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학술대회 정신분석 워크샵

일시 2020. 4. 5(일) 오전 8:30 ~ 낮 12:30 1st Day: 2020. 4. 4(토) 오후 3:00 ~ 오후 6:00
2nd Day: 2020. 4. 5(일) 오후 2:00 ~ 오후 5:00

장소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 삼성서울병원 본관 및 암병원 세미나실, 강의실

주최 대한분석치료학회,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대한분석치료학회 2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및 정신분석 워크샵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매년 4월 첫째 주에 열리는 저희 학회(대한분석치료학회)의 모임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020
년 4월 초에 열리는 이번 모임은, 1995년에 시작된 이후로 벌써 25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국제학술대회’의 모양새로 열고자 합니다. 지난 10주년 특별행사로 시작된 ‘국제학술대회’는 그 이후로 매 5년 
마다 지속이 되어, 이번에도 국제적으로 저명한 ‘정신분석가들’을 모시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신
분석이란 무엇인가?’라는 표제(標題) 아래로, 역시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신분석 이론, 
정신분석 치료증례를 통해, 정신분석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과 생생한 체험을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중
에서도 이틀간 연속으로 진행되는 ‘Two-Day Workshop’은 가히 백미(白眉)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같은 
학술행사의 기획은, 매년 저희 모임을 열심히 찾아 주시는 여러 정신, 심리분야의 관련 전문가분들과, 정신분석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에 대한 저희 학회의 작은 성의(誠意)라고 생각하며, 그 동안 ‘국내’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정신분석’의 진수(珍羞)를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쪼록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한분석치료학회 회장 이동수 올림.

[연자 및 좌장, 통역 소개]

w Anne Erreich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정신분석 연구소 수련 및 감독 분석가(Training and Supervising Analyst)
뉴욕대학교 라곤 메디칼 센터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 
저널 The Psychoanalytic Quarterly 편집 위원 (전)
저널 The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부편집장 (현재)

w Dwarakanath G. Rao
미시간 정신분석연구소 수련 및 감독 분석가(Training and Supervising Analyst) 
A former chair of the Board on Professional Standards of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The President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Psychoanalytic Education 

w 이정범 
가족사랑서울정신건강의학과 
미시간 정신분석연구소 / 대한분석치료학회 

w 이동수
대한분석치료학회 회장 
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 삼성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정신분석연구소

w 이하민
이백정신건강의학과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정신분석연구소 / 대한분석치료학회 

w 이황빈
쉼플러스정신건강의학과 
미시간 정신분석연구소 / 대한분석치료학회 



첫째 날(토요일) 둘째 날(일요일)

A group 암병원 지하 1층 세미나실1 본관 지하 1층 중강당 1

B group 암병원 지하 1층 세미나실2 본관 지하 1층 중강당 2

C group 암병원 지하 2층 중강의장 암병원 지하 2층 중강의장

대한분석치료학회 2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일 시: 2020. 4. 5(일) 오전 8:30 ~ 낮 12:30
장 소: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 1 층 대강당

08:30~08:50  등  록                                              사회 학술이사 이황빈

08:50~09:00  개회사                                              대한분석치료학회장 이동수

09:00~10:35  정신분석 사례                                       좌장: 이동수 / 통역: 이하민
사례 발표 : 이정범
사례 토의 : Anne Erreich, Dwarakanath G. Rao

10:35~10:50  Coffee Break

10:50~11:30  Special Lecture I : Anne Erreich
“Unconscious Fantasy, Mental Representation, and Priming: A Possible Metatheory 
for Psychoanalysis”

11:30~11:40  질의 및 토론

11:40~12:20  Special Lecture II : Dwarakanath G. Rao
"Psychoanalysis of Culture versus Culture of Psychoanalysis: A Necessary 
Reconciliation"

12:20~12:30  질의 및 토론

* 모든 강의 및 토론 내용은 통역이 제공됩니다.

