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4회 예술치료연수 안내
․ 주

제 : 동작과 영상을 활용한 예술치료

․ 일

시 : 2020년 1월 11일(토) 10:00 - 17:00 ※당일

․ 장

소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B1 남촌강의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 인

원 : 학회원 100명(예상)

․ 주

관 : (사)한국예술치료학회 T. 063)856-6320

․ 주

최 : (사)한국예술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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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일정
날짜

시 간

일

09:20 ~ 09:50

접

09:50 ~ 10:00

개 회 사

10:00 ~ 11:40
1

11:40 ~ 13:00

정

강 사

수

강연 Ⅰ

나정조 교수

움직이는 이미지와 함께 하는 미술치료
점심식사

/
11
(토)

13:00 ~ 14:40

14:40 ~ 15:00

15:00 ~ 16:40

16:40 ~ 17:00

강연 Ⅱ
영화, 사진 및 동작의 치료적 접근을 통해 자아 정체성 확보와 그림자 찾아보기

김진형 교수

Break Time
강연 Ⅲ

이경희 교수

몸의 감각과 트라우마_Somatic Experiencing
질의·응답(Q&A) / 폐회

□ 상세 안내

강연Ⅰ

강연자 및 약력

주제 및 내용 소개

나정조

움직이는 이미지와 함께 하는 미술치료

한양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겸임교수

다양한 영상의 장르(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등)를

경희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겸임교수

이용하여 미술치료와의 접목을 시도할 수 있으며,

건국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이번 강의를 통하여 실제를 경험해 보고자 한다.

영화, 사진 및 동작의 치료적 접근을 통해
자아 정체성 확보와 그림자 찾아보기

김준형
강연Ⅱ

밀턴 에릭슨과 칼 융의 이론을 근거로 영화를 활용
원광대학교 대학원 사진치료 외래교수

한 연상과 사진 이미지의 무의식적 상징을 은유화

한국사진예술치료학회장

하여 새로운 자아 정체성 확보와 동작을 통해 자신
의 그림자를 찾아보고, 자신의 삶을 보다 명료하게
바라 볼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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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감각과 트라우마
Somatic Experiencing

이경희
강연Ⅲ

트라우마는 사건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

한류문화대학원 공연예술학과 초빙교수
명지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초빙교수

반응으로 트라우마를 겪으면 몸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Somatic Experiencing은
몸의 감각, 몸에서 일어나는 것, 몸의 언어를 느끼
게 하여 과거에 머물러있는 사람을 ‘현재 이 순간’
으로 데려오게 하는 것이다.

□ 주요 안내
1. 오전에는 떡과 생수가 제공되며, 별도의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시작 20분 후부터 학술시간 1시간 제외합니다)
※ ex. 지각, 강의 중도이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조기 귀가 등은 참여한 시간만큼 인정됩니다.
3. 주차권은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1일 2,000원 개별 본인 부담으로 할인 등록해드립니다.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주차장만 가능, 다른 건물 주차장 검색 불가
※ 신청 시 메모란에 차량번호 뒤 4자리를 입력 해주시기 바라며, 해당일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2020 연수 수강료
<수강료 안내 및 학술인정시간>
1/11(토)
(10:00 ~ 17:00)

정회원,
평생회원
사전등록

준회원
사전등록

정회원,
평생회원
현장등록

준회원
현장등록

본부 학술
인정 시간

○

9만원

13만원

11만원

15만원

10시간

예술치료연수

1. 강의교재는 참가자 전원에게 드립니다.
2. 사전등록 및 취소 관련 안내
1) 사전등록 마감 1월 7일(화) PM 11:59
2) 취소기간 1월 8일(수) - 9일(목) PM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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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 기간 이후로는 기자재, 강의료 등으로 혼잡하여 취소 및 환불 조치 불가합니다.
3) 취소방법 :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술대회 à 학술대회 환불
① 아이디, 성명, 신청유형, 계좌번호, 결제 방법 작성
② 취소 날짜는 학술대회 환불 게시판 등록일 날짜로 간주

③ 연수 수강료는 연회비 등 학회 다른 비용으로 대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④ 위의 신청방법 이외에 기타 다른 방법(전화, Q&A 신청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연수 종료 후 신청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참 건에 대한 환불은 없습니다.
⑥ 환불 일자 : 1월 15일(수) 일괄 환불

□ 신청방법
1. 홈페이지 http://www.artstherapy.or.kr 에서 상단 학술대회 클릭
2. 학술대회 신청하기 클릭
3. 결제하기(무통장 입금 시 3일 이내 입금이 안 될 경우 자동 취소)
4. 관련문의는 연수로 인해 통화량이 많으므로 artstherapy7@hanmail.net 메일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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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안내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