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독심리학회
2014년 봄 학술대회
▣ 일 시 : 2014. 5. 24 (Sat)
장

소 : 부산역 안 대관식장 5층 오륙도관 & 1층 자갈치관

사전등록기간 : 2014년 4월 9일 (wen)

오륙도 관

5월 10일 (Fri)

워크숍 1. 중독자 부모를 둔 자녀를 위한 치료적 개입
워크숍 2. 인터넷 중독의 평가와 치료적 개입
토 론 회. 중독관리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학제적 관점

자갈치 관

워크숍 3. 중독자를 위한 EMDR의 개입과 치료
특 강 4. 도박문제를 위한 민간상담기관의 역할과 치료 사례
워크숍 5. 게임중독자를 위한 실존치료
워크숍 6. 도박치료를 위한 인지치료

- 총무간사 김신혜 addictpsy03@naver.com

/ 010-9384-8808
- 사무간사 심두경 addictpsy24@naver.com / 010-6304-3911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등록 [ http://www.addictpsy.or.kr ]
교육 등록비 납입금 및 등록 안내 홈페이지 참조.

후원 :

KL ADDICTION CARE CENTER

KL ADDICTION CARE CENTER

중독관리센터
KLKL
중독관리센터

초대의 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쌀쌀했던 날씨도 사라지고, 향긋한 봄내음이 짙어진 계절을 맞이
하여 한국중독심리학회 봄 학술대회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간의 학술
적 성과를 나누고, 회원들과의 교류를 위하여 이번 봄 학술대회를 5월 24일에
대한민국 제2도시이자 해양물류도시인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서 개최하는 이번 봄 학술대회에서는 중독문제에 대
해《탈피: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큰 뜻을 가지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독관리법에 관한 토론과 여러 중독 분야에 대한 다차원적인 치료적 개입, 사
례발표 및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강의 일정이 끝난 후에는 그 동안 자격증 취득에 최선을 다하신 회원 분들
을 위한 자격증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뜻 깊은 자리를 축하해 주시면 대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봄 학술대회를 통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한국중독심리학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
록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중독심리학회장 백 용 매 배상

한국중독심리학회
2014 봄 학술대회
v 일

시 : 2014년 05월 24일(토)

v 장

소 : 부산역 회의실(학술대회)

v 사전등록 : 2014년 4월 9일 ~ 5월 10일

w 본 학회 행사관련 교육시간 인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24일 : 중독심리전문가(중독심리사) 교육연수 8시간
건강심리전문가 연수평점 4시간 인정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수련생포함) 2시간 45분 인정
임상심리전문가 2시간 (실시간 5시간 30분)
w 본 교육시간(8시간)은 보수교육시간으로 인정해드립니다.
w 1층 자갈치관에서 개설되는 강의의 경우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 조기
에 사전 등록이 마감될 수 있으며, 특정 수업에 몰릴 경우 다른 수업으
로 배정될 수 있으므로 양해바랍니다.

w 문의 메일 및 전화
- 총무간사 김신혜 addictpsy03@naver.com 010-9384-8808
- 사무간사 심두경 addictpsy24@naver.com 010-6304-3911

❊교육일정
오전 프로그램
- 5층 강의실(오륙도) 접수 및 등록
(09:00~09:30)
- 5층 강의실(오륙도 관) 사회자 : 최이순/부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센터장
워크숍 1. 중독자 부모를 둔 자녀를 위한 치료적 개입
[모래놀이 치료중심]
전애영/부산동그라미아동가족상담센터 센터장
(09:30~10:50)

- 1층 강의실(자갈치 관) 사회자 : 유승훈/부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팀장
워크숍 3. 중독자를 위한 EMDR의 개입 및 치료
최성진/메리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 실장
(09:30~10:50)

휴식

휴식

(10:50~11:00)

(10:50~11:00)

워크숍 2. 인터넷 중독의 평가와 치료적 개입
채규만/전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11:00~12:20)

특강 4. 도박문제를 위한 민간상담기관의 역할과 치료
사례
하도겸/TS부산심리상담센터 원장
(11:00~12:20)

점심식사 / 학술논문 포스터 발표

점심식사

(12:20~14:00)

(12:20~14:00)

