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한 물 리 의 학 회 
수 신 병원, 기관 및 대학교 학과, 각 학과 교수

(경유)    
제 목  제18회 대한물리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On-line)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물리의학회에서는 2020년도 제18회 추계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3. 학회 및 회원의 발전 그리고 물리치료계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

니다.

-  아래 -

   가. 일시: 2020년 11월 7일(토요일) 13:00~17:00 

   나. 유형 : 온라인(on-line) 학술대회. 클라썸(classum) 및 줌(Zoom) 기반.

         다. 초록 및 포스터 접수 : 2020년 09월 14일(월) ~ 2020년 10월 23일(금)

            - 이메일 접수 : kspm1st@hanmail.net  

            - 초록 및 포스터 접수 관련 상세내용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이메일 발송 예정

   라. 등록 : 2020년 9월 14일(월) ~ 2020년 10월 23일(금) 

      1) 참가비 : 회원 및 물리치료사 : 10,000원, 학부생 : 5,000원

         (입금 후 “성함, 소속, 연락처, 이메일, 입금여부”를 학회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비회원의 경우 학회홈페이지 내 “온라인논문투고/심사”에서 반드시 회원가입 후 진행 

      2) 입금계좌: 국민은행 811001-01-394749 예금주) 대한물리의학회 

                   반드시 입금자명을 포함해 작성 예) 홍길동 학술

      3) 학회 이메일: kspm1st@hanmail.net

      4) 반드시 등록기간 내 사전등록 부탁드립니다. 학술대회 당일등록 불가.      

   

   마. 세부일정: 첨부 참조

첨부 1. 학술대회 세부일정표.  

        2. 온라인 학술대회 참가방법.     끝.

대한물리의학회장

 

담 당 자 학술이사 장 상 훈 학 회 장 유 경 태

협 조 자

시행  2020-8 접수

우 3845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번지 남서울대학교 / http://www.kspm.or.kr/

전화  kspm1st@hanmail.net(학회) 공개



# 첨부 1. 학술대회 세부일정표

제 18회 대한물리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정 및 세부사항

          일  시 :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13:00 ~ 17:00)

          참가비 : 회원 및 물리치료사 – 10,000원, 학부생 – 5,000원

       

          주제 : 최신 물리치료 접근법 및 물리치료 창업

세부 일정표

시간 프로그램 진행 및 특강자 진행방법

13:00~13:10 개회식 및 축사 학회장, 충남도회장 실시간 진행 

      session 1. 최신 물리치료 접근법 및 물리치료 창업 좌장 : 김형동 (고려대)

실시간 발표 및 

토론

13:10~13:30 특강 :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활용한 치료접근 이현민 (호남대)

13:30~13:50 특강 : 물리치료사의 새로운 영역 박철호대표 (바트리움)

13:50~14:10 특강 :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한 기술창업 이수경 (동의대)

14:10~14:30 휴식시간

      session 2.   물리치료 최신연구 및 연구윤리 좌장 : 이경순 (동주대)

실시간 발표 및 

토론

14:30~15:10 신진과학자 최신연구발표 발표자 : 신진과학자

15:10~15:30 물리치료 연구윤리 한동욱 (신라대)

15:30~15:40 휴식시간

15:40~16:00 session 3. 포스터 전시 및 발표
온라인 전시 

실시간 토론

16:00~16:10 시상식 사회자, 회장 진행 실시간 진행 

16:20~17:00 정기총회 및 폐회식 사회자, 회장 진행 실시간 진행 



# 첨부 2. 온라인 학술대회 참가방법  

제18회 대한물리의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참가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강좌 링크는 등록한 회원들에게 강좌 오픈 1일전 (2020년 11월 6일) 등록한 e-mail로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스팸 메일함도 함께 확인 요망)

2. 온라인 강좌 (클라썸 : classum) 접속 시 간단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

셨던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 온라인 강좌 (클라썸)에 회원가입을 미리 부탁드립니다. 

3. 또한 모바일에서는 클라썸 어플과 ZOOM 어플을 미리 설치 부탁드리며, PC에서는 ZOOM 파일을 설

치 부탁 드립니다. (회원가입은 클라썸만 필요함)

- 클라썸  https://classum.com/ (회원가입 필요)

- ZOOM https://zoom.us/download (회의용 Zoom 클라이언트) _ 프로그램만 설치

 * 반드시 신청해 주셨던 이메일 주소와 온라인 강좌 (클라썸) 회원가입시 이메일 주소가 동일해야 합

니다.

4.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주셔야 학술대회 참가가 가능합니다. 당일 접수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5. 학술대회 등록자에게 구체적인 학술대회 참여방법에 대하여 다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