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농어촌, 그 삶과 함께 하는 건강한 간호

한국농촌간호학회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

수신

한국농촌간호학회 회원

(경유)

제목

2017년 추계 학술대회개최 안내 및 참석 협조
1. 건강한 농촌 지역사회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저희 학회에서는 추계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 2017년 12월 20일(수) 09:30 ~ 17:00

나. 장

소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니케이션 (C&V) 센터 2층, 2&3 중회의실

다. 주

제 : 『 변화된 보건진료소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 』

라. 내용 및 상시학습인정 : 추계학술대회 일정표 참조 / 상시학습 6시간
마. 참가신청 :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 및 등록비 입금 후, 신청서(홈페이지 참조)를 이메일
로 송부(krhncare@gmail.com),사전등록마감은 2017년 12월 15일(목)입니다.
바. 등 록 : 농협 355-0045-9607-33, 한국농촌간호학회로 등록비 입금(12월 18일부터는 신청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학술대회등록 문의: 총무 정미경 010-8736-4684).
분 류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평생, 일반 회원

60,000원

70,000원

대학원생

40,000원

50,000원

사.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초록 접수
- 접수기간 : 2017년 11월 22일(수) ~ 12월 15일(금)
- 초록 양식 : A4 용지 1장을 넘지 않도록 작성(첨부 파일 참조)
- 접수방법 : 학술이사(경상대 하영미교수, yha@gnu.ac.kr)에게 이메일 접수
- 우수포스터 시상 예정

붙임 1. 2017년 추계 학술대회 일정표 1부.
2. 찾아오시는 길 안내.
3. 2017년 추계학술대회 사전신청서(별첨). 끝.

※ 상시학습안내
상시학습 인정시간은 6시간입니다. 참석하신 후 결과보고서를 기안하시어 참석확인증
을 첨부하시고, 각 시군담당자께 연락하시어 상시학습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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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7년 추계 연합학술대회 일정표〉

변화된 보건진료소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
○ 일시 : 2017년 12월 20일 (수) 09:30~17:00
○ 장소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니케이션 (C&V) 센터 2층, 2&3 중회의실
사회 : 하영미 (한국농촌간호학회 학술이사)
시

간

내

용

연 자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

송연이 교수(충청대학교)
농촌간호학회 회장

10:10-10:20 축사

1. 김숙자 회장
(보건진료소장회)
2. 이예숙 회장
(충북보건진료소장회)

10:20-11:10

주제강연 1
- 보건진료소의 현황과 발전방향

임은실 교수
(대구보건대학교)

사례발표 1
신현주 팀장
11:10-12:00 - 보건기관 기능개편 : 건강생활지원센터 내
(경기도 남양주시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
12:00-13:30 점심
13:30-14:00 포스터 세션
사회 : 박지연 (한국농촌간호학회 출판이사)
14:00-14:30 정기총회
주제강연 2
- 보건진료소 간호실무의 변화와 확장
사례발표 2
15:20-16:00
-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 사례
14:30-15:20

16:00-16:40

사례발표 3
-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의 기획 사례

16:40-17:00 종합토의 및 폐회
※ 행사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경자 교수
(순천향대학교)
석은숙 보건진료소장
(충북 옥천군 신매보건진료소)
정미경 보건진료소장
(충북 보은군 산대보건진료소)

〈붙임 2.

찾아오시는 길 안내〉

- 주소 : 28160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청북도 C&V센터, 2층
2&3 중회의실(2중회의실과 3중회의실 모두 이용)
- Tel.043-200-9100 (혹은 9166) http://www.kbio.kr/
- 네비게이션에서 '충청북도 C&V센터' 또는 위의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 택시를 타시고 '충청북도 C&V센터'라고 말하시고 모르시는 경우, 오송두산위브센티움이
오른쪽에 보이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 교통편 >

1. 철도
KTX : 오송역 하차 (택시로 5분 거리)
열차 : 조치원역 하차 (택시로 20분 거리)

2. 자가용
○ 청주 IC(경부고속도로) → 조치원, 행정도시 방면 우측 → 고가도로 옆길(36번국도) → 오
송생명과학단지 방면 우측 → 국책연구기관 방면 우회전(오송생명 3로) → 좌회원(오송생명
2로) → 도착
○ 서청주 IC(중부고속도로) → 옥산, 청주역 방면 우측 → 청주역사거리(청주역로) → 월곡사
거리(36번국도) → 고가도로옆길(36번국도) → 오송생명과학단지 방면 우측 → 국책연구기
관 방면 우회전(오송생명 3로) → 좌회원(오송생명2로) → 도착

3. 시외버스
서울 남부 터미널 ↔ 오송역 3번 출구 ↔ 오송첨단복합단지 (1일 편도 3회 운행)
- 상행(오송타운 남문-서초동): 15:20, 18:50
- 하행(서초동-오송타운 남문): 07:00, 19:25

<붙임 3. 2017년 추계 학술대회 사전신청서>

2017년 한국농촌간호학회 추계학술대회 사전등록 신청서
▶일 시 : 2017년 12월 20일(수) 09:30 ~17:00
▶장 소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니케이션 (C&V) 센터 2층, 2&3 중회의실

▶등록비 및 입금계좌
분류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일반, 평생회원

60,000원

70,000원

대학원생

40,000원

5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

예금주: 한국농촌간호학회

/계좌번호: 355-0045-9607-33

▶ 사전등록마감일: 2017년 12월 15일(금)까지
▶ 사전등록 방법 :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 및 등록비 입금 후, 신청서(홈페이지 참조)를
메일(krhncare@gmail.com)로 전송하시면 등록 완료
-------------------------------------------------------------------------------------------------------

< 사전등록비 입금내역 >
1. 개인
성명
소속기관명

부서

직위

주소
E-mail

휴대전화

입금일

입금액

입금자명

2. 단체
입금일

입금총액

소속기관명

입금자명

연락전화번호

E-mail

주소
성명

부서

직위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