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중독심리학회 봄 학술대회
■ 일 정 2018년 5월 11일(금)~5월 12일(토)
■ 장 소 국회도서관 / 중앙대학교 310관 b502호
! 주최 : 국회의원 김관영(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주관 : 법무부, 한국중독심리학회,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 후원 : 한국심리학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벤

■ 프로그램(1 일차) “중독과 회복적 사법”
! 일정 : 5월 11일(금) 9:30~17:30
09:30~10:00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등 록

제1부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
10:00~10:10

사회: 조성민 학술이사(한국중독심리학회)
개회사

10:10~11:20

강의 1

회복적 사법이란 무엇인가?

11:20~12:00

강의 2

치료공동체를 통한 미국의 회복적 개입

12:00~13:30

조현섭 회장(한국중독심리학회)
박영신 회장(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이재영 원장
(한국평화교육훈련원,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재호 교감(대전교도소)

점 심

제2부 심포지엄
13:30~14:10

발표 1

14:10~14:50

발표 2

14:50~15:00

성중독 영역에서의 회복적 사법
교정시설에서의 알코올중독 Prog. 개발 및 운영

서호영 과장(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휴 식
인사말
축사

15:00~15:30
자격증 수여식
MOU 체결식
15:30~16:10

박정란 대표(COSA KOREA)

발표 3

미국의 Drug Court 현황과 시사점

제3부 토크콘서트: 중독문제 관련 한국형 회복적 사법 방안 모색

김학성 교정본부장(법무부)
국회의원 김관영(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조현섭 회장(한국중독심리학회)
김학성 교정본부장(법무부)
조현섭 회장(한국중독심리학회)
권준근 회장(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
최이문 교수(경찰대학교)
사회: 조성민 학술이사(한국중독심리학회)
이재영 원장
(한국평화교육훈련원,한국회복적정의협회)
서호영 과장(교정본부 심리치료과)

16:10~17:30

조현섭 회장(한국중독심리학회)
박정란 대표(COSA KOREA)
최이문 교수(경찰대학교)
박상규 교수(꽃동네대학교)

■ 프로그램(2 일차) “게임장애, 세계보건기구(WHO) 질병목록화의 타당성과 영향
! 일정 : 5월 12일(토) 9:30~17:30

09:30~10:00

! 장소 : 중앙대학교 310관 b502호

등 록

제1부 게임과 게이머에 대한 이해
10:00~10:20

사회: 조성민 학술이사(한국중독심리학회)
박영신 회장(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조현섭 회장(한국중독심리학회)

개회사
축사

10:20~11:10

강의 1

11:10~12:00

강의 2

김재휘 회장(한국심리학회)

게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동은 게임개발본부장(테크원 컴퍼니)

다큐멘터리 PD가 바라본 ‘게임하는 아이들’

12:00~13:30

전옥배 PD(KBS 월요기획 '엄마는 전쟁 중,
게임의 해법을 찾아라' 연출)

점 심

제2부 게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

사회: 주경필 학술이사(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13:30~14:10

발표 1

중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임

신성만 교수(한동대학교)

14:10~14:50

발표 2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임

이장주 소장(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14:50~15:30

발표 3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임

고영삼 교수(동명대학교)

15:30~16:00

휴 식

제3부 토크콘서트: 게임장애 질병목록화 타당성과 영향

사회: 조성민(한국중독심리학회 학술이사)
신성만 교수(한동대학교)
이장주 소장(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16:00~17:30

고영삼 교수(동명대학교)
강경석 본부장(한국콘텐츠진흥원)
이경화 대표(학부모정보감시단)
강도경(전 프로게이머/프로게임단 감독)

■ 프로그램 수련인정 여부
- 한독중독심리학회 중독심리 자격증 교육연수 양일 16시간, 금요일 8시간, 토요일 8시간
- 한국임상심리학회 미정
- 한국법심리학회 미정

■ 사전등록기간 :

4월 5일(목)~5월 6일(일)

! 등록비 [국민은행 461302-04-276352 / 예금주 : 김예나(한국중독심리학회)]
구분
정/준회원, 대학원생, 일반
학부생

양일(5/11~12)
6만원

사전등록
금요일 (5/11)
4만원
3만원

토요일(5/12)
3만원

당일등록
양일(5/11~12) 금요일(5/11) 토요일(5/12)
8만원
5만원
4만원
사전등록만 가능

※ 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당일등록은 현금 납부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카드결제 불가).

■ 사전등록 신청안내
● 양일등록/금요일 등록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원/비회원 : 홈페이지 – www.addictpsy.or.kr]
- 2018년 가을학술대회 사전등록 바로가기
- 사전등록비 입금
- 등록확인 : [홈페이지 접속] - [회원정보] - [수강시간관리] – [접수완료/입금완료/교육완료]
※ 사전등록 / 연수평점 관리를 위해선 홈페이지 가입이 필수

● 토요일(12일) 등록
- 연수평점표가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필히 한국중독심리학회를 통해 등록해주시기 바라며,
연수평점표가 불필요하신 회원께서는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를 통해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각 학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규정
이메일(addictpsy01@hanmali.net)로 환불요청(성함, 생년월일, 계좌정보 기재)
- 사진등록기간 중 환불 : 100%환불
- 사전등록마감 후 환불 : 50%환불
- 학술대회 당일 이후 : 환불 불가
- 학회 행사 이후, 일주일 내 일괄 처리

■ 기타 안내사항
1. 국회도서관 출입 안내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필히 지참]

2. 국회도서관 구내식당 이용 안내
- 구내식당 이용권 : 매점에서 개별 구매(현금 & 카드 계산 모두 가능)
- 식당 이용시간 : 11시 30분 – 1시 30분

3. 오시는 길

지하철
주차장 이용

지하철

주차장 이용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로 나와서 버스 환승
국회둔차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호선 상도역(중앙대앞) 5번 출구 하차 후 도보로 10분 거리
9호선 중앙대입구역( 흑석역) 하차 도보 15분거리

최초 30분

1,500원

초과 10분당

500원(장애인차량은 일반요금의 50% 할인적용 )

입차 후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

주차권 분실 , 훼손 시

업무개시 시간부터 적용(09:00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