와 선후배를 도와주고 지원하면서 봉사·희생정신 함양,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또래상담 교육을 통해 배운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인재로 성장 가능
2. 또래상담 교육 내용
1차 : 친해지는 친구 (신뢰감, 친밀감 형성 / 친구의 의미 인식 및 친구관계 탐색)
2차 : 다가가는 친구 (쌍방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 /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 및 수용)
3차 : 소통하는 친구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전략 습득)
4차 : 함께하는 친구 (감정조절, 스트레스 관리 / 친구관계의 걸림돌 및 해결방안 습득)
5차 : 조정하는 친구 (다양한 친구들의 모습 이해 / 친구관계의 갈등 조정 습득)
6차 : 상담하는 친구 (또래상담자의 역할 이해)
3. 또래상담자 활동내용
한달에 3회 이상 일대일 상담 진행
사례회의 참석
사례 발표회
열린상담실 행사 시 또래 부스 운영
실시 시기 : 또래상담자 양성 및 활동: 매 학기
실시 안내 : 포털, 홈페이지 게시판, 페이스북에 공지
참가 신청 : 포털 신청 탭에서 또래상담 프로그램 신청

모집
13기
모집대상 : 2021년 2학기 활동이 가능한 재학생
모집기간 : 2021.8.6까지
면접일정 : 2021.8.9 ~20
교육일정 : 2021.8.25~26 (총 12시간, 필참)
신청방법 : 포털 > 신청 > 심리상담 > 상담프로그램 신청/조회

12기

공감한대 12기 모집 포스터 (ⓒ행복드림상담센터)
모집대상 : 2021년 1학기 활동이 가능한 재학생
모집기간 : 2021.2.5까지 (모집인원이 많은 경우 일찍 마감될 수 있음)
면접일정 : 2021.2.18 ~ 19
교육일정 : 2021.2.23~24, 2.24 또는 2.25 오후 (총 15시간, 필참)
신청방법 : 포털 공지사항 내,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

관련기사
<뉴스H> 2021.03.05 한양의 따뜻한 품, '공감한대 또래 상담원'
<뉴스H> 2020.05.28 “우리가 지금 하는 고민은 ...” 또래 상담내용 담은 ‘공감한대’ 카드뉴스 제작
<뉴스H> 2014.10.22 또래상담 집단프로그램 '공감한대' 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