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수신자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회원
(경유)
제

목 2019년도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8월 하계학술대회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하는 하계학술대회에 관심 있는 분

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

제 : 호스피스 간호 현장에서의 윤리적 이슈와 돌봄에 대한 존엄성 고찰

나. 일

시 : 1) 2019년 8월 24일(토) 9:00 - 17:40

다. 장

소 : 1)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센터 3층 대강당

라. 신청방법 : 대한간호협회 에듀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만 가능
신청과 동시에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계좌이체로 등록비 납부
*현장등록 없음
마. 등 록 비 : 대한간호협회 회원 5만원 / 대한간호협회 미등록간호사 108,000원
바. 등록기간 : 1) 2019.07.22.(월)~2019.08.11.(일)
사. 주의사항 : 1) 출석체크가 강화되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출석체크 미확인 시 미 이수 처리되며, 부분시간 불인정 및 환불 불가)
2) 무료주차가 불가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보수교육 8평점 인정/완화의료전문기관 보수교육 4시간인정
자. 붙

임 : 1) 학술대회 일정표
2) 찾아오시는 길. 끝.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장
담당

사무처장

이 서 연

회장

김 숙 남

시행
호완간 2019 - 43호 ( 2019. 07. 01. ) 접수
(
우 46265 부산시 금정구 오륜대로 74-3 부산가톨릭대학교 라자로관 501호 / http://hospicenurse.or.kr
전화 051-515-0784 /전송 051-510-0788
/ hospicenurse@hanmail.net
/ 공개

)

붙임 1. 학술대회 일정표
■ 주 제 : 호스피스 간호 현장에서의 윤리적 이슈와 돌봄에 대한 존엄성 고찰

교육시간

교육내용

08:20~08:50(30)

등록

08:50~09:00(10)

개회사

09:00~9:50(50)
9:50~10:40(50)

국내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경과 및
현황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현장에서의
윤리적 갈등

10:40~11:00(20)
11:00~11:50(50)
11:50~12:40(50)

14:30~15:20(50)

자문형 호스피스완화 간호현장에서의
윤리적 갈등
가정형 호스피스완화 간호현장에서의
윤리적 갈등

(100)

김숙남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장

김보람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이승훈

부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이경옥

울산대학교병원

이주민

아주대학교병원

점심시간
소아청소년완화 간호현장에서의

김초희

윤리적 갈등
지역형 호스피스완화 간호현장에서의
윤리적 갈등

15:20~15:40(20)
15:40~17:20

소속

휴식

12:40~13:40(60)
13:40~14:30(50)

강사

정은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완화의료시범사업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휴식
말기환자 돌봄에서의 존엄성 고찰

박은호

17:20~17:40(20)

질의응답

17:40

폐회

가톨릭대학교 교수

붙임 2. 찾아오시는 길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센터 3층 대강당

고속도로 이용시
대전IC 진출 > 동서로 사거리에서 좌회전 > 서대전 사거리에서 직진
금산, 무주 > 안영IC (10분거리)
논산,부여 > 안영IC (10분거리)

KTX 이용 시
대 전 역 : 지하철 이용시 (반석 방향으로 3번째 역 : 서대전 네거리에서 하차 : 1번 출구)
: 택시로 10~15분 거리
서대전역 : 택시로 5분 거리

지하철
1호선 서대전사거리역 1번 출구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