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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발심 1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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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제

목: 2017년도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발달심리학회입니다.
<2017년도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이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 본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은 발달심리사 1급, 2급 수련 과정 및 자격증을 위한
보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당일 09:30~10:00 사이에 등록을 하신 후 참가하셔야 8시간
인정이 됩니다.

2017년도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가. 대회 개최일 및 장소
1) 일시: 2017년 11월 11일(토) 10:00~17:30
2) 장소: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장공기념관 지하 1층 컨벤션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159)
나. 대회 주제명
“실행기능의 발달심리적 중요성”
다. 참가신청
1) 신청마감: 2017년 11월 1일(수)
2) 참가비: 회원 · 일반 5만원, 학생 2만원(학부생에 한함)
3) 송금: 하나은행 843-910068-78907 (강지연)
4) 게시판에 글 남기기
: 학회 홈페이지 → 수련생코너 → 심포지움 신청란
(이름, 소속, 연락처, 송금일자, 송금자명, 발달심리사 수련과정 or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예 시]
§ 이름: 강지연
§ 소속: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 연락처: 010-0000-0000
§ 송금일자: 2017년 10월 23일
§ 송금명: 강지연
§ 발달심리사 1급 수련과정

라. 환불 규정
: 신청기간까지는 전액환불, 4일 전인 11/7까지 80%환불, 11/11일 이후 환불 불가
※ 기타 내용은 메일(baldal201718@daum.net)이나 전화(02-336-6672)로 문의해 주십시오.

마. 프로그램 세부 일정
시간
10:00-10:10
(10분)

발표자
이경숙

발표제목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장

개회사

사회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10:10-10:50

정윤경

유아기 실행기능의

(40분)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역할 및 발달적 관련 변인

최은실
(가톨릭대학교

최영은

언어 발달에서 실행기능의

10:50-11:30
(40분)

역할: 문장 처리와 읽기

심리학과)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발달을 중심으로

토론 및 질의 응답:
11:30-12:30
(60분)

송하나(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송현주(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30-14:30

점심 식사, 포스터 발표 및 심사

(120분)

포스터 게시(12:30-13:30 재석)

14:30-15:10

권미경

(40분)

(울산과학기술원)

15:10-15:50

윤혜경

(40분)

(좋은강안병원 발달의학센터)

자폐와 실행기능
최은실
노인의 실행기능

심리학과)

토론 및 질의 응답:
15:50-16:50
(60분)

(가톨릭대학교

성은현(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노수림(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경숙

16:50-17:00
(10분)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장

우수 포스터상 수여 및 폐회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이경숙
17:00-17:30
(30분)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장

총회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 일정과 프로그램은 차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오시는 길

[전철]
· 4호선 수유역 하차, 3번 출구에서 마을버스(강북 02번) 탑승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하차
· 6호선 보문역 하차, 3번 출구에서 152번 탑승 → 차고지 →도보 1분
[버스]
· 강남방면 → 교대역 5번 출구, 144번 탑승 → 화계사 입구 → 152, 410번 탑승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하차
· 강남방면 → 강남역 4, 11번 출구, 버스중앙차로 이용 →140, 141번 탑승 → 미아삼거리역 하차 →151번
탑승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하차
· 신촌방면 → 신촌 5번 출구 → 273번 탑승 → 한성대입구역 하차 → 109, 151번 탑승 → 한신대학교 신학
대학원 하차
· 여의도 방면 → 여의도 환승센터 →162번 탑승 → 미아삼거리역 하차 → 151번 탑승 → 한신대학교 신학
대학원 하차
[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남단 →올림픽대로(잠실, 강동방향) → 성수대교 →동부 간선도로 진입 → 녹천교(중
계역, 녹천역방면) → 좌회전 녹천역 방면 → (직진) 번동사거리 →(직진) 화계사입구사거리 → 한신대사거리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도착
· 내부순환로
내부순환로 → 월곡 IC → 미아삼거리 방향 → 수유사거리에서 좌회전 → 한신대사거리 → 한신대학교 신학대
학원 도착
[일반도로]
· 3번 국도 → 수유사거리 → 화계사 방면 → 한신대사거리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도착

한국 심리학회 산하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장 이 경 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