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추계국제학술대회 안내
․ 주

제 : 예술치료의 지속가능성

․ 일

시 : 2020년 11월 6일(금) 10:00 ~ 11월 7일(토) 16:00

․ 장

소 : Zoom을 이용한 웨비나

․ 인

원 : 학회원 180-200명(예상)

․ 주

관 : (사)한국예술치료학회

․ 주

최 : (사)한국예술치료학회

T: 063-856-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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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일정
날짜

11
/

시 간

일

정

09:30 ~ 09:55

온라인 입장

09:55 ~ 10:00

개회 선언 및 학회장 인사말

Evolving Art Therapy Practices in the US:
10:00 ~ 11:40 강연 Ⅰ Innovative ideas to reach clients during a
pandemic

강 사

Margaret
Carlock-Russo

6
(금)

11:40 ~ 13:00

점심 식사

13:00 ~ 14:20 강연 Ⅱ 미술치료의 오늘과 내일

14:40 ~ 16:00 강연 Ⅲ

09:30 ~ 09:55

10:00 ~ 11:40 강연 Ⅳ

11

11:40 ~ 13:00

음악치료 전문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 및 내실화를
위한 과제

박은선

정현주

온라인 입장

Older Adults Find Identity and Meaning
through Art Therapy Engagement

Margaret
Carlock-Russo

점심 식사

/
7
(토)

13:00 ~ 14:20 강연 Ⅴ 정신의학의 입장에서 본 예술치료

14:40 ~ 15:40

총 회

15:40 ~ 16:00

폐회 선언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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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2 강연 상세 안내
강연자

강연 주제 및 내용
Evolving Art Therapy Practices in the US:
Innovative ideas to reach clients during a pandemic

강연Ⅰ

Margaret Carlock-Russo,
EdD, LCAT, ATR-BC, ATCS
미국 미술치료협회(AATA) 회장

AATA로부터 얻은 개인적인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미
술치료사들의 비대면치료 방법 및 비대면치료 환경에서
내담자들을 작품 활동에 참여시키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정신건강 치료의 제 1선에서
활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미국에서 미
술치료사들의 현황을 관련 통계와 문헌 자료, 미디어에
서 제시된 개념 등을 통해 소개한다.

미술치료의 오늘과 내일

박은선

강연Ⅱ

명지대학교 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학회 회장

미술치료 및 미술치료사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과 임상적
측면에서 점검하고 앞으로의 성장가능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한한다.
음악치료 전문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 및
내실화를 위한 과제

정현주

강연Ⅲ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교수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회장

사회적 변화 요인과 이에 따른 현장의 요구를 살펴보고
음악치료의 학문적, 임상적 내실을 다지기 위한 당면 과
제를 논의한다.

Older Adults Find Identity and Meaning through
Art Therapy Engagement

강연Ⅳ

Margaret Carlock-Russo,
EdD, LCAT, ATR-BC, ATCS
미국 미술치료협회(AATA) 회장

노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족, 집, 정체성, 목적의식을
잃게 되며, 그리고 때때로 기억력 손상에 직면한다.
특정 사례들을 살펴보며 미술치료가 어떻게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으며, 노인들이 기억력 손상
및 기타 의료 문제를 겪으면서도 목적의식 또는 자존감
을 회복하고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한다.

정신의학의 입장에서 본 예술치료
김형일

강연Ⅴ
서울숲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심리치료라는 공통의 토대위에서 예술치료가 가지는 고
유의 장점과 예술치료의 경계를 넓히기 위한 제안들을
외부자의 시선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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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oom 사용 안내
PC) 화상진행 어플 Zoom 사용 안내
∎준비물: 카메라와 마이크가 내장된 핸드폰 또는 노트북 또는 컴퓨터
∎접속 전 필수 확인사항
1. 인터넷이 원활한 공간에서 사용
2. 강의시작 20분 전 입장해서 화면 및 마이크 설정
∎Zoom 사용 안내
▶ 1단계: (PC에서) Zoom 다운로드
- 인터넷 주소창에 https://zoom.us/support/download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 후 다운로드
(다운로드는 당일 전날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2단계: 링크 클릭 및 강의장 접속
∎접속 후 필수 확인사항
1. 입장 시 음성(마이크)차단
2. 출석확인을 위해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입장(홍길동○, 영문×, 길동홍×)

아이폰, 안드로이폰) 화상진행 어플 Zoom 사용 안내
∎접속 전 필수 확인사항
1. 인터넷이 원활한 공간에서 사용
2. 강의시작 20분 전 입장해서 화면 및 마이크 설정
∎Zoom 사용 안내
▶ 1단계: Zoom 다운로드
- 아이폰 App Store, 안드로이드폰 Play 스토어 클릭하여 검색창에 zoom 입력하여 다운로드
(다운로드는 당일 전날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2단계: 링크 클릭 및 강의장 접속
∎접속 후 필수 확인사항
1. 입장 시 음성(마이크)차단
2. 출석확인을 위해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입장(홍길동○, 영문×, 길동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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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등록 안내
<참가비 안내 및 학술인정시간>
11/6(금)

11/7(토)

정회원
(평생회원)

준회원
(가입회원)

본부 학술
인정 시간

A형

O

O

15만원

19만원

20시간

B형

O

×

8만원

10만원

10시간

C형

×

O

8만원

10만원

10시간

1. 강의 자료는 참가자 전원에게 PDF 파일로 보내 드립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 홈페이지 http://www.artstherapy.or.kr 에서 상단 학술대회 클릭
- 학술대회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참석유형 체크 후 확인 결제하기(무통장 입금 시 3일 이내 입금이 안 될 경우 자동 취소)
- 관련문의는 학술대회로 인해 통화량이 많으므로 artstherapy7@hanmail.net 메일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사전등록 마감 및 취소 관련 안내
- 등록 마감 11월 2일(월) PM 11:59/ 취소 기간 11월 3일(화) PM 11:59
※ 취소 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며, 취소 기간 이후로는 취소 및 환불 조치 불가합니다.
- 취소 방법 :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술대회 ⇒ 학술대회 환불

① 아이디, 성명, 신청유형, 계좌번호, 결제 방법 작성
② 학술대회 참가비는 연회비 등 학회 다른 비용으로 대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③ 위의 신청방법 이외에 기타 다른 방법(전화, Q&A 신청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환불 일자 : 2020.11.10.(화) 일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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