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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소개
한양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학교상담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아칸소 대학교에서 학교상담 전공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학교상담과 진로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으며, 미국상담학회와
미국진로발달학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상담학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등 국제
및 국내전문학술지에 지난 10년간 150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게재하였으며,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부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교육방법연구지의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17년부터는 한국상담심리학회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및 한국상담학회의 국제교류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관심분야: 학교상담, 학업발달, 진로발달, 소진현상

 학 력
2004년 8월 졸업: 플로리다 대학교 (University of Florida) 학교상담 전공 박사
1999년 8월 졸업: 서울대학교 교육상담 전공 석사
1997년 2월 졸업: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학사

 주요 경력
2015년 3월 – 현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학교상담 전공 교수
2010년 3월 – 2015년 2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학교상담 전공 부교수
2006년 9월 – 2010년 2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학교상담전공 조교수
2004년 8월 – 2006년 8월: 아칸소 대학교 (University of Arkansas) 상담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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