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분석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

주제 : 집단적 무의식과 자기실현

사회 : 이상익 (충북의대)

 8:30~ 9:00

 9:00~ 9:15

등록

회장인사 이문성 (백산신경정신과)

 9:15~10:00 집단적 무의식의 발견 한오수 (울산의대)

10:00~10:45 집단적 무의식으로서의 아니마, 아니무스 이보섭 (한국융연구원)

10:45~11:00 Coffee Break

11:00~11:45 자기원형과 자기실현 이죽내 (대동병원)

11:45~12:15 지정토론 이부영 (한국융연구원장)

12:15~13: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좌장 : 이부영

한국분석심리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한국분석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주제는 ‘집단적 무의식과 자기실현’으로 정했

습니다. 집단적 무의식에 대한 이해는 심성(心性)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집단적 무의

식에 대한 체험은 분석심리학적 정신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만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강의를 들으시고 심성(心性)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시

기를 바랍니다.

한국분석심리학회 회장 이 문 성 

○ 일시 : 2006년 5월 14일 (일요일) 9:00~13:00

○ 장소 :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타 7층 와송홀 (충북 청주시)

○ 연수평점 : 4점(예정)

○ 등록비

   사전등록 : 정회원 및 전문의 30,000원 / 전공의 및 학생 20,000원

   현장등록 : 정회원 및 전문의 40,000원 / 전공의 및 학생 30,000원

   아래 계좌로 송금자 기명하여 입금하여 주십시오.

      국민은행 618301-01-232352  예금주 이광자



<정신과 전공의를 위한 개인정신분석 및 정신치료 지도 안내>

한국분석심리학회에서는 2년차 이상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개인정신분석과 정신치료사례 

개인 supervision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공의의 정신치료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전공의 지도교수님들께서 정신치료 교육을 열심히 하고 계

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깊이 있는 정신치료 교육을 의뢰하시고자 하는 경우

나 또는 전공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본 학회는 한국 융 연구원 소속 정신분석가 또는 전

문과정 연구원이면서 정신과 전문의인 선생님에게 교육분석이나 정신치료사례 개인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 정신과 전공의 2년차 이상

연락처 : 한국분석심리학회 회장 이문성 (백산신경정신과) mrsh@chol.com

                    총무 이상익 (충북의대 정신과) silee@chungbuk.ac.kr

한국분석심리학회 홈페이지 : http://www.carljung.or.kr 

<학회 장소 안내>

○ 고속 및 시외 버스:1시간 30분(서울)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 거리 : 약 5km, 

 * 택시요금: 3,500~ 4,000원선 

 * 시내버스: 신탄진, 부강, 척산, 미평행

○ 철도: 조치원역(경부선, 호남선),  

          청주역(충북선)

  * 역 앞에서 청주행 시내버스 및 

    좌석버스가 10분 간격으로 출발

○ 개인차량

1.청원IC(좌회전) → 청주방향 (직진) → 

분평4거리(좌회전) → 개신5거리(좌회전)

2. 청주IC → 청주,보은방향(직진) → 공

단5거리(직진) → 사창4거리(우회전) → 

개신5거리(우회전)

3. 서청주IC(중부고속도로, 좌회전) → 봉명4거리(우회전) → 사창4거리(직진) → 개신5거  

   리(우회전)

<한국융연구원 회보 ‘길’지 우송>

 한국융연구원은 연 2회 회보인 ‘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 연락을    

 주시면 검토 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한국융연구원 02-3673-2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