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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농촌간호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1. 건강한 농촌 지역사회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저희 농촌간호학회에서는 동계학술대회를 건강증진개발원의 지원으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관계자 및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 2020년 12월 4일(금) 13:30 ~ 17:30
나. 장 소 : 온라인개최(등록 후 접속사이트 주소 안내)
다. 주 제 : 『 코로나19 유행을 통해 본 보건진료소의 감염병 위기 대응』
라. 사전등록 : 2020년 11월 30일(월)까지 입금 후 등록
-방법 1 : 농촌간호학회 홈페이지 등록 ; http//www.krhn.or.kr(신규회원)
-방법 2 : 모바일 구글신청서 작성(신규 및 구회원)
https://docs.google.com/forms/d/1LPQpB20SVtnwGJxI_bPn9HO1A_BYu9M7VrQ544b5soA/edit

마. 사전등록비 : 일반회원 4만원, 평생회원 3만원
바. 입금계좌 : 입금계좌 농협 355-0045-9607-33 (한국농촌간호학회)
붙임 1. 2020년 한국농촌간호학회 동계학술대회 일정. 끝.

한국농촌간호학회장
수신처
총무
회장
정미경
전경자
협조자
시행 농촌간호2020-6 (2020. 10. 20.) 접수
(
)
우 2817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전화
041-570-2498
전송
kjajune@sch.ac.kr
농촌간호학회 http//www.krhn.or.kr

〈붙임1. 2020년 동계 학술대회 일정표〉

2020년 한국농촌간호학회 동계 학술대회 일정
○ 주제: 『 코로나19 유행을 통해 본 보건진료소의 감염병 위기 대응』
○ 일시 : 2020년 12월 4일 (금) 13:30~17:30
○ 장소 : 온라인 학술대회/ 강연자 및 진행 임원(건강증진개발원)
사회 : 박명숙(한국농촌간호학회 학술이사)
시 간
13:30~

내

용

연 자
전경자 교수(순천향대학교)
(한국농촌간호학회 회장)
1.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2. 손계순
(전국보건진료소장회회장)

안내 및 개회사

13:40~13:45 격려사
14:45~14:00 축 사
주제강연 1 :
14:00~14:50 코로나19 유행을 통해 본 농촌지역 공공보건
기관의 감염병 위기 대응: 현황과 과제
15:00~15:50

주제강연 2 :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회장
김성재 교수, 서울대 간호대학

코로나 시대의 정신건강

15:50~16:00

신준호 교수, 전남대 의과대학,

Break Time
사회 : 최현경(한국농촌간호학회 학술이사)
연구발표 1:

16:00~16:20

16:20~16:40

'지역유형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인식하
는 직무역량 분석’
연구발표 2:
국가재난대응체계 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역할
연구발표 3:

16:40~17:00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재직의도 구조모형

허필강 팀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인력팀
임은실교수, 대구보건대학교 간
호학과
김순애 교수, 마산대학교 간호학
과

연구발표 4:
김민경, 경남 진주시 정촌소곡보
17:00~17:20 일부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 건강증진프로
건진료소
그램이 농촌여성노인의 노쇠에 미치는 효과
17:20~17:30

질의응답

17:30~18:00

총회

18:00-18:100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