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아 동 간 호 학 회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수신

한국아동간호학회 전체 회원

(경유)

CHNR 심사∙편집인 워크숍(오전)과 총회 및 동계 학술대회(오후) 안내

제목

1. 한국아동간호학회 회원의 선도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아동간호학회에 대한 많은 관심
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학회에서는 2017년 한국아동간호학회 CHNR 심사∙편집인 워크숍(오전)과 동계학술
대회 및 총회(오후)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이에 안내 공문을 보내드리오니 널리 홍보해주시
고 격려해 주시면 학회 발전에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 다 음 2017년 CHNR 심사∙편집인 워크숍

2017년 총회 및 동계학술대회

가. 주제

국제적 논문 작성과 심사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아동간호교육의 방향

나. 일시

2017년 12월 9일(토) 오전 9:30-오후 12:20

2017년 12월 9일(토) 오후 13:30-17:00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하나스퀘어 지하 1층 강당

다. 장소

※주차비 안내: 1일 주차권 (3,000원) 발행 가능합니다.

라. 대상

CHNR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회원

한국아동간호학회 회원 및 비회원

마. 등록비

무료

바. 등록방법

참석여부는 신청은 아래의 메일 주소로 해주
시기 바랍니다.
hhuna@kosin.ac.kr (조헌하 재무이사)

사전등록 30,000원 / 현장등록 40,000원
학부생 20,000원
국민은행 959101-01-320099(조헌하)로
입금하시고 신청은 아래의 메일 주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hhuna@kosin.ac.kr (조헌하 재무이사)
만약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학술대회
1주 전까지 취소하신 분에 한해서 환불
가능합니다.

2017년 10월 10일(화) - 11월 24일(금)

바. 사전등록

성명:

연락처(HP):

소속:

이메일주소:

프로그램

참석

참석유무
불참

비고

오전: CHNR 편집, 심사위원워크숍

등록비 없음

오후: 총회 및 동계학술대회

등록비 :

(원)

사. 포스트발표 논문초록 양식 : 별첨 <2> 참조
첨

부 : 1. 2017년도 CHNR 심사∙편집인 워크숍, 총회 및 동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1부.
2. 논문초록 포스터 발표 안내문 및 양식. 1부.
3. 찾아오시는 길 1부. 끝.

한 국 아 동 간 호 학 회 장
총무이사

김정미 jeoung66@kaya.ac.kr

문서번호

아간학 제 2017-32호

우 49267

학술이사

시행일자

이 영 은

주현옥

회 장 이영은

2017.10.20.(금)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305호

전화 051-990-3973

팩스

051-990-3970

http://www.childnursing.or.kr

전자메일 childnurs2008@hanmail.net

< 첨부 1 >
2017년 CHNR 심사∙편집인 워크숍
일시 : 2017년 12월 9일(토) 오전 09:30-오후 12:20
장소 :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하나스퀘어광장 강당 (지하 1층)
주제 : 국제적 논문 작성과 심사 역량 강화

일 시

발 표 및 내 용

09:30~10:00

등 록

10:00~10:50

주제 1: 국제적 학술논문 작성 Tips

11:00~11:50

주제 2: ORCID의 효율적 활용

12:00~12:20

주제 3: 2017 CHNR 논문심사 및 출판현황

12:20~

Lunch

연 자

한동수 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김태일 교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오원옥 교수
(CHNR 편집위원장)

2017년 한국아동간호학회 동계학술대회

일시: 2017년 12월 9일(토) 13:30-17:00
장소: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하나스퀘어광장 강당 (지하 1층)
주제 : 4차 산업혁명과 아동간호교육의 방향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김정미 총무이사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이영은 회 장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사회: 주현옥 학술위원장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13:30-13:50

등록

13:50-14:00

개회사

제1부

동계학술대회

14:00-15:30

주제강의 1:
4차 산업혁명과 간호교육의 방향

장 금 성 교수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

15:30-15:40

휴식 및 사진촬영

사회 : 이상미 홍보이사
(동양대학교 간호학과)

제2부

정기총회

사회: 김정미 총무이사

15:40-16:10

2017년도 사업과 회계 보고
임원선거
2018년도 사업계획(안)

제3부

동계학술대회

16:10-16:40

주제강의 2:
아동간호학 학습목표 개정

16:40-17:00

시상 : 우수논문상, 연구지원상,
우수 포스터상

17:00

폐회

사회: 주현옥 학술위원장

김신정

학습목표개정 TFT 팀장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사회: 김정미 총무이사

< 첨부 2 >

22017년도 한국아동간호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초록 모집 안내
한국아동간호학회에서는 2017년도 동계학술대회에 포스터 전시할 논문초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
다. 많은 회원들께서 참여하셔서 활발한 학문 교류의 장을 열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음

1. 주제 : 아동간호학 관련 전 분야
2. 대상 : 아동간호학회 회원
3. 접수마감 : 2017년 11월 17일(금)까지
4. 접수 장소 및 방법 : 주현옥 학술이사에게 전자메일(enfanju@dau.ac.kr)로 발송
(반드시 이 메일로 발송하시고 수신 답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초록양식 : 아래 참조
1) 서식 : 신명조,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A4 용지 1매
6. 안내 :
1) 논문은 접수시점에 타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2) 국문이나 영문초록으로 단락 구분없이 연속 기재하며, 번호나 참고문헌은 표시하지 마십시오.
3) 반드시 본회 학술이사로부터 발표 승인에 대한 확인 연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접수 후 승인된 초록은 학술대회 2주 전까지 발표를 취소하실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최종 승인된 초록을 학술대회에 게시하지 않으시면 학회 윤리규
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초록은 90*120cm(가로*세로) 크기의 포스터로 제작하시어 학술대회 시작 전에 본인이 직접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우수 포스터 시상이 있으니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초록 양식>
제목 :
참여 연구자
교신저자 연락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 및 제언
Key words:

성명 :
성명 :
e-mail :

소속 :
소속 :
HP :

< 첨부 3 > 찾아오시는 길

■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하나스퀘어광장 강당(지하 1층)

▪지하철 이용
안암역 4번 출구에서 5분 거리

* 고려대역이 아니고 안암역(고대병원)입니다.

▪버스 이용
고대병원 하차 (1호선 신설동역에서 마을버스 타시고 고대병원 앞에서 하차)

* 고대병원 건너편에 있는 캠퍼스가 이공대캠퍼스입니다. 이공대 정문에서 캠퍼스로 들어오면
오른쪽에 하나스퀘어가 있습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실 경우에는
하나스퀘어 주자창(지하 2층, 3층)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이공대학에는 이곳밖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