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상심리학회 산하 인지행동치료연구회
2019년도 상반기 특강 및 공개사례발표 신청안내

안녕하십니까?
형형색색 봄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던 봄을 뒤로하고 어느덧 더 푸르른 녹음이 우거지는 초여름
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2019년 새로운 여름을 준비하며 한국임상심리학회 산하 인지행동치료연
구회에서는 계명대학교 최윤경 교수님을 초빙하여 “인지행동적 관점에서 바라본 트라우마 개
입”를 주제로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트라우마를 가진 개인을 인지행동치료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관심이 있으신 수련생 및 회원 분들과 인접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산하 인지행동치료연구회 회장 이수진 드림
1. 일시: 2019년 5월 11일(토) 오후 2시 ~ 4시(2시간)

2. 장소: 부산 경성대학교 인문관(6호관) 123호

3. 세부일정
시 간
13:30 ~ 14:00
14:00 ~ 16:00

구 분
접수
CBT특강

내 용
회원가입 및 접수
- 주제 : “인지행동적 관점에서 바라본 트라우마 개입”
강사 : 최윤경 교수님(계명대학교)

4. 사전등록 및 절차
1) 사전 등록기간 : 2019년 4월 16일(화) ~ 5월 9일(목) 17:00시 까지
2) 입금계좌 : 카카오뱅크(은행코드090) 3333-01-5462655 [예금주 : 정예림]
※ 입금 시 “신청자 성명+생년월”로 입금자명 기재 예) 홍길동88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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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을 인정받고자 하시는 회원들께서는 연회비(20,000원)
와 함께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사전등록 메일 수신처: kcpa_cbt2019@naver.com
5) 신청서 예시
- 메일 제목: 인지행동치료연구회 특강 사전접수(홍길동)

- 메일 내용
이 름
소 속
생년월일
연락처
연구회 회원여부
입금자명/입금금액
주차권

홍길동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19890101
010-****-****
정회원 / 비회원
홍길동 / 10,000원
◌

※ 연구회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연구회 가입신청서’ 필수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
양식은 한국임상심리학회 인지행동치료연구회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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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123호입니다.
② 자가용 이용 시
- 건학기념관 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차권 이용 시 4시간에 1,500원입니다.

5. 문의
특강 및 연구회 관련 문의는 간사 정예림(kcpa_cbt2019@naver.com)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6. 게시판 참고 https://bit.ly/2KXsye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