오후 프로그램
사회자 : 장문선/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사회자 : 강성군/강원랜드KL중독관리센터 전문위원
개회식(14:00~14:20)
개축사 : 백용매/한국중독심리학회 회장
토론회. 중독관리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학제적 관점

워크숍 5. 게임중독자를 위한 실존치료
신성만/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교수
(14:00~15:20)

발제자 : 조현섭/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
좌장 : 박상규/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토론 : 서승진/부산동래병원 원장

휴식

성희자/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20~15:30)

안이환/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상담교육 교수
이동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워크숍 6. 도박치료를 위한 인지치료

권영란/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센터장

권선중/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익명(회복자)/부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자조모임 고문

(15:30~16:50)

(14:20~17:00)
휴식
(17:00~17:10)
자격증 수여식
(17:10~17:30)
감사패 전달 / 폐회식
(17:30~)

❊사전등록 기간 : 2014년 4월 9일 ~ 5월 10일
*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등록 방법 http://www.addictpsy.or.kr/
- [봄 학술대회] 메뉴에서 교육신청
- 사전등록비 입금(사전등록기간 내 입금하지 않을 시 접수취소됩니다.)
- 입금 확인 후 등록완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연수평점 관리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가입이 필수이며, 본 학술대회 사전 등록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미가입시 학술대회 사전 등록 여부가 불가합니다.

■

교육 등록비 납입안내

전 교육 참석

사전 등록 : 6만 5천원

당일(현장)등록 : 7만 5천원

* 입금계좌 : 농협 355-0023-6217-03 (사)한국중독심리학회
- 사전등록 시 비회원인 경우, 학회 메일로 입금일과 입금자명 그리고 등록자명을 보내주시기 바랍
니다.
- 송금 시 본인 성함을 기입해주시고, 만약 다른 분의 성함으로 입금한 경우, 학회 메일로 입금일,
입금자명, 등록자명을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ddictpsy24@naver.com)
- 학부생은 사전등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학회 메일로 신청자명, 소속을 보내주시기 바
랍니다.
- 현장등록의 경우 현금만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점심 식사(또는 도시락)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외부 식당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비 환불규정

- 사전등록기간 중 환불요청(5월 10일까지) : 100% 환불(5월 12일 일괄 환불 예정)
- 사전등록기간 마감 후 환불(5월 23일까지) : 50% 환불(5월 30일 일괄 환불 예정)
- 학술대회 당일(5월 24일 이후~) : 0% 환불

❊교육장소 약도
■

부산역 약도

■

부산역 전경

❊찾아오시는 길
■

주소 및 연락처

-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3동 1187-1번지) 부산역
오륙도관(502호), 자갈치관(103호)
- Tel. 1544-7788, 1588-7788

 오륙도 강의실 가는 길

 자갈치 강의실 가는 길

위치정보:1층 또는 3층 중앙엘리베이터 → 5층 역사

위치정보:1층 3,4번 입구 → 1층 역사 내 왼편(바라

내 왼쪽복도 끝(바라보는 방향)

보는 방향, 파리바게트 옆)

■

찾아오시는 길

▷ BY CAR
- 서울에서 오시는 길
한남 IC → 신가 JC → 영동고속도로 → 여주 JC → 중부내륙고속도로 →
김천 JC → 경부고속도로 → 도동 JC → 대구부산고속도로 → 삼락 IC → 부산역
(398km, 4시간 30분 소요

- 대구에서 오시는 길
ㆍ 동대구 IC에서 오시는 길
동대구 IC → 대구부산고속도 → 삼락 IC → 부산역(101km, 1시간 20분 소요)
ㆍ 북대구 IC에서 오시는 길
북대구 IC → 도동 JC → 대구부산고속도로 → 삼락 IC → 부산역
(120km, 1시간 40분 소요)
ㆍ 수성 IC에서 오시는 길
수성 IC → 대구부산고속도로 → 삼락 IC → 부산역(98km, 1시간 15분 소요)

▷ BY TRAIN
- 서울에서 오시는 길
ㆍ KTX 이용 : 서울역 → 부산역(2시간 50분 소요)

- 대구에서 오시는 길
ㆍ KTX 이용 : 동대구역 → 부산역(1시간 20분 소요)

