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발달심리학회 수련 워크숍 안내
2020년도 한국발달심리학회 수련워크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일 정
1) 일시 : 2020년 8월 5일(수) ~ 8월 8일(토) 09:30 ~ 17:00
2) 장소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웨비나(하단 기타 내용 확인바랍니다)
3) 신청기간 : 2020년 7월 20일(월) ~ 8월 2일(일)까지
2. 내 용

날짜

시간

주제

강사

9:30-12:30

영유아 정신병리의 이해

최은실 교수님

13:00-14:00

발달심리사 윤리교육

김연수 교수님

14:10-17:10

애착의 이해와 인터뷰 기법

채진영 교수님

8월 6일
(목)

10:00-13:00

아동 상담 및 치료

신주혜 박사님

14:00-17:00

영유아-부모 상호작용

설희정 박사님

8월 7일
(금)

10:00-13:00

아동 청소년 부모 교육

이유진 박사님

14:00-17:00

기질의 이해와 부모양육

정윤경 교수님

8월 8일
(토)

10:00-13:00

발달장애의 이해와 치료적 개입

윤진영 교수님

14:00-17:00

노년기 발달적 이해

노수림 교수님

8월 5일
(수)

※ 일정과 프로그램은 차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1) 홈페이지(baldal.or.kr) 로그인
2) 홈페이지 배너 '학술행사 참가신청' 클릭
참가신청 사이트는 홈페이지 메뉴 '학술행사' -> '수련워크샵'을 통해서도 접속 가능
3) 참가 종류에서 '수련워크샵' 선택, * 표시된 부분 모두 작성
4) 참가일수 선택
5) 자격증 분류(1급, 2급, 해당없음) 선택
6) 자료 파일 등록
7) 입금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498-852552 김주련)
- 회원 참가비
1일 참석
4만원
- 비회원 참가비
1일 참석
5만원

2일 참석
8만원

3일 참석
12만원

전일 참석
16만원

윤리교육(별도)
1만원

2일 참석
10만원

3일 참석
15만원

전일 참석
20만원

윤리교육(별도)
2만원

4. 환불규정
1) 연수 3일 전까지: 전액 환불
2) 연수 2일 전 ~ 연수 1일전까지 : 80% 환불
3) 워크숍 당일은 연수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5. 문의
- 워크숍 참여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발달심리학회(010-9791-19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baldal1920@daum.net(전화문의보다 메일문의로 부탁드립니다)

6. 기타
1) 웨비나 운영이 처음인 관계로 진행에 미숙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원활한 진행을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
랍니다.
3) 스마트폰으로 참석하실 분은 어플(Zoom Cloud Meetings) 설치 후 회원가입,
PC로 참석하실 분은 https://zoom.us/ko-ko/meetings.html 에서 회원가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워크숍 강의 시작 후 40분 이내로 입실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수련시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윤리교육만 별도로 신청하신 경우 윤리교육 시작 10분 이후 입실은 시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발달심리사 수련생이 아니어도 참가하실 수 있으며 다만, 한국심리학회를 통한 한국발달심리학회 가입
회원이셔야 수강 가능합니다, 원하는 날짜만 선택하여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6) 발달심리사 자격 유지를 위한 윤리교육만 따로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6년부터 적용되는 자격 규정 신설 조항에 따르면, 발달심리사 1급과 발달심리사 2급 회원은
자격유지를 위해 학회에서 제공하는 윤리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7) 2020년 8월 2일(일) 이후에는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신청기간 이후에는 취소 및 변경이 어려우니, 반드시 이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발달심리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