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간호법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보건·간호 법·정책동향과
보건의료법규 교육
일시 : 2021. 10. 7(목) 오후 1시~4시
장소 : 온라인(실시간 진행)
주최 : 간호법교육학회

KOREAN ACADEMY OF NURSING LAW-RELATED EDUCATION

초대의 글

간호교육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간호법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OVID-19로 인한 국내외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보건의료계와 교육계
등 모든 분야에서의 활동이 수월해지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다가올
2학기는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교육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본 학회의 추계학술대회는 “보건·간호 법·정책동향과 보건의료법규 교육”이라는
주제로 비대면의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 1부: “보건의료관련 법과 정책”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와 보건복지부의 실무
전문가를 모시고 주요한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욱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
교수님을 모시고 <건강보험법의 입법동향과 과제>를, 정호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
관님으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에 관한 귀중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 2부: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보건의약관계법규 교육에서는 독일 간호법제와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인 박종덕 박사님을 모시고 <독일 간호법제 고찰: 간호
입법, 간호교육과 국가시험제도 개선의 시사점>에 관한 강의를 듣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한주 교육이사님께서 2021년 많은 법들의 개정에 발맞추어 새롭게 개정작업을 한 <2021년
보건의약관계법규 학습목표>에 대해 설명해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온라인 비대면 학술대회이지만 이러한 주제들로 회원님들과 소통하고 보건의료법규
교육 및 학문적 발전을 위한 귀한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많이
참여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8월
간호법교육학회장 김 희 경

2021 간호법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

일 시 : 2021년 10월 7일(목) 오후 1시 - 4시

■

장 소 : 온라인(실시간 진행)

■

주 최 : 간호법교육학회

※ 사전등록자에 한해 메일로 접속링크 공유
※ 사전등록 시 유의사항: 신규회원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기존회원은 로그인 후 사전등록하여야 등록 확인이 가능함.

등록안내

사전등록기간: 2021년 9월 6일 (월) ~10월 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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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20,000원

(등록비에는 2021년 연회비가 포함)
하나은행 391-810422-41907 (예금주: 김소남)
문      의: kanl@daum.net

학술대회
프로그램

12:40-12:50 등록
12:50-13:00 개회사
(김희경 간호법교육학회 회장,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사회: 학술이사)

제 1부

보건의료관련 법과 정책

13:00-13:40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동향과 과제
(장욱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3:40-14:20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정호진 사무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제 2부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보건의약관계법규 교육

14:30-15:10 독일 간호법제 고찰: 간호입법, 간호교육과 국가시험제도 개선의 시사점
(박종덕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15:10-15:30 2021년 보건의약관계법규 학습목표
(이한주 교육이사, 상명대학교 간호학과)
제 3부

총회

15:30-15:55 2021년 간호법교육학회 총회
15:55-16:00 폐회사

KOREAN ACADEMY OF
NURSING LAW-RELATED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