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30-10:00 등록

제1부 게임과 게이머에 대한 이해 사회: 조성민 학술이사(한국중독심리학회)

10:00~10:20 인사말
조현섭 회장(한국중독심리학회)

박영신 회장(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10:20~11:10 게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동은 게임개발본부장(테크원 컴퍼니)

11:10~12:00 다큐멘터리 PD가 바라본 ‘게임하는 아이들’
전옥배 PD(KBS 월요기획 '엄마는 전쟁 중, 

게임의 해법을 찾아라' 연출)

12:00~13:30 점심

제2부 게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 사회: 주경필 학술이사(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13:30~14:10 중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임 신성만 교수(한동대학교)

14:10~14:50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임 이장주 소장(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14:50~15:30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임 고영삼 교수(동명대학교)

15:30~16:00 휴식

제3부 Talk Concert: 게임장애 질병목록화 타당성과 영향 사회: 조성민 학술이사(한국중독심리학회)

16:00~17:30 토론자: 오후 발제자 3인 外

신성만 교수(한동대학교)

이장주 소장(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고영삼 교수(동명대학교)

강경석 본부장(한국콘텐츠진흥원)

이경화 대표(학부모정보감시단)

강도경(전 프로게이머/프로게임단 감독)

   2018년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한국중독심리학회 공동학술대회

게임장애, 세계보건기구(WHO) 질병목록화의 타당성과 영향

■ 일 정 2018년 5월 12일(토) 9:30–17:30

■ 장 소 중앙대학교 310관 b502호

■ 주 관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중독심리학회

■ 후 원 한국심리학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벤



09:30-10:00 등록

제1부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 사회: 조성민 학술이사(한국중독심리학회)

10:00~10:10 인사말
조현섭 회장(한국중독심리학회)

김학성 교정본부장(법무부)

10:10~10:40 자격증 수여식 조현섭 회장(한국중독심리학회)

10:50~12:00 회복적 사법이란 무엇인가? 이재영 원장(KOPI)

12:00~13:30 점심

제2부 주제발표
13:30~14:10 교정시설에서의 알코올중독 Prog. 개발 및 운영 서호영 과장(교정본부 심리치료과)

14:10~14:50 성중독 영역에서의 회복적 사법 박정란 대표(COSA KOREA)

14:50~15:30 미국의 Drug Court 현황과 시사점 최이문 교수(법심리학회이사, 경찰대학교)

15:30~16:00 휴식

제3부 Talk Concert: 중독문제 관련 한국형 회복적사법 방안 모색

16:00~17:30
사회: 조성민(학술이사)

토론자: 오전, 오후 발제자 4인 外

이재영 원장(KOPI)

서호영 과장(교정본부 심리치료과)

박정란 대표(COSA KOREA)

최이문 교수(법심리학회이사, 경찰대학교)

■ 사전등록
   - 기간: 4월 5일 (목) ~ 5월 6일 (일)

   - 방법: 학회 홈페이지의 ‘학술대회 접수’에 입력(www.kpacsi.or.kr) 하거나,

           이메일(kpacsi@daum.net)로 성명, 소속, 연락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비  

   - 개인: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를 통해 사전등록시 무료 초청입니다.

   - 기관: 20만원 (입금 후 메일이나 전화로 확인 바랍니다.)

   - 국민은행 660401-01-817950 손주연(문화및사회문제)

   ※ 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양일등록(5/11-12)을 원하시거나, 연수평점표가 필요한 회원께서는

      한국중독심리학회를 통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addictpsy.or.kr)

■ 문의  http://www.kpacsi.or.kr  /  kpacsi@daum.net  /  010-7668-5571

2018 한국중독심리학회 봄 학술대회

■ 일 정 5월 11일(금) 9:30–17:30
■ 장 소 국회도서관
■ 주 관 한국중독심리학회
■ 후 원 한국심리학회

■ 프로그램(1일차)  “중독과 회복적 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