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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간호법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초대의 글

간호교육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간호법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OVID-19로 인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여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하시
면서 새롭게 적응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부디 다가올 2학기는 좀 더 편안
하고 수월하게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본 학회의 추계학술대회는 “최근 보건·간호 법·정책동향과 보건의약관계법
규 교육”이라는 주제로 비대면의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1부: 보건의료관련 법과 정책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유
능하신 분을 모시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의료법과 감염병에 관
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석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님과 이동한 질병관리본
부 감염병총괄과 과장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2부: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보건의약관계법규 교육에서는 권영숙 교육이사님의
“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강의를 위한 PPT 보조자료를 개발”해주셨고 또한 김기경 학술
이사님께서 “비대면 교육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자료 이용하기”를 마련해
주셔서 회원님들의 강의준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부디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학회는 회원 한분 한분을 소중히 모시고, 귀한 정보와 교육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학문적 발전에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임원회의에서 매년 이루어
지는 총회는 올해는 연기하여 내년에 회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
려드립니다. 다시한번 학술대회에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
어서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0년 8월
간호법교육학회장

김희경

2020 간호법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주 제 | 보건의료법령 입법동향과 비대면 보건의약관계법규 교육
일 시 | 2020년 10월 5일(월) ~ 9일(금)
장 소 | 온라인 진행(학회 홈페이지, http://www.nursinglaw.or.kr)
주 최 | 간호법교육학회
※ 학술대회 온라인 운영방식 : 등록을 한 회원에 한해 학술대회 발표자료 다운로드 가능
(학술대회 기간동안 자유롭게 학술대회 게시판 통해 다운로드 가능)
※ 신규회원의 경우 회원가입(http://www.nursinglaw.or.kr/member/member_confirm.php)과 사전등록 후,
기존회원은 사전등록 후 ⇒ 학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등록안내
사전등록기간 | 2020년 9월 29일(화)까지
등 록 방 법 | 간호법교육학회 홈페이지(http://www.nursinglaw.or.kr)를 통해 등록
‘학술 및 행사’ - ‘사전등록’ 클릭 ※ 온라인 신청 후 등록자 이름으로 입급 바랍니다.
등

록

(등록비에는 2020년 연회비가 포함)
비 | 20,000원


하나은행 391-810422-41907 (예금주: 김소남)
문

의 | kanl@daum.net

강의순서
제 1부

보건의료관련
법과 정책

■

최근 의료법 개정사항 및 간호정책 추진성과
이석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간호정책 TF팀 사무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COVID-19 대응
이동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과장)

제 2부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보건의약
관계법규 교육

■

2020년 보건의약관계법규 수업 보조자료(PPT) 개발
권영숙 (교육이사, 전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비대면 교육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자료 이용하기
김기경 (학술이사,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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