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사전등록 안내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에서는 2016년도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주제: 한국 언어병리학 연구의 과거, 현재와 미래
2. 일시: 2016년 09월 10일(토) 오전 9:00 ~ 오후 5:30
3.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삼성교육문화관 대강당 (오전) / 교육관 B동 (오후)
4. 등록
1) 사전 등록기간: 2016년 08월 22일(월) - 09월 02일(금)
2)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402-057139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예금주)
3) 등록비
가. 개별등록
구분

사전등록

당일등록

08월 22일(월) - 09월 02일(금)

회원

55,000원

65,000원

비회원

60,000원

75,000원

학생회원(석사,학부생)

35,000원

45,000원

나. 단체등록
20인 이상 단체로 사전 등록하시는 경우 구분에 따른 사전등록비의 전체 금액 중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 ‘학생회원’은 언어병리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및 석사생을 의미하며 해당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회가 가능합니다. ‘회원’은 2016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합니다.
*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께서는 “비회원” 금액으로 접수하셔야 하므
로, 사전에 회비를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번호, 비밀번호 확인 및 회비납부 내역은
해당 학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회원가입→회원번호찾기)
4) 사전등록 절차
등록비 입금

등록서 작성

등록완료

우리은행 1005-402-057139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예금주)

등록비 입금과 동시 반드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신청서와 입금이
확인되면 등록확인은
e-mail로 통보

★ 성명과 소속을 모두 기재
(예) 등록자가"홍길동"일 경우:
홍길동(이화여자대학교)

⇨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홈페이지
(http://www.kasa1986.or.kr)

⇨

*메일발송은 학회의
신청서와 입금 확인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 발송되므로
1~2일의 시간소요.

5) 환불 신청
신청기간
08/22(월)09/03(토)
09/04(일) 09/08(목)
09/09(금)
0시 이후

환불 규정

환불 일정

★등록비의 환불신청은 반드시

전액 환불
50% 환불

비고

09월 16일(금)오후에
일괄 환불 예정

환불 안 됨

학회에 이메일 (haksul2016@gmail.com)
을 통해서만 가능
★개인사정상 취소 후 발생되는 계좌이체
환불수수료는 등록자께서 부담하셔야 함.

5. 기타 안내
1) 등록비에는 관련 학회자료, USB, 기념품 및 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발표자를 포함하여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3)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등록하시는 경우 대표자가 명단과 금액을 학회에 이메일
(haksul2016@gmail.com)을 통하여 꼭 알려주십시오. 명단에는 참석자 성명, 구분(회원,비회원,학생),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앞자리가 포함되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당일등록 신청
- 08/22(월)~09/02(금)의 사전등록 신청 결과 마감되지 않을 경우 당일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 사전등록 신청 결과 인원이 초과되어 등록이 마감된 경우에는 당일등록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당일등록 시간: 09월 10일 (토) 오전 9시 00분 ~ 9시 30분
- 당일은 혼잡하오니 가능하면 사전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대회간사: 엄보라 010 7440 8387 / 양윤희 010 2775 1776
학회재무간사: 김예나 010 6482 6439
이메일(haksul2016@gmail.com)
8. 장소 및
- 대회장 1
- 점심식사
- 대회장 2

주차 안내
(장소: 이화삼성교육문화관 - 시간: 9:00 – 12:30)
(장소: 생활환경관 학생식당 - 시간: 12:30 – 14:00)
(장소: 교육관 B동 / 시간: 14:00 – 17:30)

[오시는 길] - 다음 장에 지도 첨부

[오시는 길]

교육관 B동

이화삼성교육문화관

생활환경관
학생식당

- 대중교통: 2호선 이대역(4번 출구, 도보10분), 3호선 독립문 역(5번 출구, 독립문역 정류장
도보 2분, 7737번 버스, 이대후문 하차)
- 자가용 이용 시: 주차장소 (ECC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안내]

주차장 출입구

ECC 지하 주차장

*정·후문으로 입·출자가 가능하며, 모든 차량은 ECC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주차할인권 구입 가능(4000원 종일권)

9. 일정

시간

행사내용

9:00-9:30

등록 및 접수

제 1 부 - 개회식, 기조 강연 및 포스터 발표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삼성교육문화관 대강당
개회식 및 축사
9:30-10:00

사

회: 성지은 (조직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개회사: 심현섭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장)
축

사: 성효현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장)

1.심현섭(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한국 언어병리학의 과거, 현재와
미래
10:00-12:00

2. Dr. Benjamin Munson (University of Minnesota, Dept. of
Speech-Language-Hearing Sciences): Improving the Assessment of Child
Phonology: Evidence from Cross-Linguistic Studies

12:00-12:30

포스터 발표 및 심사

중식

12:30-14:00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이사회

제 2 부 - 구두 발표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 B동

언어발달

조음음운 및

유창성

신경언어

청각장애 및

장애

음성장애

장애

장애

기타

14:00-16:00

제 3 부 – 폐회식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 B동
16:00-16:30

폐회식

16:30-17:30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