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건강심리전문가 수련등록
및 2019년 상반기 수련인정 안내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건강심리학회는 전문가 수련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2020년도 상반
기에 새롭게 수련을 시작하는 회원들의 수련등록 절차와 2019년도 상
반기에 수련한 내용을 인정하는 절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
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20

한국건강심리학회 회

장 박준호

한국건강심리학회 수련위원장 배성만

< 2020년 상반기 건강심리전문가 수련등록 >

1. 자격요건 : 한국심리학회와 한국건강심리학회에 모두 가입된 회원
※ 건강심리전문가 수련등록을 위해서는 한국심리학회와 한국건강심리학회 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절차 : 건강심리학회 홈페이지(http://www.healthpsy.or.kr)
① 건강심리학회 가입 신청 (준회원 이상)
- 가입자격증빙서류의 첨부파일에 재학증명서(학위취득자는 성적증명서와 학위증명서) 업로드
② 건강심리학회 가입 승인
③ 수련등록카드 다운로드
④ 수련등록카드 작성 후 스캔(수련감독자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⑤ 마이페이지
⑥ 수련등록
⑦ 우측 하단의 수련등록
⑧ 수련 기본정보 작성 및 수련등록카드 스캔파일 업로드
⑨ 등록
⑩ 심의 및 승인
3. 제출서류 : 해당 서류의 원본을 수련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
- 재학생 : 재학증명서
- 석·박사 학위취득자 :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 석·박사 학위취득자의 경우, 성적증명서에 건강심리관련 과목 3과목 9학점, 방법론 관련 기초과목
1과목 3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에 붉은색으로 밑줄 표기 후 서류 하단에 수련 감독자 확인 도장 혹은
서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심리관련과목 (3과목)
① 건강심리학

② (건강)심리평가 또는 (건강)심리진단

③ (건강)심리치료

4. 접수기한 : 2020년 3월 2일(월) ~ 2020년 3월 30일(월) < 제출서류는 당일 소인까지 유효 >
5. 제출장소 : (우) 311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공공인재대학 314호 한국건강심리학회
수련간사 우진희 앞
※ 2020년 상반기 수련등록 및 2019년 상반기 수련과정인정서 접수에 관한 문의는 수련간사 메일
(khp_edu2012@hanmail.net 수련간사 우진희)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 2019년 상반기 수련과정인정서 접수 >

1. 수련인정내용 : 2019년도 상반기(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에 수련한 내용에 한함.
※ 수련등록을 하여 인정받을 수련 내용이 1년을 채운 자.
※ 명시된 기한 이전에 수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급인정이 안됩니다.
2. 절차 : 건강심리학회 홈페이지(http://www.healthpsy.or.kr)
① 수련과정인정서 또는 수료보고 양식 다운로드
② 수련과정인정서 또는 수료보고 작성 후 스캔(수련감독자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③ 건강심리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④ 마이페이지
⑤ 수련내용보고/수료보고
⑥ 작성유형 선택
⑦ 수련내용 작성
⑧ 수련수료보고 서류에 첨부파일로 수련과정인정서 또는 수료보고 스캔파일 업로드
(학위취득자는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추가로 업로드)
⑨ 등록
⑩ 심의 및 승인
작성유형 선택 시
※ 수련내용보고 : 수련생이 전년도에 수련한 내용 및 시간을 매년 학회에 보고하는 것
※ 수료보고 : 전년도에 수련과정을 모두 마친 수련생이 학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 동안 해왔던 수련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고하는 것
(전년도에 수련을 모두 마쳤을 시, 전년도 수련내용보고와 함께 수료보고를 모두 해야 함)
3. 제출서류 : 해당 서류의 원본을 수련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
- 수련내용보고 : 없음
- 수료보고 :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석·박사 취득 후 수련 등록을 한 경우, 성적증명서 및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성적증명서에 건강심리관련 과목 3과목 9학점, 방법론 관련 기초과목 1과목 3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에
붉은색으로 밑줄 표기 후 서류 하단에 수련 감독자 확인 도장 혹은 서명을 기입하기 바랍니다.
건강심리관련과목 (3과목)
① 건강심리학

② (건강)심리평가 또는 (건강)심리진단

③ (건강)심리치료

4. 접수기한 : 2020년 3월 2일(월) ~ 2020년 3월 30일(월) < 제출서류는 당일 소인까지 유효 >
5. 제출장소 : (우) 311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공공인재대학 314호 한국건강심리학회
수련간사 우진희 앞
※ 2020년 상반기 수련등록 및 2019년 상반기 수련과정인정서 접수에 관한 문의는 수련간사 메일
(khp_edu2012@hanmail.net 수련간사 우진희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