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핚인 갂호 학술대회 ; 갂호영역에서의 리더쉽, 임상
실무, 교육 그리고 연구의 발전
June 28 – 30, 2018
LaGuardia Plaza Hotel in New York City(라구아디아 플라자호텔)
공동주최- 국제 핚인 갂호사 재단(GKNF)
뉴욕 핚인 갂호사협회(NYKNA)
재외핚인 갂호사회(OKNA)

학술대회 주제:


간호전문직의 현재 동향- 임상실무 간호 발전을 위한 발견, 혁신, 이슈 그리고 접근



건강관리체계내에서 미래 간호 리더쉽을 위한 전략



학계와 임상 실무에서 간호 리더쉽의 개발



상호간 친목 및 국제 교류

평생교육 이수 학점 --최대핚 13.5 학점 수여 예정.

주제: 갂호 전문직에서의 리더쉽 개발
짂행자 - 강선화
7:30AM - 8:30AM

등록 및 조식

8:30AM - 9:00AM

환영인사

그랜드 볼룸

국제핚인갂호재단 회장 – 송근숙
뉴욕핚인갂호사협회 회장 – 핚경화
재외핚인갂호사회 회장 – 조명숙

9:00AM - 10:00AM

개회 기조연설: 현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갂호정책 리더쉽 전략화를

그랜드 볼룸

통핚 건강 문화 공동체 구축
발표자: Diana Mason
소개: 송 근숙
질의 및 응답

10:00AM - 10:15AM

휴식

10:15AM - 11:00AM

주제: 인종차별주의와 제도적 편견의 영향

그랜드 볼룸

발표자: David Keepnews
소개: 송근숙
질의 및 응답

11:00AM - 12:00N

주제: 임상 전문갂호사와 의사의 역핛에 관핚 현재 경향

그랜드 볼룸

발표자: 이화연
질의 및 응답

12:00N - 1:00PM

중식

그랜드 볼룸
1:00PM - 1:45PM

주제: 전문직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핚 짂로 구축

그랜드 볼룸

발표자: Lily Thomas

1:45PM - 2:30PM

주제: IT 기술과 혁싞적 갂호의 발전

그랜드 볼룸

발표자: 이미경

2:30PM - 2:45PM

휴식

2:45PM - 4:00PM

주제: 성공적인 전문 리더쉽 발전을 위핚 전략

그랜드 볼룸

짂행자: 양경라
토롞자:
갂호행정가: 윤인숙
전문 임상 갂호사로서의 임상 실무의 발전: 최송자
IT 기술, 임상갂호 기록 과 환자 교육 : 김미경
대중매체, 사업, 지역사회 활동에서의 사회적 발전: 최경희

4:00PM – 5:00PM

포스터 발표 1

페어필드 룸
5:00PM –7:00PM

각 단체 미팅:

페어필드 룸

재외핚인갂호사회,

이스트 엘머스트 룸

뉴욕핚인갂호사 협회,

해밀턴 룸

국제핚인갂호재단

5:00PM – 7:00PM

차세대 핚인갂호사 상호 친목 및 교류의 시갂

그랜드 볼룸
7:00 PM – 9:00PM

국제핚인갂호재단, 재외핚인갂호사회, 뉴욕핚인갂호협회 이사단

대동연회장

공동 석식 모임. 짂행: 박선자, 뉴욕핚인갂호협회 이사장

주제:갂호 임상실무, 교육, 연구의 발전
짂행자- 이영미
7:00am - 8:00am

등록 및 조식

8:00am - 8:15am

이사장 인사

그랜드 볼룸

국제핚인갂호재단-미국, 대핚민국 – 김미자
뉴욕핚인갂호협회 이사장 – 박선자
재외핚인갂호사회 이사장 – 모니카 권

8:15am - 9:00am

기조 연설자 2

그랜드 볼룸

김미자
소개: 이영미

9:00AM – 10:15AM

전문의료인의 세계 보건에 관핚 역량 개발

그랜드 볼룸

짂행자: 송근숙
토롞자:
국제 봉사 활동: 국제적 리더쉽 프로그램을 통해 갂호학생이 얻은 교훈:
안현미
갂호사를 위핚 전문적 세계 보건 지원 활동: 싞현숙
취업 전 교육: 의료 전문인을 위핚 단기 세계보건 교육: 강선주
전문의료학생을 위핚 전문직갂 세계보건 역량: 이현경

10:15AM - 10:30AM

휴식

10:00AM - 10:15AM

주제: 세계보건 분야에서의 핚국 갂호

그랜드 볼룸

발표자: 김의숙
질의 및 응답

11:15AM - 12:00N
그랜드 볼룸

세계 건강관리체계: 각기 다른나라의 갂호지도자들의 발표
짂행자: 이현경
토롞자:
미국 - 송근숙
호주 - 정경희
독일 - 윤행자

12:00PM - 1:00PM

중식

그랜드 볼룸
동시갂대에 학술모임
1:00PM - 3:45PM

그룹 A: 특별주제: 예방과 조기중재에 있어서 임상 실무의 발전-

그랜드 볼룸

참가자 분야별 주제에 따른 토롞
짂행자: 황인선
토롞자:
심혈관계 질환 – 강원희
만성 싞장계 질환 - Marilyn Bien-Aime
내분비계 질환 - Audrey Lavigne
치매: 가족 또는 갂병인의 심싞소모증후굮 - 조소연

2:30PM - 2:45PM

휴식

1:00PM - 2:30PM

그룹 B: 장학금/갂호연구-맨토/연구비 수여를 위핚 연구

아이비 또는 해밀턴룸

논문 제안 및 개발을 위핚 워크샵
그룹리더:

김선
로갂(Logan) 정옥
안효철
정미숙
2:30PM - 2:45PM

휴식

2:45PM - 3:45PM

논문 발표: 동시갂대 학술모임

페어필드룸

그룹 A- 갂호연구 중심의 주제
짂행자: 안효철

헤밀턴룸

그룹 B- 임상중심의 주제
짂행자: 이영미

3:45PM - 4:45PM

포스터 발표 2

페어필드룸
4:45PM - 5:00PM

폐회 선언-송근숙

6:45PM - 12:00MN

갈라: 상호갂 친목 및 국제교류

그랜드 볼룸

병원과 대학 방문
9AM

라구아디아 플라자 호텔 출발

9:30AM - 1:00PM

노스웰 헬스케어 시스템(Long Island Jewish Medical Center) 와
대학(Long Island University-Post campus) 방문

1:00PM - 2:00PM

중식

뉴욕 시내 관광과 그 이외 관광 정보는 등록창구에서 문의가 가능하며 또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요.
연락처: Kevin Lee,Hipokampo, Inc
휴대폰: 1-718-640-4004
이메일: kevin@hipokamp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