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26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화: 033-741-0255 e-mail: jobstress2017@yonsei.ac.kr

번

호: 직무학 19-07

시행일자: 2019년 2월 27일
수

신: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제

목: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2019년 동계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홈페이지 공지 요청

1. 귀 기관의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학회에서 2019년도 동계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9년 3월 23일(토), 09:00-18:00

• 장

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종합관 331호

• 주

제:

직무스트레스연구에서 참여행동접근 방법

붙임:

학술 프로그램 총 1장, 포스터초록양식 안내1장. 끝

<학술 프로그램>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2019년 동계학술대회

• 일

시: 2019년 3월 23일(토), 09:00-18:00

• 장

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종합관 331호

• 주

제: 직무스트레스연구에서 참여행동접근 방법

• 프로그램
시

간

제

목

좌장 및 연자

09:00-09:30
09:00-12:20

등록접수
<워크샵세션>

서춘희(인제대)

직무스트레스 PAOT 워크샵

12:20-13:30

점심식사 (개별식사)

13:30-13:40

학회장 인사 및 개회식

학회장 : 고상백(원주의대)

1부

직무스트레스 연구에서 참여행동접근

좌장: 정진주

13:40-14:20

참여행동접근 연구

김인아(한양의대)

14:20-15:00

PAOT와 직무스트레스 연구

송한수(조선의대)

15:00-15:20

<포스터세션>

좌장: 강모열(가톨릭대)

2부

간호사 노동과 직무스트레스평가

좌장 : 장세진(원주의대)

15:20-15:50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모형

15:50-16:20
16:20-16:50

김인아(서일대 간호학과)

의료기관 간호사

윤미라(중앙대 간호학과)

직무스트레스요인(질적연구)
의료기관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도구 개발

백희정(중앙대 간호학과)
이복임(울산대 간호학과)

16:50-17:30

최원영(행동하는 간호사회)

지정토론

김형렬(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신희주(가톨릭대 사회학과)

17:30-17:50

전체토론

17:50-18:00

폐회 및 포스터발표 시상

<등록 안내 및 회원 가입 절차>
◇ 등록 안내
사전등록: 2019년 3월 15일 (금)까지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1-319203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사전등록비를 입금하실 때, 성함 및 회원 상태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적어 납
부해주십시오.
예) 홍길동, 평생회원 è 홍길동평
예) 홍길동, 일반회원 è 홍길동일
예) 홍길동, 학생회원 è 홍길동학
예) 홍길동, 비회원 è 홍길동비
입금 후, 성함/소속/입금내역/회원 상태 여부를 메일(jobstress2017@yonsei.ac.kr)
로 보내주셔야 사전등록이 확인이 됩니다.
연회비

사전등록

현장등록

평생회원

-

35,000원

45,000원

일반회원

20,000원

35,000원

45,000원

전공의, 학생회원

20,000원

25,000원

35,000원

비회원

-

55,000원

65,000원

◇ 참고로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회비(2만원) 또는 평생회비 (10만원)를 위의 계좌번호로 납입하신 후, 메일
(jobstress2017@yonsei.ac.kr)로 첨부된 회원가입신청서를 보내주셔야 정식 회원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 시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함께 납
입하셔도 됩니다.

<포스터발표안내>
◇ 초록접수기간: 2019년 3월 15일 (금)까지
◇ 포스터규격: 가로 0.85m, 세로 1.3m
◇ 포스터발표를 하실 분은 1월23일까지 메일은 통해서 초록을 보내주시기 바라
며, 아래 규격양식에 맞추어 포스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포스터세션은 15:00~ 15:20분이며, 평가 후 우수 포스터는 시상합니다.

2019년 동계학술대회 오시는 길
• 장 소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종합관 331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03722)
• 주차안내 : 종일주차쿠폰(8,000원) 구매가능

·약도

·원내배치도

·교통수단별 오시는 길

초 록 양 식

1. 편집용지 : 한글 기본 양식(default를 바꾸지 마십시오)
① 용지종류 : A4 (1~2장)
② 용지여백 : 머리말, 꼬릿말: 15, 오른쪽, 왼쪽: 30, 제본: 0, 위: 20, 아랫쪽: 15
③ 장평 : 100% / 줄간격 : 160%
2. 제목 : 글자크기-16, 글자모양-중고딕 진한 글자체 (가운데 정렬)
3. 저자 :
① 제목과 1단의 간격을 둔다. 글자크기-10,글자모양-중고딕 진한 글자체(오른쪽정렬)
②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성명 사이에 “ㆍ” 넣어 연이어 적는다.
③ 발표자 성명 밑에 밑줄을 긋는다.
④ 소속이 다른 공동저자가 있으면 우측위에 “

1)

,

2)

,

3)

” 으로 표시하여 구분한다.

4. 소속 : 저자와 1단의 간격을 둔다. 글자크기-10, 글자모양-중고딕 (오른쪽 정렬)
5. 본문 : 글자크기-10, 글자모양-신명조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 연구결과에 표 삽입가능
4. 고찰
※ 1, 2, 3, 4의 시작과 끝은 각각 1단씩 띄운다
6. 초록 하단에 발표자의 연락처(전화번호, 핸드폰, e-mail)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7. 초록 작성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학회로 연락주십시오.
※ 보내주신 초록은 그대로 게재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초록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