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상심리학회 산하 인지행동치료연구회
2019년 공개사례발표 안내
안녕하십니까?

2019년 황금돼지해(기해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기
해년 피해야 하는 삼재가 아닌 인지행동치료의 삼재를 떠올리면서 힘찬 출발을 다짐해 봅니다.
멋진 겨울바다와 따뜻한 바람을 감상할 수 있는 부산에서 2018년의 마지막 4번째 모임인 인지행
동치료연구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019년 1월 12일(토요일)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인지행동
치료기법을 사용한 치료사례를 살펴보는 공개사례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인지행동치료에 관심
이 있으신 수련생 및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산하 인지행동치료연구회 회장 이수진 드림

1. 공개사례발표 일시: 2019년 1월 12일(토) 14:00 ~ 17:15
2. 공개사례발표 장소: 부산 경성대학교 인문관 5층 525호
3. 세부일정
시 간

구 분

내 용

13:30 ~ 14:00

접 수

회원가입 및 접수

기 타

“왜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14:00 ~ 15:30

저는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사례발표

15:45 ~ 17:15

발표자: 유정이(서울 성모병원)

토론자

“높은 포부와 정반대의

이옥희 선생님

회피행동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대구여성회관)

남자 고등학생”
발표자: 한종민(이대목동병원)

4. 사전등록 및 절차
1) 사전 등록기간 : 2018년 12월 24일(월) ~ 2019년 1월 10일(목) 17:00시 까지
2)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358130-722 [예금주: 정수동]
- 입금 시 “성명+생년월”로 입금자명 기재

예) 홍길동8801

3) 사전등록 메일 수신처: jsdyo2000@hanmail.net
4) 등록비 : 회원 10,000원 / 비회원 20,000원 / 학부생 5,000원 (당일등록 시 5,000원 추가)
※ 심리학과 학부생의 경우, 5,000원을 입금 하신 후, 당일 학생증 제시 필수

※ 연구회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신 회원께서는 연수평점 시간을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
다. 연수평점(임상심리전문가 3시간)을 인정받고자 하시는 회원들께서는 2018년 연회비
(20,000원)와 함께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신청서 예시
- 메일 제목: [인지행동치료연구회] 공개사례발표 사전접수(홍길동)
- 메일 내용
이

름

홍길동

소

속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생년월일

19880101

핸드폰번호

010-****-****

연구회 회원여부

정회원

입금자명 / 입금금액

홍길동 / 10,000원

주 차 권

○

※ 연구회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연구회 가입신청서’ 필수 제출
6) 행사장소 안내

① 기차 이용 시
- 부산역에서 1호선 지하철을 이용하여 서면에서 해운대 장산방면 2호선으로 환승 후 경
성대·부경대역(동명대) 하차 후 4번 또는 6번 출구입니다.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 올라오시면 건학기념관을 지나 6호관(인문관) 5층 525호입니다.
② 자가용 이용 시
- 건학기념관 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차권 이용 시 4시간에 1,500원입니다.
5. 문의
특강 및 연구회 관련 문의는 간사 정수동(jsdyo2000@hanmail.net)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