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동계보수교육
일시: 2019년 1월 25일(금) ~ 26일(토)
장소: 1일차 -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
2일차 - 서울대어린이병원 임상제1강의실
후원: 한국임상심리학회
평점: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연수평점 실시간 인정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인정평점은 인지행동치료전문가 자격을 위한 평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연수평점 각 강의 당 실시간 3시간 인정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연수평점 1일차 6시간 인정 (종일 신청 시 인정)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연수평점 2일차 6시간 인정 (종일 신청 시 인정)
*정신간호사회 정신건강간호사 수련생 학술활동: 참석 확인증 발급받은 후 수련기관과 인정시간 상의

[초대의 글]
매년 1월에 첫 해를 여는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의 동계보수교육이 다가왔습니다.
2018년은 인지행동치료 급여화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회가 인지행동치료를 심층적이고 실제적으로 배우기 위해 마련한 동계보수교육은 올
해에도 최근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수용전념치료, 트라우마치료, 심리도식치료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연을 포함하여 실세 세션을 가장 근접하게 경험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정신보건 및 심리치료 전문가 뿐 아니라 수련생이나 대학원생까지 유익한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추운 날씨가 예상되지만 꼭 참석하셔서 많이 얻어 가시고 임상 장면에 활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2월`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회
장 김대호
교육이사 이 지 영

[수강료 안내]
회원 구분

1일차 (1월 25일, 금요일)

2일차 (1월 26일, 토요일)

각 강의 당

종일 등록

각 강의 당

종일 등록

회원

30,000원

50,000원

30,000원

50,000원

평생회원

20,000원

30,000원

20,000원

30,000원

후원기관 회원

40,000원

64,000원

40,000원

64,000원

비회원

50,000원

80,000원

50,000원

80,000원

학생(석사과정) 및
전공의

15,000원

25,000원

15,000원

25,000원

비고

자료집 포함
중식 불포함

※ 자료집 사전 제작 등을 고려하여, 현장등록 시에는 각 강의 당 5천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원은 후원기관 회원 자격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학생 및 전공의는 행사 당일 증빙자료(예: 학생증)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교육 내용 및 강사진]

1일차: 1월25일(금)
사회자:이지영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2일차: 1월26(토)
사회자:이지영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10:00 - 13:00

14:00 - 17:00

ACT의 이론과 실제 1

ACT의 이론과 실제 2

민병배
(마음사랑 인지행동치료센터)

민병배
(마음사랑 인지행동치료센터)

10:00 - 13:00

14:00 - 17:00

트라우마 안정화의 ABC:
심리교육-기술훈련-자원증진

심리도식치료의 실제

김대호
(한양대 구리병원)

최영희
(메타인지행동치료 연구소)

[참가신청 방법]
* 사전등록기간: 2019년 1월 20일(일) 24:00(자정)까지
* 등록방법: 온라인 등록 후,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계좌로 본인이 신청한 강의의
수강료를 입금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온라인 등록 주소: https://goo.gl/forms/s55Y34A1omFXLySf2
* 문의 및 환불신청: kacbtedu@gmail.com
- 수강료 납부: 신한은행 100-031-108725 (예금주: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 본 강의는 인지행동치료사 및 전문가 지원 시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수강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규정안내
- 사전등록 기간인 1/20(일)까지는 전액 환불, 이후는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 주차권은 현장에서 1,500원에 판매예정 이오니, 등록데스크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

1월25일(금) 1일차
1월26일(토) 2일차

KACBT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