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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양간호학회 회원 제위
2021년 대한종양간호학회 하계 학술대회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종양간호학회는 2000년 10월에 창립된 20년 역사를 가진 학회로서, 암환자 간호 관련 간호실무자와
간호학자들의 최대 학술단체입니다. 전국 11개 대학원 종양전문간호사과정의 과정장으로 구성된 과정장
협의회와 전국 암센터 부서장으로 구성된 부서장협의회는 대한종양간호학회 단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
습니다.

3. 본회에서는 오는 2021년도 7월 2일(금), 7월3일(토)에 ‘암환자 간호와 symptom science’를 주제로 대한종
양간호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주

제 : 암환자 간호와 symptom science

* 일

시 : 2021년도 7월 2일(금) 13:00-17:00 Virtual Conference
2021년도 7월 3일(토) 09:00-13:00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zoom webinar

* 사전등록 및 초록 접수
- 사전등록: 2021년 6월 25일 (금) 오후 6시까지, 대한종양간호학회
홈페이지(http://www.kons.or.kr) 국내학술대회 배너에서 온라인 등록
- 논문초록 제출 마감일: 2021년 6월 17일(목) 오후 6시까지
- 우수 포스터 및 발표자 선정: 2021년 6월 19일(토) ~ 6월 25일(금)
* 등록비 : 사전등록(회원) 금,토 각각 2만원 / 현장등록 및 비회원 금,토 각각 3만원

(계좌: 하나은행 559-910008-15405 예금주: 대한종양간호학회, 입금 시 이름/기관 반드시 기재 요망)
붙임 1. 2021년 하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붙임 2. 2021년 하계 학술대회 논문초록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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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1년 대한종양간호학회 하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 암환자 간호와 Symptom Science ”
주최: 대한종양간호학회
1부- 2021년 7월 2일 (금) 13:00-17:00, Virtual Conference
2부 – 2021년 7월 3일 (토) 09: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Zoom Webinar
2021년 7월 2일 금요일 13:00-17:00, Virtual Conference
시간

주제

13:00-13:20

등록

13:20-13:30

개회사

Session I

강사 / 사회자

박은영 회장 (가천대학교)

초청 강연: 암환자 간호와 증상과학

13:30-14:40

초청 강연1: 암환자 간호와 Symptom Science

14:40-14:50

Coffee Break

14:50-16:00

초청 강연2: 암환자와 보호자의 증상연구와 biomarker의 활용

16:00-16:40

초청 강연3: 엑소좀의 이해와 바이오마커로의 활용

16:40-16:50

질의 응답

16:50-17:00

폐회

2021년 7월 3일 토요일 09:00-13:00, On-Off 동시 진행
시간

주제

09:10-09:30

등록

09:30-09:40

개회사

사회: 성지현 학술이사 (고신대학교)
이지연 교수 (연세대학교)

Lena J Lee, Clinical Nurse Scientist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
이향규 교수 (연세대학교)

박은영 회장 (가천대학교)

장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Zoom Webinar

Session II 임상실무 최신지견: 암환자의 증상관리

강사 / 사회자

박은영 회장 (가천대학교)

사회: 김영만 학술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09:40-10:30

암환자의 신체적 증상관리 실무의 최신 지견

윤나영 전문간호사 (서울아산병원)

10:30-11:20

암환자의 심리사회적 증상관리 실무의 최신 지견

김나연 전문간호사 (삼성서울병원)

11:20-11:30

Coffee Break

Session III 연구발표: 암환자의 증상 관리

사회: 김영만 학술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11:30-11:50

연구발표1: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에게 적용한 Healing Beat의 효과

노기옥 교수 (건양대학교)

11:50-12:10

연구발표2: 자가경혈지압이 유방암환자의 말초신경병증에 미치는 효과

김수영 전문간호사 (영남대학교병원)

12:10-12:30

우수포스터 발표

우수포스터 수상자

12:30-12:40

질의 응답

12:40-12:50

우수 포스터상 시상

12:50-13:00

폐회

박은영 회장 (가천대학교)

박은영 회장 (가천대학교)

[붙임２]
‘대한종양간호학회 2021년 하계 학술대회’ 논문초록 제출 안내
대한종양간호학회에서는 2021년도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 될 포스터 발표 논문초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대한종양간호학회 회원님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논문 주제: 종양간호 관련 분야
2. 제출 자격: 대한종양간호학회 정회원
(정회원: 대한종양간호학회 홈페이지(http://kons.or.kr)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2021년 연회비 납부된 상태여야 함, 연회비 납부 상태 확인은 홈페이지à 마이페이지
à 연회비 입금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논문초록 제출마감일: 2021년 6월 17일(목) 오후 6시까지
우수 포스터 및 발표자 선정: 2021년 6월 19일(토) ~ 6월 25일(금)
4. 논문초록 제출양식 : 대한종양간호학회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양식A: 발표자 인적사항 및 발표 관련 양식
∙양식B: 논문초록 양식 신명조, 글자크기 10, 줄 간격 160, 상하좌우 여백 30mm
(A4 용지 1장 분량)
5. 논문 발표방법
∙포스터 발표: 포스터 규격 90Cm * 120Cm (규격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물 포스터 인쇄는 하지 않고, 학회 홈페이지에 E-post(pdf file)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6. 논문초록 제출방법: e-Mail 제출
∙문의처: 이시은 사무국장
대한종양간호학회 사무국 : 010-8770-4882
e-Mail : kons2019@hanmail.net
7. 논문상 시상
∙학술대회 시 승인된 논문초록 중에서 우수논문을 시상함.
8. 기타
∙승인된 포스터 발표 논문은 포스터로 제작하여 학술대회 시작 전에 발표자 본인이 직접
지정 장소에 게시함

양식 A. 발표자 인적사항 및 발표관련 양식

학회 회원

성

명

소

속

□ 정회원

전화) 직
연 락 처

장 :

휴대폰 :
e-Mail)

논문제목

※ 신명조, 글자크기 10, 줄 간격 160, 상하좌우 여백 30mm, A4 용지 1장 분량
(1장 이상의 논문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양식 B. 논문초록 양식
논문제목 (가운데)
성명(소속) :
논문 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