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 퀴즈 코너
카드 뉴스 & 당첨자 발표
[대학혁신지원사업]

상담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〇〇〇〇는 심리학에서 타인에게 비치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페르소나로

외적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타인에게 비추어진다.

원래 〇〇〇〇는 그리스의 고대극에서

때론, 그 모습에 만족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한다.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다.

또 바라는 모습 혹은 실제 내 모습과의 차이로

이후에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심리학자 구스타프

심리적인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융(Carl Gustav Jung)이 만든 이론에 쓰이게 되는데,
그는 인간은 천 개의 〇〇〇〇(가면)를 지니고 있어서

학생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〇〇〇〇를 쓰고

내가 바라는 혹은 타인에게

관계를 이루어 간다고 주장한다.

진정으로 보이고 싶은 나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정답: 페르소나

내 마음을 들여다 보고 알아가는 학생상담센터

Q1.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의 정의는?

코로나블루는 코로나19+블루(우울)이 합쳐진 말
활동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게 되는 무력감
우울감을 넘어선 과도한 짜증 및 분노(X) : 코로나 레드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19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

ㅁ증상
- 자신과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과도한 불안감
- 감염병 관련 정보,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 활동 제약이 계속되며 느끼게 되는 무력감
-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19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
-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 경제적타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Q2. 코로나 블루의 증상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극복방법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1) 사회적 거리를 두되, 친구, 가족들과 일상, 감정 나누기

ㅁ 서울 정신건강증진센터 (마인드스파)

2) 가벼운 운동, 산책, 홈트 하기
3) 불필요한 공포감 조성하는 뉴스 멀리하기
4) 잘 먹고, 잘 자면서 규칙적인 일상 유지하기

- 온라인 우울 자가관리 프로그램 (마음터치-블루)
- 온라인 불안 자가관리 프로그램 (마음터치-그린)
ㅁ 생명의 전화 (1588-9191)
ㅁ 정신건강증진센터 (1577-0199)
ㅁ 한국심리학회 코로나-19 무료상담
(070-5067-2619)
ㅁ 강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삼척 / 도계)
(570-6295 / 540-3298)

Q2. 코로나 블루의 증상으로 옳지 않는 것은?

ㅁ 개인상담
상담심리사와 1:1로 여러가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ㅁ 위치 및 연락처

자기 안의 해결되지 못한 감정, 생각, 마음을 살펴보고 알아가는 과정

- 삼척: 그린에너지관 203호(570-6295), 김상근 상담사

ㅁ 심리검사

- 도계: 학생회관 311호(540-3298), 하재필 상담사

여러가지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이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 성격 및 정서검사 (MMPI-2. PAI)
- 성격유형검사 (MBTI, TCI)

- 투사검사 (HTP, KFD, SCT)

- 학습검사 (U&I)

- 진로검사 (MCI)

ㅁ 집단상담
다양한 주제의 집단상담을 통해 자기 및 타인 이해를 넓히고 성장하는 과정

ㅁ 찾아가는 상담실
- 심리 관련 특강 - 단체 심리검사 해석 워크숍 - 상담 서포터즈 이동 상담실

Q3. 학생상담센터는 (위치, 전화번호, 상담사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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