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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 웰다잉 돌봄 교육과정 등록안내

1. 귀 학회(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농촌간호학회에서 『지역사회 중심 웰다잉 돌봄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설
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다
가. 일

시:

음 -

1차 과정 2018년 4월 7일 토요일 09:00 – 17:30
2차 과정 2018년 4월 21일 토요일 09:00 ~ 17:30

나. 장

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니케이션(C&V) 센터2층 1중회의실

다. 주

제:『지역사회중심 웰다잉 돌봄 교육과정』

라. 내용

및 상시학습 인정시간: 워크숍 일정표 참조/13시간10분(1,2차 모두 참석 시)

마. 교육신청: 2018년 2월 28일 ~ 4월 5일까지 붙임2의 사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메일(krhncare@gmail.com)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바. 사전등록: 농협 355-0045-9607-33(한국농촌간호학회), 각 회차별 100,000원(1·2
회차 신청시 200,000원) 입금 시 등록완료. 1차는 4월 3일, 2차는 4월 17일부터는
신청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붙임

1. 2018년 한국농촌간호학회 연수프로그램 1· 2회 일정 각 1부.
2. 2018년 한국농촌간호학회 연수프로그램 사전등록신청서
3. 찾아오시는 길 안내.

끝.

※ 참고 사항
□

교육과정은 1, 2회로 진행되고, 각 과정별 신청이 가능하며,
두 과정을 모두 참석할 경우 『지역사회중심 웰다잉 돌봄 교육과정』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1회 참석하는 경우는 참석확인증을 발급함).

□ 상시학습안내
상시학습은 1회 6시간 10분, 2회 7시간으로 각 회별 참여시간이 상시학습인정 시간으
로 참여하신 각 시군담당자께 연락하시어 상시학습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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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8년 한국농촌간호학회 연수프로그램 일정>

지역사회 중심 웰다잉 돌봄 교육과정 (1회)

일 시 : 2018년 4월 7일 토요일 09:00 ~ 17:30
장 소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니케이션(C&V) 센터 2층, 1중회의실

사회 : 박선아 (한국농촌간호학회 교육이사)
09:00-09:30

등록

09:30-12:30
(150 분)

죽음에 대한 이해 1
- 문화적 접근, 자연스런 죽음의 과정
-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돌봄

12:00-13:30
(90 분)
13:30-15:30
(120 분)

윤수진
(포천모현의료센터 교육팀장)

점심식사
죽음에 대한 이해 2
-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과 발전전략
- 무익한 의료행위/연명의료/사전의료의향서

15:30-15:50
(20 분)

김형숙
(순천향대 간호학과 교수)

휴식

15:50-17:20
(90 분)

말기환자 증상관리
윤수진
- 삶의 마지막에 경험하는 문제 및 증상 관리
(포천모현의료센터 교육팀장)
-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17:20-17:30
(10 분)

Q & A
참석확인증 전달

※행사 당일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018년 한국농촌간호학회 연수프로그램 일정>

지역사회 중심 웰다잉 돌봄 교육과정 (2회)
프로그램 소개 :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웃이나 친척 혹은 돌봄
자들은 어떻게 그를 위로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본인은 가장 필요한 위로를 했다고 하지만
사별자들은 그 말과 행동이 가장 큰 상처로 다가와 또 다른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본 워크
숍에서 실시하는 상실수업은 사별을 돌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실을 먼저 바라보고 상실의
다양성, 상실의 종류 및 상실의 슬픔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봄으로써, 사별자들에
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전문적인 도움과 치료적 동반자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일 시 : 2018년 4월 21일 토요일 09:00 ~17:30
장 소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니케이션(C&V) 센터 2층, 1중 회의실
사회 : 박선아 (한국농촌간호학회 교육이사)
09:00-09:30

등록

09:30-11:30
(120 분)

Session 1: 죽음 앞에 선 인간

손영순, 까리따스 수녀

11:30-12:30
(60 분)

Session 2: 버킷 리스트 (버리고 떠나기)

손영순, 까리따스 수녀

12:30-13:30
(60 분)

점심식사

13:30-16:30
(180 분)

Session 3: 나의 상실과 마주하기

김현숙 테라피스트

16:30-17:10
(40 분)

Session 4: 나눔과 파견

손영순, 까리따스 수녀

17:10-17:30
(20 분)

Q & A
이수증 전달

※행사 당일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2018년 한국농촌간호학회 연수프로그램 사전신청서>

『지역사회 중심 웰다잉 돌봄 교육과정』사전등록 신청서

1. 일

시

2. 장

소

1회 : 2018년 4월 7일(토) 09:30 ~ 17:30
2회 : 2018년 4월 21일(토) 09:30 ~ 17:30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니케이션(C&V) 센터 2층, 1중회의실

3. 등록비

100,000원(각 회별)

4. 입금계좌

농협 355-0045-9607-33, 예금주 한국농촌간호학회

5. 사전등록
마 감 일
6. 사전등록
방

법

2017년 4월 5일(목요일)까지
등록비를 입금하신 후 사전등록 신청서(홈페이지 참조 및 첨부 양식)를
작성하셔서, 메일(krhncare@gmail.com)로 전송하시면 등록 완료

--------------------------------------------------------------------------------------------------------------

< 사전등록비 입금내역 >
1. 개인
성명

회원분류

소속기관명

근무부서

□ 일반

□

주소
E-mail
참석희망 회차

휴대전화
□ 1회차

□ 2회차

입금일

□ 1·2회차
입금액

입금자명

2. 단체
입금일

입금총액

소속기관명

입금자명

연락전화번호

E-mail

주소
교육참석자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E-mail

평생

<붙임 3. 찾아오시는 길 안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니케이션 센터(C&V센터) 2층, 1중회의실
(28160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청북도

C&V센터

tel.043-200-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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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KTX : 오송역 하차 (택시로 5분 거리)
열차 : 조치원역 하차 (택시로 20분 거리)
자가용
청주 IC(경부고속도로) - 조치원,행정도시 방면 우측 → 고가도로옆길(36번국도) → 오송생명과학단지 방
면 우측 → 국책연구기관 방면 우회전(오송생명 3로) → 좌회원(오송생명2로) → 도착
서청주 IC(중부고속도로) - 옥산,청주역방면 우측 → 청주역사거리(청주역로) → 월곡사거리(36번국도) →
고가도로옆길(36번국도) → 오송생명과학단지 방면 우측 → 국책연구기관 방면 우회전(오송생명 3로) →
좌회원(오송생명2로) →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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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06:45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