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라인 서비스의 변화와 불변 - COVID-19에 따른 적응과 혁신 
제17회 아시아태평양 국제전화상담회의 소개서

•주최: 국제 라이프라인 대만협회총회  

•주관: 타이중시 라이프라인 협회 

        타이중시 캠퍼스 사랑 학생 자원 봉사 스포츠 연맹 협회 

•후원: 대만 도시별 라이프라인 협회, 아시아 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국립금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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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개
APTCC(Asian-Pacific Telephone Counseling Conference) 

는 3년마다 열리는 전화상담에 관한 국제회의로, 원래 대만, 
일본, 한국이 주도하여 생명선을 주 주최 및 참가자로 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과 함께 회의를 참여합니다. 

국제 라이프라인 대만 협회는 2023년 3월 23일(목)부터 25일
(토)까지 타이중 하워드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되는 2023년 
제17회 아시아태평양 국제전화상담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컨퍼런스 개회식은 3월 24일 오후 2시에 시작될 것으며, 컨
퍼런스에서는 특별 워크숍, 논문 발표, 특별 토론회 등의 주
제로 여러 연설이 있었으며 심도 있는 도시 문화 투어도 마
련되었습니다. 저녁 만찬에서는 지역 특별 공연이 있습니
다. 국경을 넘어 이 풍부한 육체와 영혼의 향연을 함께 보내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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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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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목요일      March 23   3월23일

12:00~17:00 1F豪吧 외국손님 참가자 체크인

15:00~17:00 16F 翡翠廳 아시아 태평양 상임 회의 준비 회의

17:00~18:00 16F 
珍珊廳

대회환영식

18:00~21:00 환영만찬

Saturday  토요일      March 25   3월25일

07:30~08:00 3MF 
華宴廳 아침명상

08:30~10:00
5F 

會議室

워크샵W1 - W5

10:00~10:30 티타임

10:30~12:00 워크샵W6 - W10

12:00~12:30 3MF 
華宴廳 폐회식/도시락

12:30~13:30
대만 라이프라인 전국 연차 대회 메인 회장으로 

연결

13:30~14:30 대만 라이프라인 전국 연차 대회 개막식

14:30~ 도시 관광 투어

비고： 
아시아 태평양 회의의 세 번째 날은 대만의 2023 Taichung Lifeline National Annual 
Conference입니다.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Friday  금요일      March 24   3월24일

07:30~08:00 ⼾外壹⼼園 아침명상

08:00~14:00 市區之旅 문화여행

12:00~14:00 1F豪吧 대만 참가자 체크인

14:00~14:30

17F 福華廳

대회개막식

14:30~15:30
Keynote speech : Prof. Shu-Sen Cha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15:30~16:00 티타임

16:00~17:00
Plenary speech : Prof. Paul Yip 
(The University of Hong Kong)

17:00~18:00 국가별 전화상담 서비스 실적보고

18:30~21:30 3MF 國際宴會
廳 아시아 태평양 만찬 및 문화의 밤



핫라인 서비스의 변화와 불변 - COVID-19에 따른 적응과 혁신 
제17회 아시아태평양 국제전화상담회의 - 등록양식 

얼리버드 등록 마감날짜：2023/2/15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비와 함께 소속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속협회에서

는  여러분을 도와 대만총회로 보내시면  일괄적으로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Please print clearly for accurate name badges and guest list※

◎협회/기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남□여

◎중문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권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보험가입을 위해 꼭 작성해주세요.)

◎출생년월일：______년______월______일

◎연락처：___________________________ TAX：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회사전화：______________________

◎주소：□상기제시된 소속협회명／기관　　□개인사무실　　□주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사：□육식□채식□조식채식

◎언어：□중문□영문□일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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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fill up your account informa3on as below and deliver to remi8er for submi9ng applica3on 
to remi9ng bank for sending remi8ance to our account with correspondent bank and further 
credit to your account with us. 
Account informa3on : (SWIFT MT103 tag 57A) 
Beneficiary Bank : The Shanghai Commercial and Savings Bank Ltd., Taipei, 

Taiwan, SWIFT CODE : SCSBTWTP (SWIFT MT103 tag 
59) 

Beneficiary name : TAIWAN LIFELINE INTERNATIONAL 
Account No. : 40102000027176



【제17회 아시아태평양 국제전화상담회의-회의정보】자세한 내용은 브로셔를 참조하십시오
◎시간： 2023 년 3 월 23 일(목) -  25 일(토)，총3일
◎장소：Howard Prince Hotel Taichung (No. 129, Anhe Road, Xitun District, Taichung City, 

407) 【일정및비용안내표】：2023년2월 15일 이전에 등록하면 얼리버드 가격이 적용됩니

다

*Part II 숙박은 1박이 아닌 총 금액입니다.

