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농어촌, 그 삶과 함께 하는 건강한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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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한국농촌간호학회 회원

(경유)

제목

2017년 춘계 연합학술대회개최 안내 및 참석 협조
1. 건강한 농촌 지역사회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저희 학회에서는 춘계학술대회를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연합학술대회와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 2017년 6월 22일(목) 09:30 ~ 17:00

나. 장

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1부), 간호대학 제2연구동 103호(2부)

다. 주

제 : "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간호실무 "

라. 내

용 : 춘계학술대회 일정표 참조

마. 참가신청 :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만 가능(2017년 5월 22일~ 6월 15일)
바. 입

금 : 우리은행 1002-354-712597 이한주, 일반 70,000원, 학생 40,000원)

※ 사전등록은 6월15일(목)까지 온라인 입금 후에 홈페이지(http://www.kchn.or.kr)에서 등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현장등록은 없으며 6월 19일부터는 신청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붙임 1. 2017년 춘계 연합학술대회 일정표 1부.
2. 찾아오시는 길 안내.
3. 2017년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연합학술대회 초청장(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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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7년 춘계 연합학술대회 일정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간호실무
• 일시 : 2017년 6월 22일 (목) 09:30~17:00

• 장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강당

지역사회간호 연합학술대회 일정
09:30~10:00

등록

10:00~10:10

축사
개회사

이인숙 교수(한국간호과학회장)
전경자 교수(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장)

1부 건강형평성과 지역사회간호실무 / 공통프로그램
10:10~11:20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불평등: 한국적
상황에 대한 고찰

•장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
강영호 교수 (서울대학교)

11:20~11:30

휴식

11:30~12:30

건강형평성 정책에서 지역사회간호 실무로 나
장숙랑 교수 (중앙대학교)
아가기

12:30~13:30

점심

13:30~14:00

포스터 발표

2부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간호실무: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장소: 간호대학 제2연구동 103호
사회: 최경원 출판이사(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송연이 회장(한국농촌간호학회)
14:00~14:10

학회장 인사

전미순 회장(다문화건강학회)

보건진료소장회장 및 부회장 인사

김숙자 회장, 안금순 부회장
(보건진료소장회)

14:10~14:40

농촌지역 노인의 허약수준, 우울, 건강관련 삶
의 질

14:40~15:10 농한기 건강교실: 행복 충만, 자신감 충만
15:10~15:40

생활터중심의 건강마을 만들기: 마을마다
건강Up, 행복 Go

강희경 소장(충주시 공이보건진료소)
정혜영 소장(괴산군 추산보건진료소)
최영미 소장(대전 세동보건진료소)

사회: 송미승 출판이사(세한대학교 간호학과)
15:40~16:10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 및 생활만족도 :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임성주 교수(중앙대학교 간호대학원)

16:10~16:40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영향요인

이은경 교수(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
과)

16:50~17:00

우수포스터 시상 및 폐회

붙임 2.

찾아오시는 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