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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한국간호과학회 교수자를 위한 임상교육세미나 개최 안내 및 협조 요청
1. 귀 기관과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학회에서는 2018년도 교수자를 위한 임상교육세미나를 “의료기관내 감염관리”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오니 귀 기관의 교수자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다 음가. 주제 :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나. 일정 및 장소 안내
ㆍ일정: 2018년 11월 16일(금) 09:00-17:00
ㆍ장소: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진리관
다. 사전등록 안내
ㆍ사전등록기간 : 2018년 9월 20일(목요일) - 11월 2일(금요일) (선착순 150명 마감)
ㆍ등록방법 : 홈페이지(www.kan.or.kr) → 2018년도 '임상세미나' 바로가기 클릭 →
온라인 신청 후 입금
ㆍ등록비(환불 불가) 회원 10만원, 비회원 12만원
ㆍ입금계좌: 수협은행 1010-1181-1099 사)한국간호과학회

붙임: “2018년 한국간호과학회 교수자를 위한 임상세미나” 일정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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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8년 한국간호과학회 교수자를 위한 임상세미나

『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 』
날 짜 : 2018년 11월 16일(금) 09:00∼17:00
장 소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진리관(1층)
주 최 : 한국간호과학회
1부 사회: 강희선 교수
(한국간호과학회 교육위원)
09:00-09:30

등록

09:30-09:35

개회사

이현경 교수
(한국간호과학회 교육위원장)

09:35-09:40

환영사

김희승 교수
(한국간호과학회장)

09:40-10:20

감염 관련 의료 환경의 변화

10:20-11:10

의료관련 감염관리의 정책과 변화

11:10-12:00

임상미생물학과 감염관리

12:00-13:00

점심식사

박은숙 팀장
(세브란스병원 감염관리팀)
이형민과장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이재현 교수
(전북의대 진단검사의학과)

2부 사회: 김연정 교수
(한국간호과학회 교육위원)
13:00-13:50

의료관련 감염의 실제 사례

이재갑 교수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13:50-14:40

병원내 다약제내성균의 이해와 관리 전략

유진홍 교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감염내과)

14:40-15:00

휴 식

15:00-15:50

의료기관내 감염전파의 관리 전략

김미라 파트장
(경희의료원 감염관리실)

15:50-16:40

간호학생 임상실습에서의 감염교육 및 관리

정선영 교수
(건양대 간호학과)

16:40-17:00

질의 응답 및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