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춘계학술대회
☉ 일

시: 2019년 4월 6일 (토요일)

☉ 장

소: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 (9층)

☉ 주

제: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역할과 역량 강화

☉ 주

최: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www.onp.or.kr)

= 프로그램 =
15:30-16:00

등

록

[개회식]

사회 : 김상호 교수 (대구한의대 / 학술이사)

16:00-16:05

개 회 사

김보경 교수 (동의대 / 교육이사)

16:05-16:10

축

강형원 교수 (원광대 / 학회장)

사

[세션 1]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새로운 역할
16:10-16:50

주제1: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역할
(병원 현장을 중심으로)

좌장 : 김락형 교수 (우석대)
김근우 교수 (동국대)

16:50-17:30

주제2: 치매안심병원, 안심센터에서의 역할

정인철 교수 (대전대)

17:30-18:10

주제3: 장애인 주치의, 방문 진료에서의 역할

강형원 교수 (원광대)

18:10-19:00

석

식

[세션 2] 한방신경정신과 영역에서의 전문성 강화
19:00-19:40

주제4: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역할
(전문한의원을 중심으로)

좌장 : 이상룡 원장 (용한의원)
허은정 원장 (한음 한방신경정신과의원)

19:40-20:20

주제5: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시행하는 심리검사

정선용 교수 (경희대)

20:20-21:00

주제6: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시행하는 정신요법

김종우 교수 (경희대)

21:00

폐 회 사

강형원 교수 (원광대 / 학회장)

◉ 사전등록 방법
1) 대한한의학회 학술대회 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등록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 - 학술행사일정 - 회원학회 학술세미나
=> http://www.skoms.org/conference/schedule/?cat=SU
2) 이메일 사전등록
① 등록비를 입금합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201301-04-403715 예금주: 최성열(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② 등록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이메일 주소 : onpcsy@gmail.com
기재내용 : 근무처, 직위, 이름, 면허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소속 지부/소속 분회
(보수 교육 대상자만 해당), 등록구분(정회원, 수련의 등, 비회원), 입금일, 입금액, 입금자명
◉ 사전등록 기간 : 2019년 4월 3일(수요일)까지

[등록비 안내]
1) 정회원: 사전등록 40,000원, 당일등록 50,000원
2) 학생, 수련의, 공보의, 군의관 : 사전등록 20,000원, 당일등록 30,000원
3) 비회원: 사전등록 60,000원, 당일등록 70,000원
* 연회비: 40,000원 (사전등록 시 함께 납부 가능)
※ 본 춘계학술대회의 등록비에는 교재 및 식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회원의 경우 연회비 40,000원(평생회원의 경우 연회비 면제)을 함께 입금하여 주십시오.
※ 본 학술대회는 2점의 평점을 받을 수 있는 학회 주관의 전국학술대회입니다.
※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해 전문의편람 개정판을 행사당일 배포합니다. 증빙서류(전문의 자격증 사본) 지
참 바랍니다.
※ 사전 등록한 회원 중 원하는 회원에게는 현장에서 회원증 발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문의처 : 한방신경정신과학회 기획총무이사 최성열 032-770-1343, onpcs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