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독심리학회·한국중독상담학회·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2019춘계학술대회

음주운전법, 신종 마약, 비트코인
: 중독의 최근 경향은 무엇인가
2019년 5월 17일(금) - 18일(토)
한동대학교 올네이션스홀 오디토리움

주최 | 한국중독심리학회
한국중독상담학회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글
존경하는 한국중독심리학회원/한국중독상담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성장해 가는 오월에
남녘 동해 바다 앞 포항에서 2019년 춘계학술대회를
한국중독상담학회, 한국중독심리학회,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중독의 문제들 중
최근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알코올 중독을 중심으로 음주운전과 같은 관련 문제행동,
그리고 청년층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클럽마약과
청소년 온라인 도박 등을 중심 주제로
깊이 있는 학술의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는
각계의 중독관련현장에서 리더쉽을 발휘하고 계신 귀빈들께서 참석하셔서
학회를 빛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해당 중독영역의 현장과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발표와 워크샵을 맡아 주셨습니다.
실제 현장의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 볼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오는 오월에는 잠시나마 학회원 여러분들의 생활의 장을 벗어나셔서
포항에서 잘 준비 된 학술의 향연을 누리시고
또한 동해의 절경과 포항의 향토음식도 맛 보시고
새 힘을 얻어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중독심리학회장

신성만

한국중독상담학회장

서경현 드림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춘계학술대회
■ 일 정 2019년 5월 17일(금)-18일(토)
■ 장 소 한동대학교 올네이션스홀 3층 오디토리움
■ 주 최 한국중독심리학회
한국중독상담학회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1

17

음주운전

금

09:30~10:00

등 록

오전 프로그램

사회: 김주은 학술이사(한국중독심리학회)

10:00~10:20
10:20~11:10

인사말 및 학술대회 주제 소개
강의 1

상습적 음주운전자 예방대책

11:30~11:50

축 사

11:50~12:15

자격증 수여식

12:15~13:30

점 심

신성만 회장(한국중독심리학회)
서경현 회장(한국중독상담학회)
문봉규 대표(문경회복센터)
장순흥
조현섭
천성문
황현탁
허대만
최강주

총장(한동대학교)
회장(한국심리학회)
(前)회장(한국상담학회)
원장(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교정본부장(법무부)

조현섭 회장(한국심리학회)

오후 프로그램
13:30~14:30

토크 콘서트

14:30~15:30

강의 2

음주운전법 관련 토크 콘서트
한국형 중독상담 모형: 마음챙김

15:30~16:00
16:00~17:30

2

18

박상규 교수(꽃동네대학교)

휴 식
강의 3

집단 중독 상담 워크샵

토 중독

09:30~10:00

최승애 소장(최승애심리상담센터)

새로워졌는가
등 록

오전 프로그램

사회: 최정헌 학술이사(한국중독상담학회)

강의 1

클럽 마약 및 신종마약의 종류와
근거중심 마약중독 상담

10:40~11:20

강의 2

마약중독자 외래 및 입원치료의 실제

11:20~12:00

강의 3

사법적 관점에서 본 마약중독

10:00~10:40

故윤창호 상병 친구들

12:00~13:20

김주은 교수(한동대학교)
천영훈 병원장(인천참사랑병원)
박진실 변호사(마약퇴치운동본부 자문위원)

점 심

오후 프로그램
13:20~14:50

선택세션

14:50~15:10
15:10~17:30

A. 중독상담 사례 개념화
B. 중독의 관점에서 본 트라우마 상담

박철형 책임연구원(연세대학교)
장은진 교수(침례신학대학교)

휴 식
강의 4

1. 비트코인! 도박인가?
2. 청소년 도박! 이대로 괜찮은가?

한은경 센터장(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
권선중 교수(침례신학대학교)

안내
기간
2019년 4월 9일(화)부터 5월 9일(목) 18:00까지

등록비
사전등록

구분
정/준회원,
대학원생, 일반

당일 현장 등록

양일(5/17-18)

금(5/17)

토(5/18)

양일(5/17-18)

금(5/17)

토(5/18)

70,000원

45,000원

45,000원

90,000원

55,000원

55,000원

학부생

30,000원

사전등록만 가능

※ 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당일 현장 등록은 현금 납부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카드결제 불가).

방법
한국중독심리학회원
사전등록: [한국중독심리학회 홈페이지 www.addictpsy.or.kr] → [2019춘계학술대회 사전등록 팝업창: 한국중독심리학회원
바로가기] 또는 [학술행사 > 학술행사 사전등록] → [해당 게시물에서 사전등록 신청] → [사전등록비 입금]
사전등록 확인: [홈페이지] → [회원정보] → [수강시간관리] → [접수완료/입금완료/교육완료]
※ 한국중독심리학회와 한국중독상담학회 모두 회원인 경우 반드시 한국중독심리학회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중
독심리학회를 통해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 한국중독심리학회 연수평점 수련시간 인정이 불가합니다.
경우 한국중독상담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중독상담학회 이하나 간사 violet8105@naver.com
비회원
사전등록: [한국중독심리학회 홈페이지 www.addictpsy.or.kr] → [2019춘계학술대회 사전등록 팝업창: 비회원 바로가기]
또는 [공지사항] → [구글 설문지 작성] → [사전등록비 입금]
사전등록 확인: 구글 설문지에 기재하신 이메일로 사전등록 기간 중 일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1차: 4/24[수], 2차: 5/8[수])
※ 사전접수 기간(4/9[화]-5/9[목] 18:00) 내 사전등록비가 납부되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계좌(한국중독심리학회원

