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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성인간호학회 하계학술대회 웨비나 개최 안내 (홍보요청)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한국성인간호학회에서는 2020년 하계 학술대회 웨비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
며, 홍보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일시 및 장소 : 2020년 8월 21일(금) 13:00~16:00 /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Zoom
나. 주

제 : 다학제적 협력 기반 대상자중심 간호의 전망
Future Direction in Person-Centered Nursing with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다. 사전등록 : https://forms.gle/ouJyLGGhnptE3r6WA
라. 등 록 비 : 일반 30,000원, 대학원생 10,000원
마. 프로그램 : 첨부1 참조
바. 문의 : jhj_9889@naver.com

첨부1. 2020년 한국성인간호학회 하계학술대회 웨비나 프로그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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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의금

첨부1. 2020년 한국성인간호학회 하계학술대회 웨비나 프로그램

2020 한국성인간호학회 하계학술대회 웨비나 <다학제적 협력 기반 대상자중심 간호의 전망>
Future Direction in Person-Centered Nursing with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 일시 : 2020년 8월 21일(금) 오후1시~오후4시
• 장소 : 화상회의 플랫폼 Zoom (사전등록자 대상 Link 안내 예정)
• 주최 : 한국성인간호학회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 프로그램
주제

연자
사회 : 박연환 학술이사 (서울대학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현황과 다학제적 협력

허대석 교수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 연구사업단장

1부

대상자 중심 간호 1

이지연 교수

주제 강연

개념적 고찰 및 간호학연구에의 적용과 전망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대상자 중심 간호 2

장연수 교수

임상간호실무에서의 적용사례와 전망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대상자 중심 간호 3

박명화 교수

간호교육과 리더십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13:00~14:55

좌장 | 박수경 학술위원 (고려대학교)
김명숙 학술위원 (강원대학교)
2부
특별 세션
15:00~16:00

대학원생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간호학 연구의 A to Z>

연자 | 강효영 (강원대학교 박사과정생)
이현정 (고려대학교 박사수료생)
류소임 (서울대학교 박사수료생)
임수현 (전남대학교 석사수료생)
오부영 (중앙대학교 석사과정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