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임원진 및 작업치료 전공학생
제

목: 2021년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는 ‘가자! 지역사회로!- 지역사회중재사례’ 를 주제로 춘
계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주

제 : 가자! 지역사회로! - 지역사회중재사례

나. 일

시 : 2021년 4월 24일(토) 12:30-17:40

다. 방

법 : ZOOM 플랫폼 기반 웹세미나

라. 참석대상 : 학회 임원진, 전국 작업치료전공 학생
마. 접수기간 : 2021년 4월 5일~4월 16일
바. 접수방법 : 구글 설문(링크)를 통한 사전등록(선착순 250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lJXCVesrhD8BDcUBYjiGzUGBoLV-xanLrf6W012reClTzlQ/viewform?usp=sf_link

사. 접 수 비 : 1만원 (카카오뱅크 3333-15-5772460 이춘엽)
아. 환불규정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환불규정 적용
자. 문 의 처 : 총무이사 정남해(whitenam-hae@nate.com)

첨부 1. 2021년도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안내문 1부
첨부 2. 논문 초록 및 포스터 전시 접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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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2021년도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안내문 1부.

<2021년도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1. 주제 : 가자! 지역사회로! - 지역사회중재사례

2. 일시 : 2021년 4월 24일 (토) 12:30-17:40
3. 방법 :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통한 웹세미나(Webinar)
4. 참석대상: 학회 임원진, 작업치료 전공학생
5. 접수기간: 2021년 4월 5일~14일
6. 사전등록: 구글 설문(링크)을 통한 사전등록, 선착순 접수 250명
7. 세부 일정
시간
12:30~13:00

내용

비고

접수 확인

이주현

13:00~13:05

개회식

13:05~13:10

여는 인사 · 학회 소개

13:10~14:10

ZOOM 회의실 입장

논문 초록 및 포스터 전시

(교육이사)
전병진
(학회장)

강연

함민주

지역사회 치매노인의 비약물중재 접근

(교육이사)

14:10~14:20

14:20~14:50

14:50~15:20

15:20~16:20

휴식

강연

장새롬

치매노인의 신체활동 중재 사례

(서울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강연

정아름

치매노인의 인지와 일상활동 중재

(대전 동구 치매안심센터)

16:20~16:30
16:30~16:40

이경민

방문작업치료의 중재 사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휴식
이주현

우수논문 시상식

(교육이사)

16:40~17:10

논문발표

17:10~17:20

논문 질의응답

17:20~17:30
17:30~17:40

연구윤리교육
폐회 및 사진촬영 (ZOOM 화면캡처)

김동현
(편집위원장)

첨부 2. 논문 초록 및 포스터 전시 접수 안내 1부

<논문 초록 및 포스터 전시 접수>
1. 초록 제출 : 2021년 3월 29일 ~ 4월 16일
2. 제출 방법 : hongdgot84@wku.ac.kr 이메일 접수
3. 초록 접수비 : 무료
4. 제출 파일 : ① 논문 초록 (하단 논문 초록 양식 참조, 한글파일 hwp 제출)
: ② 논문 포스터 (논문 초록 접수 확인 후 논문 포스터 양식 ppt 전달 예정)
5. 포스터 발표 : 학술대회 당일 온라인을 통한 전시 예정(12:30~13:00)
6. 관련 문의사항 : 학술이사 홍덕기 hongdgot84@wku.ac.kr
7. 초록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