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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과) 교수, 간호부(과)장
부모자녀건강학회 회원,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회원,
한국아동간호학회 회원,

참조

한국간호교육학회
간호대학장, 간호학과장

처리과
담당자

제 목 2021년 부모자녀건강학회 하계학술대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모아 시뮬레이션 운영 전략

2021년도 부모자녀건강학회 하계학술대회

를 <

비대면 시대

>이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

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1년 7월 9일(금) 09:00∼12:30
2. 장소 : 경복대학교 서울산학협력관 시뮬레이션 연구실습센터(10층 세미나실)
3. 학술대회 주제 : 비대면 시대 모아시뮬레이션 운영 전략
4. 등록 : 사전등록 6월 14일(월)부터 선착순 40명 마감
회원 40,000원, 비회원 50,000원
(신규회원 가입 시 등록비 10,000원, 가입은 www.aspch.or.kr 참조)

KB국민은행 263101-04-450780 예금주: 송영아(부모자녀건강학회)

5. 문의 :

입금 시 송금자명에 이름, 소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예: 김부모경복대)
송영아 재무이사 (sya41400@gmail.com 010-7540-6628)
김혜진 총무이사 (kimhj@kbu.ac.kr 010-6605-7147)

붙임 1: 프로그램 1부. 끝

부모자녀건강학회장 김정수

<붙임 1> 프로그램

부모자녀건강학회 2021 하계학술대회

비대면 시대

모아 시뮬레이션 운영 전략
○ 개최일시: 2021. 7. 9. (금) 09:00 ~ 12:30
○ 개최장소: 경복대학교 서울산학협력관 시뮬레이션 연구실습센터(신설동역 5번 출구 경복빌딩)
○ 등록기간: 2021. 6. 14. (월) ~ 선착순 40명 마감
○ 등록비: 회원 40,000원
비회원 50,000원(신규회원 가입시 등록비 1만원, 가입은 www.aspch.or.kr참조)
‣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3101-04-450780 (예금주: 송영아(부모자녀건강학회))
입금 시 송금자명에 이름, 소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예: 김부모경복대)

■ 학술대회 프로그램

일 시
09:00~09:30

발 표 및 내 용

연 자

등록
사회: 이묘숙 이사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09:30~09:40

인사말

09:40~10:30

시뮬레이션 수업설계

10:30~11:20

김정수 회장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김지영 교수
(상명대학교 간호학과)

COVID-19시대에 아동간호 교육의

김성희 교수

혁신적인 시뮬레이션 전략

(중앙대학교 적십자 간호대학)

11:20~11:50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모성간호실습

11:50~12:20

시뮬레이션 수업 시연

12:20~12:30

폐회

박지은 교수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박지은 교수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6 경복빌딩 경복대학교 서울산학협력관 10층 세미나실

■ 교통안내

지하철

1호선, 2호선, 우이신설선

신설동역 5번 출구 도보 1분
경복빌딩(1층 IBK기업은행)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