▷ BY THROUGH BUS
- 서울에서 오시는 길
ㆍ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 지하철(1호선 노포역)

→ 부산역(지하철 이용 시 48분 소요)

- 대구에서 오시는 길
ㆍ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 지하철(1호선 노포역)

→ 부산역(지하철 이용 시 48분 소요)

❊주변 숙박업소
■

토요코인 부산역 Ⅰ 호텔

- 부산역에서 도보로 1분 이동
- 토요코인은 (안심, 쾌적, 청결)을 중심으로 역과 가까운 숙소를 기본 콘셉트로 하는 합리적인
가격의 비즈니스호텔입니다.
<토요코인 부산역Ⅰ 호텔> 객실요금표

■

객실타입

요금(부가세 포함)

싱글(정원 1인)

60,500원

더블A(정원 2인)

71,500원

더블B(정원 2인)

82,500원

트윈(정원 2인)

82,500원

하프트윈(정원 2인)

82,500원

비고

※1인 추가시 11,000원
Tel. 051-466-1045

인근 숙박업소
숙박업소
부산인 모텔

탑 모텔

동양 모텔

테마 모텔

한성 모텔

미라벨 모텔

부산 숙박 닷컴
(게스트하우스)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0-14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3-19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3-6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71-15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3-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9-12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408-3번지
3층 부산숙박닷컴

부산역 오렌지

부산광역시 동구

(게스트하우스)

중앙대로196번길 12-7

전화

가격

051-463-5505

35,000~40,000원

051-462-3755

45,000원

051-442-1248

50,000원

051-465-8488

45,000~70,000원

051-463-5581

40,000원 내외

비고
* 1인 추가 시 10,000원
* 부산역 1분 거리
* 부산역 1분 거리
* 단체룸 구비
* 부산역 1분 거리
* 단체룸 구비
* 1인 추가 시 13,000원

* 부산역 1번 출구
051-467-5252

50,000원 내외

도보 5분 거리
* 1인 추가 시 5,000원

070-4651-4112
010-8515-4806

051-441-5171

* 부산역 7번 출구
1인 25,000원

도보 3분 거리
* 사전 예약 필수

1인 23,000원
~27,000원

* 부산역 6번 출구
도보 1분 거리
* 사전 예약 필수

※위의 숙박업소에 대한 정보는 각각의 인터넷 홈페이지 기준으로 기재된 것이므로 전화문의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관광지
태종대
신라 태종무열왕이 전국을 다니던 도중 부산 태종대에서
휴식을 취했다 하여 태종대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태종대의 등대 전망대에서는 날씨가 좋은 날은 전설처럼
다섯 개 혹은 여섯 개로 보인다는 오륙도를 볼 수 있고
푸른 파도 너머 일본의 대마도까지 관측 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2동 산29-1
★ 가는 길: 부산역 동양 모텔 앞 일반 101번 버스
승차 후 ‘차고지’ 정류장 하자 ( 약 40분소요)

해운대 동백섬
해운대 해수욕장 남쪽 끝에 위치한 섬으로 동백나무와
소나무가 울창하고 육지와 연결돼 있습니다. 도시민과 관
광객의 산책로로 잘 알려진 동백섬에는 2005 APEC정상 회
의장소인 누리마루하우스가 있습니다.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10-1
★ 가는 길 : 부산역 정류장에서 급행 1003번 버스
승차 후‘동백섬 입구’정류장에서 하차( 약 50분소요)

해운대 달맞이 고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송정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와우산
(臥牛山) 중턱에 있는 고갯길입니다. 벚나무와 소나무가 늘
어선 8km에 이르는 해안도로는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2동
★ 가는 길 : 부산역에서 1호선→서면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해운대역 하차 후 1번 출구 → 해운대 전화국 정류
장에서 마을 10번 버스 승차 후‘힐사이드 슈퍼’정류장
하차( 약 1시간 20분)

국제시장&자갈치 시장
기계 공구·전기 전자류·주방 기구·의류가 주요 품목인
도·소매 시장으로 1~6공구로 나누어져 있고, 미로처럼 얽
힌 골목에 식용품·농수축산품·공산품 점포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4가
★ 가는 길 : 부산역정류장에서 일반 40번 버스 승차 후
보수동 책방골목 하차(약 25분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