*등록비 : 식사, 회의자료, 기념품 등 포함(행사장 도착 전 숙박 및 교통비 제외)

*아시아 태평양 회의의 세 번째 날은 대만의 2023 Taichung Lifeline National Annual Conference입니다.     참가자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총금액 확인하십시오：US $
등록날짜： YYYY        MM        DD 
서명：

연락처/담당자：국제사단법인대만라이프라인협회 /孫蔚然사회복지사 陳萱佳 주임
연락처: 9F-1, N0. 183, Section 4, Nanjing E. Rd 
전화번호：+886 227 189 595      E-mail：2023aptcc@gmail.com

Part I 
동록비

Part II 
숙박비(조식포함)

Total per person US$ 
【다양한 일정 및 객실 유형에 따른 비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체크
하고 지불할 비용를 확인하십시오.】

참석일정
및날짜 얼리버드 정가 객실유형 얼리버

드 정가 얼리버드 정가

3/23-25  
2박3일

350 400

숙박없음 □ 350 □ 400

더블룸 140 180 □ 490 □ 580

싱글룸 280 360 □630 □ 760

후원: 국제 라이프라인 대만협회총회  
주최: 타이중시 라이프라인 협회, 타이중시 캠퍼스 사랑 학생 자원 봉사 스포츠 연맹 협회 공동주최: 대
만 도시별 라이프라인 협회, 아시아 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국립금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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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Card Payment Authorization Form 
Third Party Payment / Fax Authorizati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transaction, please print out this form, fill-in completely and fax it together with copy of both the 

front and back side of the credit card to (886)4-2515-0903 
I hereby authorize the " Taichung Shan Haitun International Lifeline Association" in debit the following credit card as settlement of the below mention 

charge.  

" Taichung Shan Haitun International Lifeline Association " 

This agreement is irrevocable and confirms personal liability. In the event of any discrepancy between the 
English version and the Chinese version,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Please select Credit Card       MasterCard □      Visa □      JCB □     

Credit Card Number □□□□-□□□□-□□□□-□□□□

CVV2 □□□ 

Cardholder Name 

Expiry date □□/□□(MM/YY)   Total Amount 

Issuing Bank 

Cardholder Signature 

Date                                                    (DD/MM/YY)

CARDHOLDER CONTACT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Email

Mailing Address

Taiwan Lifeline International 
T +886-2-27189595    F +886-2-25473589    2023aptcc@gmail.com 
9F-1, N0.183, Section 4, Nanjing East Road, Songshan District, Taipei City,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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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3~25. 2023 
 
 
 
 
 
 
熱線服務的變與不變  －  C O V I D 下的調適與創新  

Changes and Continuities of Hotline Services - Adaptation and Innovation under COVID-19 

徵稿說明 
Call for papers 

投稿之內容包括 COVID-19 發生前與發生後的各類議題，包括：電話諮商與健康心理、各種諮商
輔導治療介入模式、網路諮商、創傷與悲傷治療、推廣教育預防方案、自殺防治處遇模式、各種
服務使用者（老人、青少年、婦女、新住民、原住民…等） 之心理健康或自殺防治相關議題、
經濟及失業、各類創新議題等方案服務成效研究與熱線服務相關研究等均可。 
 
The submissions cover various issues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including: telephone counseling 
and health psychology, various counseling and counseling treatment intervention models, Internet 
counseling, trauma and grief treatment, promotion of educational prevention programs, suicide prevention 
and treatment models, various service users (the elderly, adolescents, women, new residents, Aboriginal 
peoples, etc.), mental health or suicide prevention-related issues, economics and unemployment,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innovative topics and other programs and services, and research on hotline 
services. 

題目： 
Topic: 

姓名： 
Name: 
工作機構： 
Place of Work: 
職稱： 
Job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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擬投稿參加 
Type of Submission 
 
投稿 

Submission 
論文實體口頭發表（2023 年 03 月 25 日） 

Oral presentation of a thesis (March 25, 2023) 
海報發表（2023 年 03 月 23 日至 25 日） 

Poster presentation (March 23~25, 2023) 
不參加投稿 

Not participating in submissions 
  
文章繳交 
Article Submission 
1. 2022 年 12 月 15 日前交 500 字以內摘要。 

Submit a summary that is within 500 words before December 15, 2022. 
2. 2022 年 12 月 30 日前通知是否錄取。 

You will be notified of whether or not you were admitted before December 30, 2022. 
3. 2023 年 01 月 15 日前交全文或 15 頁以上之簡報。 

Submit the full text or a presentation of at least 15 pages before January 15, 2023. 
4. E-mail 至：2023aptcc@gmail.com 

E-mail to: 2023aptcc@gmail.com 
5. 聯絡電話：+886-2-27189595 

Contact number: +886-2-27189595 
6. 投稿獲大會接受，將發給中、英文發表證明，並贈送紀念品乙份。 

If the submission gets accepted by the conference, a certificate of publication in both Chinese and English will 
be issued and a souvenir will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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