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1 6 한국중독심리학회
일 정 2016. 11. 4(금)

장 소 침례신학대학교 강의동 4402호

교육인정시간 중독심리전문가/중독심리사 교육연수 8시간

중독문제에 대한 한국적 개입모형
시간

주제

9:00-10:00

등록 및 접수

발제자

<1부> 워크숍
10:00-12:30 택 1

서수연 교수

A(4302호)

중독문제와 수면

(성신여자대학교)

B(4402호)

비행청소년의 중독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은영 교수

점심시간 (12:30-1:50)
<2부> 심포지엄 “중독문제에 대한 한국적 개입모형＂
사회자 : 장문선 교수 (경북대학교)

2:00~2:40

발표 1 ∥ 회복은 자연과 하나 되는 것

2:40~3:20

발표 2 ∥ 알콜중독에 대한 한국적 개입모형

박상규 교수

(꽃동네대학교)

문봉규 교수
(평택대학교)

Break Time (3:20-3:40)
3:40~4:20

발표 3 ∥ 중독문제에 대한 마음챙김접근

윤병수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3부> 토론
조현섭 교수

4:20~4:40

토론

(총신대학교)

신성만 교수
(한동대학교)

4:40~5:00
<4부> 정기총회 (5:00~6:00)

질의응답

초대의 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가을의 청명한 하늘이 드높은 10월입니다.
가을을 맞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여는 마음
으로 한국중독심리학회에서는 11월 4일 금요일 대전 침례신
학대학교에서 가을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오전 워크샵 프로그램에서는 중독과 관련된 이
슈들 중 수면문제와 비행청소년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
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서수연 교수님이 중독문제와 수면을,
대구 가톨릭 대학교 박은영 교수님이 비행청소년의 중독이라
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후 심포지움에서는 ‘중독문제에 대한 한국적 개입모형’이라
는 주제로 중독문제의 회복, 중독문제에 대한 마음챙김 접근
그리고 알콜중독에 대한 한국적 개입모형에 대해 발표와 토론
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학술대회를 위해 발표를 해 주실 발표
자 및 토론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포지움 이
후에는 학회의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총회 자리 또한 마련
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사회의 중독문제를 보다 다각적인 측면
에서 고민하고 한국적 개입방향에 대한 방안들을 진지하게 생
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
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뜻 깊은 만남의 장을 함께 하실 수 있
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7일

한국중독심리학회장 박 상 규
한국중독심리학회 학술이사 장 문 선

안내
▶사전등록 : 2016년 10월 31일(월) 까지
■한국중독심리학회: http://www.addictpsy.or.kr/ 홈페이지신청
-[2016년가을학술대회사전등록바로가기]메뉴에서교육신청
-사전등록비입금
-등록확인:[회원정보]–[수강시간관리]–[접수완료/입금완료/교육완료]
*사전등록/연수평점관리를위해서는홈페이지가입이필수

■등록비납입안내(국민461302-04-276352 김예나(한국중독심리학회))

정/준회원, 대학원생, 일반
학부생

사전 등록

현장 등록

5만원

6만원
3만원

■환불규정:이메일(addictpsy2014@hanmail.net)로환불요청
(성함,생년월일,계좌정보기재)
-사진등록기간중 환불:100%환불
-사전등록마감 후 환불: 50%환불
-학술대회당일이후:0%환불
-학회행사이후,일주일내일괄처리

■공지사항
*학부생은개인별안내가필요하니메일로신청자명,소속을보내주시기바랍니다.
*현장등록의경우현금만가능하오니양해부탁드립니다.

■문의메일및전화
-김예나(addictpsy2014@hanmail.net /010-4093-5836)–접수및 입금관련문의

찾아오시는 길 (대전유성구북유성대로190, 침례신학대학교)
■ 강의장소 : 강의동(4번 건물) 4층 4402호

■ 교통편
지하철
(1호선)

판암 ↔ 신흥 ↔ 대동 ↔ 대전역 ↔ 중앙로 ↔ 중구청 ↔ 서대전네거리 ↔ 오룡
↔ 용문 ↔ 탄방↔ 시청 ↔ 정부청사 ↔ 갈마 ↔ 월평 ↔ 갑천 ↔ 유성온천
↔ 구암 ↔ 현충원 ↔ 월드컵경기장 ↔ 노은 ↔ 지족(침신대) ↔ 반석

서대전역
(버스이용)

서대전네거리역 정류장 119번, 101번 탑승 (약 1시간 20분소요)
↔ 유성장애인복지관 정류장 하차 ↔ 침례신학대학교 방향(도보 약 12분 소요)

오송역
(버스이용)

BRT 990번 탑승 ↔ 반석역 하차 ↔ 버스(116번 버스) ↔ 하기중학교 하차
지하철(반석역) ↔ 지족역 하차

유성시외
버스터미널

유성시외버스터미널 ↔ 구암역 승차 (도보 약 10분) ↔ 지족역 하차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승차(303, 342번) ↔ 유성장애인복지관 정류장 하차
↔ 침례신학대학교 방향(도보 약 12분 소요)

대전
복합터미널

대전복합터미널 정류장 승차(501번 버스) ↔ 대전역 정류장 하차
↔ 대전역 승차 ↔ 지족역 하차
교육장소

지족역

유성장애인복
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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