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중독심리학회·한국중독상담학회 춘계학술대회 국제중독심포지움
“우리나라 중독문제 현황과 해결방안”
� 주최 : 국회의원 유성엽(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국회의원 도종환(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 주관 : 한국중독심리학회, 한국중독상담학회
� 후원 :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게슈탈트상담심리학회, 한국인터넷중독학회,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Colombo Plan DAP, 총신대학교
[일정표 - 1일차]
� 일시 : 2017년 4월 28일(금), 09:30~18: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사회 : 조성민 학술위원장

1부

시간
09:30~10:00
10:00~10:20

개회사

조현섭 회장(한국중독심리학회)
황현탁 원장(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0:20~10:40

축사

김재휘 회장(한국심리학회)

10:40~10:50
10:50~11:30
11:30~12:10

내 용

강 사
등

록

천성문 회장(한국상담학회)
조현섭 회장(한국중독심리학회)
장은진 교수(침례신학대학교)
강진구 교수(백석대학교)

중독심리사 자격증수여(법무부)
중독과 트라우마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대인관계향상
점심 : 국회의원회관 구내식당(※식당입장은 12시 30분부터 가능)
유성엽 국회의원(국민의당)
인사말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13:30~13:50
축사

13:50~14:50

<기조 발제>
우리나라 중독문제 현황과 해결방안

김영우 총장(총신대학교)
Veronica Felipe Director
(Colombo Plan DAP)
조현섭 교수 (총신대학교)
⊙ 좌장 : 박상규 교수(꽃동네대학교)

2부

3부
폐회

14:50~16:40

지정 토론

16:40~17:10
17:10~17:50
17:50~18: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청소년 도박
안내 및 폐회

⊙ 토론자
- 중독회복자 대표
- 중독자 가족대표
- 교사대표
-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
- 정보화진흥원 고영삼 수석연구원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영민 서울남부센터장
- 한국인터넷중독학회 금명자 회장
- 한국중독상담학회 신성만 회장
Floor 참여
이은경 교수(명지대학교)
사회자

[일정표 - 2일차]
⊙ 일시 : 2017년 4월 29일(토), 09:00~13:00
⊙ 장소 : 총신대학교 2층 세미나실
⊙ 사회 : 라영안 자격관리위원장
시간

내 용

09:00~09:30

강사
등

인사말

록
김동일 회장(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09:30~09:40
축사
09:40~10:20

나경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청소년 중독

정여주 교수(교원대학교)

Colombo Plan의

Veronica Felipe Director

국제 중독전문가 과정

(Colombo Plan DAP)

외국의

Veronica Felipe Director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Colombo Plan DAP)

안내 및 폐회

사회자

4부
10:20~11:20

11:20~12:50

12:50~13:00

� 등록비용(중독심리학회/중독상담학회)
1. 일반회원(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기타회원, 비회원 등)
- 1일차(금) : 사전등록 4만원 / 현장등록 5만원 (수련 8시간 인정)
- 2일차(토) : 사전등록 2만원 / 현장등록 3만원 (수련 4시간 인정)
- 양일등록 : 사전등록 6만원 (수련 12시간 인정)
2. 학부 재학생
- 양일등록 : 사전등록 1만원(수련 12시간 인정)
※ 식사비용 별도(4,500원). 학술대회 참가신청 시에 식사신청도 함께 진행.
※ 학부생은 사전등록만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