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수신자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회원
(경유)
제

목 2021년도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하계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하는 보수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일한 내용으로 개설될 예정이었던 11월 27일 교육은 취소되고, 9월 4일 교육만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주

제 : 코로나 19시대의 호스피스간호와 본질회복

나. 일

시 : 2021년 9월 4일(토) 9:00-17:10

다. 방

식 : 실시간 화상 원격교육

라. 신청방법 : 대한간호협회 에듀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만 가능
(http://edu.koreanurse.or.kr /오프라인 RN교육→오프라인 보수교육→프로그램명 “코로나19”입력)
마. 등 록 비 : 대한간호협회 회원 50,000원 / 대한간호협회 미등록간호사 108,000원
바. 등록기간 : 2021월 7월 23일(금)~ 8월 22일(일)
사. 주의사항 : 1) 출석체크가 강화되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출석체크 미확인 시 미 이수 처리되며, 부분시간 불인정 및 환불 불가)
아.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보수교육 8평점 인정/완화의료전문기관 보수교육 4시간인정
자. 붙

임1. 하계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일정표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장
담당

사무처장

차 민 영

회장

김 숙 남

시행
호완간 2021-435호 ( 2021. 08. 19 ) 접수
(
우 46265 부산시 금정구 오륜대로 74-3 라자로관 501호
/ http://hospicenurse.or.kr
전화 051-515-0784 /전송 051-510-0788
/ hospicenurse@hanmail.net
/ 공개

)

붙임 1. 하계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일정표

2021년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하계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

코로나 19시대의 호스피스간호와 본질회복

-

▮일시 : 9월 4일(토) 09:00–17:10
▮장소 : 실시간 화상 원격교육
▮프로그램
시간

주제

강사
김숙남

9:00∼09:10

개회사

9:10∼10:0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호스피스 환자 돌봄 이슈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회장)
김대균

10:00∼10:30

(코로나 19시대) 호스피스 상담 및 가족간호

10:30∼10:40

휴식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장)
이건숙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실 수간호사)
이은정

10:40∼11:10

(코로나 19시대) 호스피스 현장에서의 요법치료

11:10∼11:40

(코로나 19시대) 임종간호와 사별가족관리

11:40∼12:10

(코로나 19시대) 호스피스 홍보사업

12:10∼13:00

점심
완화의료를 통한 가치기반 헬스 케어(Value-based

13:00∼13:50

호스피스 현장의 회복을 위한 자기 돌봄

14:40∼14:50

휴식
펜데믹 세상, 인문학에 길을 묻다

15:50~17:00
17:00:∼17:10

코디네이터)
윤수진
(동백성루카병원 간호팀장)
김주희
(울산대학교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팀장)
허대석

healthcare)의 실현

13:50∼14:40

14:50∼15:50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김경미
(아주대학교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과장)
박선정

: 까뮈의 “페스트”

(인문학당 달리 소장)
신나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간호본질의 회복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질의응답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