정신분석 워크샵 (Two-Day Workshop)

일 시 : 첫째 날 2020. 4. 4(토) 오후 3:00 ~ 오후 6:00
       둘째 날 2020. 4. 5(일) 오후 2:00 ~ 오후 5:00

장 소: 

A group : 성인 정신분석 사례 (미국교육분석가의 사례, 전문가 group)

          Instructor: Dwarakanath G. Rao

          Moderator 및 통역: 이황빈

      첫째 날: 성인 사례 (사례: Dwarakanath G. Rao)

        둘째 날: 성인 사례 (사례: Dwarakanath G. Rao)

B group : 소아 정신분석 사례 (미국교육분석가의 사례, 전문가 group)

          Instructor : Anne Erreich

  Moderator 및 통역: 이하민 

      첫째 날: 소아 사례 (사례: Anne Erreich)

        둘째 날: 소아 사례 (사례: Anne Erreich)

C group : 역동정신치료의 시작에서 종결까지 – 사례 중심 (Beginner’s group)

          Instructor : 이정범, Co-instructor : 이동수

      첫째 날: 역동정신치료의 시작 

        둘째 날: 역동정신치료의 유지와 종결

* A group과 B group 은 장소에 변동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국제학술대회 정신분석 워크샵

일시
2020년 4월 5일 일요일   
오전 8:30 ~ 낮 12:30

1st Day: 2020. 4. 4(토) 오후 3:00 ~ 오후 6:00
2nd Day: 2020. 4. 5(일) 오후 2:00 ~ 오후 5:00

사전등록

3월 29일까지 2월 16일까지(Early bird) 2월 16일 ~ 3월 29일

전문의/전문가: 10만원
전공의/수련생:  5만원

A group, B group 
전문의/전문가: 50만원
전공의/수련생: 40만원

C group 
20만원

A group, B group 
전문의/전문가: 55만원
전공의/수련생: 45만원

C group
25만원

당일등록

당일 * 정신분석 워크샵은 당일 등록 없습니다.
* 정신분석 워크샵을 등록하시면, 4월 5일(일) 국제학술

대회가 무료입니다. 
전문의/전문가: 12만원
전공의/수련생:  6만원

[참가신청]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등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계좌로 성함과 함께 입금하시고, 
*사전등록은 온라인 구글 등록입니다. (아래 사이트 접속하시어 등록진행)
 : https://forms.gle/8bbarAU3Dc6Mir7n7

- Early bird 마감일: 2020. 2. 16(일), 사전등록 마감일: 2020. 3. 29(일)
- 등록비 안내 

- 정신분석 워크샵(Two-Day Workshop)은 각 그룹 당 40명을 정원으로 합니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
어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802-579416 (예금주: 대한분석치료학회)
- 등록방법: 온라인 구글 사이트(https://forms.gle/8bbarAU3Dc6Mir7n7) 방문하시어 등록해 주십시오.
- 반드시 신청자와 입금인의 성함이 일치해야 합니다.
- 문 의(E-Mail): info-pre@ceed.kr or kaptworkshop@naver.com

- 취소규정: 2020. 3. 22 이전 취소: 100% 전액 환불
2020. 3. 22 이후 취소: 환불 불가
(취소 시 위의 규정에 따라 행사 이후부터 4월 19일까지 환불합니다.)



성    명

소    속

면허번호(의료인만 기입)

직    위
□전문의(    )                 □전공의(    )

□심리(예술)치료 전문가(    )   □심리(예술)치료 수련생(    )

입금 정보

□입금주     (                    )

□입금액     (                    )

□입금날짜   (                    )

* 반드시 신청자와 입금인의 성함이 일치해야 합니다.

사전등록(3월 29일까지)

  10만원(전문의/전문가)

5만원(전공의/수련생)

당일등록(4월 5일)

  12만원(전문의/전문가)

6만원(전공의/수련생)

핸 드 폰

E – mail 

■ 정신분석 워크샵 (Two-Day Workshop)
A group (    )
B group (    )
C group (    )
* A, B, C그룹 중 하나에 체크해주세요.

 ■ 국제학술대회 무료참석 ( O )
*워크샵 등록자는 4월 5일의 국제학술대회 

무료참석

성    명

소    속  

면허번호(의료인만 기입)

직    위
□전문의(  )                   □전공의(  )
□심리(예술)치료 전문가(    ) 
□심리(예술)치료 수련생(    )

입금 정보

□입금주     (                    )
□입금액     (                    )
□입금날짜   (                    )

* 반드시 신청자와 입금인의 성함이 일치해야 합니다.
* 정신분석 워크샵은 당일등록 없습니다.

2월 16일까지(early birds)

A group, B group 
전문의/전문가: 50만원
전공의/수련생: 40만원

C group: 20만원

2월 16일 ~ 3월 29일

A group, B group 
전문의/전문가: 55만원
전공의/수련생: 45만원

C group: 25만원

핸 드 폰

E – mail 

[참가신청 양식(폼)]

■국제학술대회 only (    )

■정신분석 워크샵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