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대한작업치료사협회원 및 작업치료사
제

목: 2016년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1.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는 지역사회에서 작업치료의 학문적 발전을 추구하고, 다양한 연구 및 참여활동을 통하여 대
내외적으로 작업치료사의 지역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입니다.
2.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는 ‘로봇재활과 지역사회 연계방안’ 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
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학회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
나. 일

제 : 로봇재활과 지역사회 연계방안 (특강, 토론, 논문발표, 포스터 전시)
시 : 2016년 4월 30일(토) 14:00~18:00(연구윤리교육 포함)

다. 장

소 : 동서대학교 UIT관 6층 국제세미나실

라. 접수안내 : 선착순 100명,
보수교육 3학점 인정(대한작업치료사협회 등록 정회원, 평생회원 학점 인정)
회원등급
평생회원,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인증완료)
학생

금액
4만원
6만원
․ 개인접수는 불가. 학교별 단체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종료 후, 잔여석 수에 따라 추후 통보

마. 접수기간 : 2016년 3월 28일 (월) ~ 4월 14일 (목)
* 접수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aot.org) → 로그인 → 교육센터(왼쪽하단)
→ 오프라인교육 → 강좌 선택 → 결제하기
바. 환불규정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환불규정에 의거함.
접수기간 내
100%

접수기간 후
70%

교육시작 2주 전
60%

교육시작 이후
환불불가

사. 문의처 :
- 접수 관련 : 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재무이사 정남해: whitenam-hae@nate.com
- 논문 관련 : 지역사화작업치료학회 학술이사 유두한: glovia@hanmail.net
* 첨부 1. 2016년도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춘계 학술대회 안내문 1부
첨부 2. 논문 초록 및 포스터 전시 접수 안내 1부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
학술이사 김태훈
시
행 대지작학 2016-2

학술부회장 이기희
(2016. 3. 4)

접

수(

학회장 조무신
)

(우)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내 /
전화 (051)320-2718

전송 (051)320-2721

/otcontext@naver.com/ 공개

첨부 1. 2016년도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춘계 학술대회 안내문 1부.

<2016년도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학술대회>
1. 일시 : 2016년 4월 30일 (토) 14:00~18:00
2. 장소 : 동서대학교 UIT관 6층 국제세미나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 2동, 지하철 2호선 냉정역(경남정보대·동서대)하차 후
5번 출구로 나오셔서, 마을버스 5번, 5-1번, 5-2번 탑승 후 스튜던트 플라자에서 하차

3. 세부 일정
시 간

일 정

14:00~14:15

접수 및 포스터 관람

14:15~14:30

개회식
특강 : 로봇재활

14:30~16:10
16:10~16:30
16:30~17:00

(서울삼성병원 이근호)
휴식 및 다과
토론 : 로봇재활과 지역사회 연계방안

17:00~18:00
18:00 ~

(건양대학교 유두한)
논문 발표
연구윤리교육 실시

4. 강사
- 서울삼성병원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사 이근호
- 건양대학교 의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유두한 교수

첨부 2. 논문 초록 및 포스터 전시 접수 안내 1부

<논문 초록 및 포스터 전시 접수>
1) 초록 제출 : 2016년 3월 21일 ~ 4월 15일
2) 제출 방법 : glovia@hanmail.net 이메일 접수
3) 초록 접수비 : 무료
4) 제출 파일 : 논문 포스터 초록
5) 포스터 발표 : 당일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가로 1 m * 세로 2 m 이내로 직접 제작하여 전시
6) 관련 문의사항 : 학술이사 유두한 glovia@hanmail.net
7) 초록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