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인 2013년 4월 5일과 6일, 충남대학교 교정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제 46차 한국건강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금번 춘계학

술대회에서는 우리 회원들이 이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과 더불어『탈북이주
자(새터민)의 건강심리』를 주제로 북한 이탈자의 건강심리(신체화 증상을 중심으로), 새터
민 탈북이주자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경험, 입국 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대한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심리학회원들을 위한 워크숍으로 MBSR-종일명상의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학문적 욕구도 채우시고, 정을 나누며 화합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4월 5일 충남대학교 교정에
서 뵙겠습니다.

2013년 3월 21일
한국건강심리학회
학술이사 박지선
회 장 이민규
<학술대회 일정>
주제: 『탈북이주자(새터민)의 건강심리』
일시: 2013년 4월 5일(금) ~ 6일(토)
장소:
Ø 특강: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의동 101호 하누리 강당
Ø 워크숍: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의동 201호
참석대상: 한국건강심리학회원 및 건강심리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
세부일정:

5일(금)
9:30~10:20

6일(토)

등록
I. 회장님개회사

10:30~

10:20~10:50 II. 융합연구와 건 (종일) 워크숍 I
강심리학

주제: MBSR

1. 학술발표(구두)
(10시부터 시작)
2. 우수논문상 시상식

(강사: 김교헌 선생님
– 충남대학교)
II. 특강
북한이탈주민 건강의
11:00~12:30

(종일명상)

이해(신체화 증상을 중심
으로)
(강사:전정희 선생님
-하나원 )

12:30~14:00

점심식사
포스터발표
특강II
주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경험
(종일)

(강사:김현경 선생님호원대학교)

14:00~18:00

특강 III
주제: 새터민 청소년들의

13:30

워크숍 I

~

주제:

16:20

MBSR

적응과 심리적 건강

(종일명상)

(강사: 양계민 선
생님-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학술대회 등록 안내>
1.사전등록
등록기간: 2013년 3월 21일(목) ~ 3월 31일(일)
입금계좌: [농협] 302-0490-0679-21 (예금주: 이경석)
Ø 등록방법:
입금자명은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기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
길 바랍니다. (신청자와 입금자가 다른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우니, 반드시 입금자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을 송금하실 때에도 송금자 본인의 성명이 표시되도록 보내주
시기 바랍니다)

※ 위 계좌로 입금 후 성명, 소속, 연락처, 입금내역을 E-mail: khpa2012@hanmail.net로 송
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비
양일

5일(금)

6일(토)

사전등록

8만원

5만원

3만원

당일등록

10만원

6만원

4만원

접수창구안내 : 등록접수는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사전등록 확인, 당일등록 접수,
자료집 및 이름표 배부, 연수 평점표 발급, 영수증 발급 등을 지원합니다.

3. 환불규정:
2013년 3월 21일(목) ~ 3월 31일(일): 접수기간 중 100% 환불
4. 문의 안내
담당자: 한국건강심리학회 사무간사 이경석
Ø 이메일: khpa2012@hanmail.net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점심 및 저녁식사
5일(금) 점심식사 및 저녁식사, 모두 학회에서 제공됩니다.
수량파악을 위해 사전등록 신청 시 5일(금) 점식식사 및 저녁식사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Ø 식사를 원하시는 곳에 O표시를 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일(금) 점심식사

5일(금) 저녁식사

6. 프로그램 신청
5일(금) 특강과 워크숍이 동시간대에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
랍니다.
Ø 원하시는 프로그램에 O 표시를 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강

워크숍(MBSR)

워크숍(MBSR)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진행상 ‘요가매트’와 ‘담요’가 필
요합니다. 요가매트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가져오시면 되고, 요가매트가 필요하신 분은 현
장에서 구매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담요는 현장에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Ø 요가매트가 필요여부를 O표시를 하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요가매트 신청
O

X

(요가매트 신청시 현장에서 6,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