및 비회원 전용)

국민은행 451601-04-257821 예금주: 한국중독심리학회

규정
※ 환불 이메일: addictpsy02@hanmail.net
환불 요청 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제목: [2019춘계환불요청] 홍길동
- 메일 내용: 입금자명, 생년월일, 입금일자, 입금금액, 환불계좌
※ 환불은 학술대회 행사가 끝난 후 일주일 내 일괄 처리해드립니다.
사전등록 기간 내: 100% 환불, 사전등록 기간 마감 후: 50% 환불, 학술대회 당일 이후: 환불 불가

안내
중독심리 교육과정 수련시간
[양일] 16

[금] 8시간 [토] 8시간
1, 2급 전문상담사, 전문영역 수련감독자 분과 요건

[양일] 16시간 [금] 8시간 [토] 8시간
정신건강임상심리사(수련생) 학술활동
[양일] 10시간 [금] 4시간 10분 [토] 5시간 50분
사례연구활동 1회

[양일]

3점

8시간 [금]

문의
한국중독심리학회 김예인 총무간사 addictpsy02@hanmail.net

1점

3시간 [토]

5시간

교통편
●

●
●
●
●
학교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학교대표전화 | 054-260-1111

● 입구
● 학회 장소
: 올네이션스홀 3층 오디토리움

● 식당1 학관 1층
● 식당2 하용조관 3층 라운지
● 버스정류장
소요시간
KTX 이용 시
[택시] KTX포항역 → 한동대학교
고속버스터미널 이용 시
① [택시] 고속터미널 → 한동대학교
② [셔틀버스] 고속버스터미널 → 포항시립중앙아트홀 → 한동대학교
가) 고속버스터미널 → 포항시립중앙아트홀(셔틀 정류장 ‘육거리’)
(1) [택시]를 탈 경우
(2) [시내버스]를 탈 경우
101번 102번 승차 – ‘육거리’ 정류장 하차 후 도보
107번 승차
– ‘수인사’ 정류장 하차 후 도보
나) 포항시립중앙아트홀 → 한동대학교

약 20분

약 9,000원

약 30분

약 13,000원

(1) 약 15분
(2) 약 30분

시외버스터미널 이용 시
① [택시] 시외버스터미널 → 한동대학교
② [셔틀버스] 시외버스터미널 → 포항시립중앙아트홀 → 한동대학교
가) 시외버스터미널 → 포항시립중앙아트홀(셔틀 정류장 ‘육거리’)
(1) [택시]를 탈 경우
(2) [시내버스]를 탈 경우
105번 200번 500번 승차 – ‘육거리’ 정류장 하차 후 도보
109번 승차
– ‘수인사’ 정류장 하차 후 도보
나) 포항시립중앙아트홀 → 한동대학교

교통비

약 3,500원
1,200원

약 40분

(현금)800원

약 30분

약 14,000원

(1) 약 15분
(2) 약 30분

약 40분

약 6,000원
1,200-2,000원

(현금)800원

※ 한동대학교 셔틀버스는 45인승이며, 한동대학교 학생과 직원들이 이용하는 버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셔틀버스 시간표 : 포항시립중앙아트홀(육거리) → 한동대학교
5/17
(금)

육거리 출발
한동대 도착

06:40

07:35

08:05

09:05

09:35

10:05

07:20

08:15

08:45

09:45

10:15

10:45

5/18
(토)

육거리 출발
한동대 도착

-

07:30

08:15

-

09:35

10:05

-

08:10

08:55

-

10:15

10:45

숙박정보 (2019년 3월 기준)
● 라한 포항 호텔(구 베스트웨스턴 호텔) 054-230-7000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265번길 1 NB-City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1박 요금 약 125,000원~
한동대 교통 ①[택시] 편도 약 9,000원 ②[셔틀버스(육거리 경유)] 영일대해수욕장 정류장
● 호텔 포항 갤럭시 054-251-9988
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로 93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1박 요금 약 60,000원~
한동대 교통 ①[택시] 편도 약 9,000원 ②[셔틀버스(육거리 경유)] 영일대해수욕장 정류장
● 호텔 야자 포항영일대점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로 6번길 2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1박 요금 약 45,000원~
한동대 교통 ①[택시] 편도 약 9,000원 ②[셔틀버스(육거리 경유)] 영일대해수욕장 정류장

● 양덕광천수온천 054-242-0099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덕로 80-25 (양덕동 부근) 1박 요금 8,000원
한동대 교통 ①[택시] 편도 약 7,000원 ②[셔틀버스(육거리/양덕동 경유)] 세차장/하나로마트 정류장

● 포항온천 054-252-8833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97번길 44 (장량성당 부근) 1박 요금 7,000원
한동대 교통 ①[택시] 편도 약 7,500원

영일대해수욕장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해안로(두호동 685-1)

<영일대해수욕장 전경>

<영일대 장미원>

<영일대 해상 누각 야경>

<영일대해수욕장 스틸아트페스티벌 설치물>

<영일대해수욕장 일몰>

<포항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