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9 차 한국발달심리학회 사례발표회 (Case Conference)
◈ 일정 및 내용
12:40 ~ 13:00

사례 1. 입장
사회: 정윤경 선생님(자격관리 위원장)
<사례발표1>

13:00 ~ 13:50

모에게 수시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묻는 불안정 애착의 10대 아동
발표자: 전현덕 선생님

13:55 ~ 14:50

comment:

권영민 선생님(서울 발달심리 상담센터)
신주혜 선생님(마음여행 심리 상담연구소)

14:50 ~ 15:10

질의응답

15:10~15:30

사례2. 입장
<사례발표2>

15:30 ~ 16:20

불안한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 사회인지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발표자: 강지연 선생님

16:25 ~ 17:30
17: 30~17:50

comment:

윤진영 선생님 (세명 대학교 교양대학)
최은실 선생님(가톨릭 대학교 심리학과)

질의응답

◈ 일 시 :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13:00~ 오후 17:50)
◈ 장 소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웨비나 교육
◈ 연락처 : 한국발달심리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정윤경 교수(자격관리위원장, 가톨릭대학교)
이효정 간사 (010-3418-6631, baldal-jakyuk@hanmail.net)
◈ 참가비 : 사례 당 각 15,000원, 두 사례 접수 시 27,000원
◈ 인정시간: 사례 당 2시간 ( 사례 발표회 각 1회 참가인정)
◈ 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329-177070] 예금주: 이효정 (입금시 반드시 성함, 참가
사례 1, 2 표기하여 입금부탁드립니다)
※ 참가비는 11월 26일(목)까지 신청자 이름(예: 이효정 1 혹은 2)으로 입금 후 학회 홈페이지
내

학술행사 참가 신청을 통해 신청 해주세요.

* 환불은 11월 26일(오후 6시)까지 연락주실 경우 100%, 이후 연락주실 경우 환불 불가합니
다. (취소 시 메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참관 안내 및 주의사항
∙ 내담자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 및 상담 내용의 공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례 발표회 참관자는 녹화·녹음·녹취 금지, 정보 공개 금지, 현장 공유 등 내담자 정보 보호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참관 시, 출석 및 이중 참관 방지를 위해 비디오를 연결해주시고 반드시 실명으로 입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음소거를 부탁드리며, 질문 및 토론은 채팅창을 사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
∙ 서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을 경우, 교육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으며, 한국 발달심리학회의 규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자격 정지 및 박탈 등)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온라인 참관자의 경우, 12시 40분부터 사전에 공지해 드린 회의초대링크에 접속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관자들은 Zoom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사례 발표회를
시청합니다. 회기 직후 토론 시, 채팅 창을 통해 상담 회기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의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자에게만 참관 권한이 부여되므로 상담시연프로그램 당일 미신청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필독사항

제공된 자료에 대한 보안을 부탁드리며 내담자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발설 및 유출하

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공된 자료는 종료 직후 폐기해주시기 바라며 재가공하지 않기
를 부탁드립니다.

* 웨비나 운영과 진행에 미숙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강의 전 워크샵 초대 메
시지를 전달 드릴 예정이니 연락처와 메일주소를 정확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강의 전날까지 초
대 메시지를 받지 못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간사(이효정)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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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