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말씀
하늘과 단풍이 아름다웠던 가을이 지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정기
총회에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마음만은 따뜻하고 편안한 한해를 보내
셨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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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정기총회

코로나로 시작한 이번 간호과학회 임원진들의 임기를 이제 마무리 할 시
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회원들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해 아쉬움은 있었지만
2020년과 2021년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
습니다. 특별히 창립50주년 행사와 13차 국제간호학술대회, 한국간호과학회
의 지향점을 표현한 브랜드 선포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에 힘입어 가능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제51회 정기총회를 개

2021년

최하고자 합니다.

12 17
월

일 (금) 14:00-17:00
한국컨퍼런스센터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1년간의 성과 보고와 2022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
고 특히 차기 임원진을 뽑는 선거를 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앞으로 학회
를 이끌 리더십을 결정하는 회원의 귀한 권리를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한국간호과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알려주시고,
새로이 출범할 책임있고, 유능한 집행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회에 보내주시는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그 날 뵙겠습니다.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2021년 11월

한국간호과학회 회장 조 경 숙

프로그램
14:00 - 14:30 개회사
간호과학자상
- 선정 보고(2021년)
- 시상(2020년, 2021년)
하영수 우수간호연구상
- 선정 경과 보고(2021년)
- 시상(2020년, 2021년)
JKAN 우수심사자상
- 선정 경과 보고
- 시상(2021년)
ANR 우수심사자상
- 선정 경과 보고
- 시상(2021년)
연구비 지원사업 선정
- 선정 경과 보고
- 선정 증서 수여(2021년)
특별공로상 증정
- 임숙빈 50년사편찬위원장
14:30 - 15:20 특별강의
「Virtual life 시대의 여성리더십」
15:20 - 15:30 휴
식
15:30 - 17:00 제51회 정기총회
성원보고
전 회의록 낭독(제 50회 정기총회 회의록)
감사보고
2021년도 사업보고
1) 회무보고
2) 상임위원회 보고
2021년도 결산보고
회원학회 사업보고
공로상 증정
- 이사, 감사, 회원학회장
감사패 증정
- 회장
차기임원선거
2022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차기임원선거 결과 발표
폐
회

오시는 길
사회 : 정수용 총무이사
조경숙 회장
채선미 학술위원장
조경숙 회장
김증임 JKAN편집위원장
조경숙 회장
김증임 JKAN편집위원장
조경숙 회장
강지연 ANR편집위원장
조경숙 회장
채선미 학술위원장
조경숙 회장
조경숙 회장

한국컨퍼런스센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53길 8, B1~2F (강남역 신분당선 5번 출구 도보 200M)

묵인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사회 : 조경숙 회장
배선형 서기이사
배선형 서기이사
엄미란, 김희경 감사
정수용 총무이사
각 상임위원장
안혜영 회계이사
각 회원학회장
조경숙 회장

준비위원
·위원장 : 조경숙
·위 원 : 이영휘, 정수용, 안혜영, 배선형, 유수정, 채선미, 김증임, 강지연, 이향규,
조인숙, 조미경, 김희경, 엄미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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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휘 차기회장
유수정 선거관리위원장
이영휘 차기회장
조경숙 회장

※ 총회장 입장시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완료 확인(백신 2차접종 후 2주경과)
또는 48시간 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