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말씀
하늘과 단풍이 아름다웠던 가을이 지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정기
총회에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 한국간호과학회는 10월 24-25일,“Nursing Impact, "We Care!”
라는 주제로 제12차 국제학술대회를 13개국,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간호사 국가시험 핵심
문제집이 수준 높은 문제들로 다시 개정되었고, 모의고사도 년 5회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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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와 50년사 발간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0년에는 새로이 출범할 집행진을 선출을 하니,
부디 참석하시어, 학회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20일 (금) 13:00-18:00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강당

우리 학회에 보내주시는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한국간호과학회 회장 김 희 승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프로그램

오시는 길
사회 : 이선희 총무 이사

13:00 - 13:30 등 록
13:30 - 14:00 국민의례
개회사
간호과학자상
- 선정 경과 보고
- 시상
- 수상자 소감
하영수 우수간호연구상
- 선정 경과 보고
- 시상
- 수상자 소감
JKAN 우수심사자상
- 선정 경과 보고
- 시상
ANR 우수심사자상
- 선정 경과 보고
- 시상
연구비 지원사업 선정
- 선정 경과 보고
- 선정 증서 수여
14:00 - 14:40 특별강의
「그림속의 의학」
14:40 - 15:00 휴
식
15:00 - 18:00 제49회 정기총회
성원보고
전 회의록 낭독(제 48회 정기총회 회의록)
감사보고
2019년도 사업보고
1) 회무보고
2) 상임위원회 보고
3) 특별사업 보고(50주년역사편찬위원회)
2019년도 결산보고
제7차 5개년 장기발전계획 발표
회원학회 2019년도 사업보고
공로상 증정
감사패 증정
임원선거
2020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의안심의
폐
회

김희승 회장
신나미 학술위원장
김희승 회장
간호과학장상 수상자
유양숙 JKAN편집위원장
하영수 증경회장
하영수우수간호연구상 수상자
유양숙 JKAN편집위원장
김희승 회장
오의금 ANR편집위원장
김희승 회장
신나미 학술위원장
김희승 회장
한성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강당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강당

교통정보
·지하철｜2호선 : 서초역 (7번출구)

사회 : 김희승 회장
장선주 서기이사
장선주 서기이사
정면숙, 최스미 감사
이선희 총무이사
각 상임위원장
임숙빈 역사편찬특위 위원장
최소은 회계이사
안숙희 기획법제위원장
각 회원학회장
김희승 회장
조경숙 차기회장
안숙희 선거관리위원장
조경숙 차기회장
조경숙 차기회장

3호선 : 고속터미널역 (가톨릭의과대학방면 2, 7번 출구 / 도보10분)
7호선 : 고속터미널역 (가톨릭의과대학방면 3, 4번 출구 / 도보10분)
9호선 : 고속터미널역 (가톨릭의과대학방면 7호선 3, 4번 출구 / 도보10분)
·버 스｜ 간 선 : 142, 462, 540, 642, 740
지 선 : 3414, 5413, 서초13, 서초14, 서초21, 3420
광 역 : 9408

준비위원
·위원장 : 김희승
·위 원 : 조경숙, 이선희, 최소은, 장선주, 안숙희, 신나미, 유양숙, 오의금, 이현경,
공성숙, 김동희, 정면숙, 최스미
문의처

(사)한국간호과학회 (Tel. 02-567-7236 Fax. 02-564-0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