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위생과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SCIENCE
수 신

회원제위

(참조)
제목

한국치위생과학회 사회치위생학분과회한국치위생학회 공중구강보건분과회
공동 학술집담회
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치위생과학회 사회치위생학분과회와 한국치위생학회 공중구강보건분과회에서

공동학술집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주제 :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위해 구강보건전문가로서의 치과위생사!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가. 일 시: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13:00~18:00
나. 장 소: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동 404호
다. 사 회: 김남희 교수(연세대학교, 한국치위생과학회 사회치위생학분과회 대표간사)
라. 연 자: 황윤숙 교수(한양여자대학교), 서남규 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마. 발 표: 장종화교수(한서대학교), 김영경교수(충청대학교), 김명희교수(을지대학교), 신선정교수(강릉원주대학교)
바. 토 론: 황윤숙 교수(한양여자대학교), 장종화 교수(한서대학교), 김영경 교수(충청대학교)
김명희 교수(을지대학교), 류다영 교수(혜전대학교), 신선정 교수(강릉원주대학교)
사. 등록안내
1) 사전등록기간: 2017년 5월 1일(월) - 5월 19일(금) (선착순 50명)
※ 강의실 사정으로 인해 선착순 등록으로 진행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등록비 :
구분
금액

사전등록
40,000원

현장등록
50,000원

3) 입금계좌: (농협)302-1091-9256-81 예금주: 김민지(사회치위생학)
4) 등록확인: 김민지 사회치위생학분과회 재무간사(☎010-9287-8223)에게
등록신청서(첨부2)를 작성하시어 5/19까지 icealswl@gdsu.dongseo.ac.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차안내: 주차가 필요하신 분은 등록 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당일 신청 불가).
주차료 3,000원(8시간 무료)

첨부 1) 공동학술집담회 일정표 1부.
2) 학술집담회 등록신청서 1부.
3) 오시는 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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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첨부1. 일정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위해 구강보건전문가로서의 치과위생사!

주 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사회: 김남희 교수(연세대학교, 한국치위생과학회 사회치위생학분과회 대표간사)
시

간

주

제

연

자

13:00 - 13:30

등록

13:30 - 13:35

축사 (한국치위생학회 공중구강보건분과회)

13:35 - 13:40

축사 (한국치위생과학회 사회치위생학분과회)

13:40 - 13:55

발표1. 학습목표의 변화과정과 의미

장종화 교수(한서대학교)

13:55 - 14:10

발표2. 「구강보건행정」영역의 학습목표와 치과위생사의 역량

김영경 교수(충청대학교)

14:10 - 15:00

강연1. 공중구강보건활동에 있어서 치과위생사의 역할

15:00 - 15:10

Break Time

15:10 - 16:00

강연2.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동향

16:00 - 16:15

발표3. 학습목표 제안과 논의: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김명희 교수(을지대학교)

16:15 - 16:30

발표4. 학습목표 제안과 논의: 구강보건진료제도(치과의료체계)

신선정 교수(강릉원주대학교)

김영남 회장
(경복대학교)

윤미숙 회장
(신한대학교)

황윤숙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서남규 센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종합토론
사회

김남희 교수(연세대학교)
황윤숙 교수(한양여자대학교)

16:30 – 17:30

장종화 교수(한서대학교)
토론자

김영경 교수(충청대학교)
김명희 교수(을지대학교)
류다영 교수(혜전대학교)
신선정 교수(강릉원주대학교)

17:30 – 17:50

자유토론

17:50 – 18:00

종합정리 및 폐회

사회자

한국치위생과학회 사회치위생학분과회 · 한국치위생학회 공중구강보건분과회

첨부2. 등록신청서

한국치위생과학회 사회치위생학분과회 · 한국치위생학회 공중구강보건분과회

공동 학술집담회

등록 신청서

성

명

소

속

직

연락처

E-mail

□ 한국치위생과학회

소속
학회

위

□ 한국치위생학회

# 이수증 발급을 위하여 해당학회에 ü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함

당일

□ 해당사항 없음

주차신청 # 당일 등록처에서 주차권을 수령하시면서 현금 3,000원을 내시면 됩니다.
▶ 회신 : 김민지 한국치위생과학회 사회치위생학분과회 재무간사((010-9287-8223)
E-mail : icealswl@gdsu.dongseo.ac.kr

▶

본 학술집담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등록신청서를 5월 19일(금)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치위생과학회 사회치위생학분과회장
한국치위생학회 공중구강보건분과회장

첨부3. 찾아오시는 길

“공동학술집담회 장소는 치의학대학원 건물 뒤편에 교육동 404호입니다”.

▣ 지하철이용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으로 오시려면 지하철은 4호선 혜화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오시거나 3호선 안국역에서 하차
하여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거나 3호선 종로3가역에서 하차하여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하철 4호선 혜화역(3번 출구)
3번 출구로 나와 서울대학교병원 방면으로 20M 정도 직진하면 우측에 서울대학교 의대본관이 보입니다. 의대본관을
지나 내려오시면 치의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교육동은 치의학대학원 뒷 건물입니다.
▣ 버스이용
• 창경궁입구 하행
•

간선버스(파랑)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40, 143, 150, 160, 161, 162, 171, 172, 272,
301

•

지선버스(초록) : 1018

•

광역버스(빨강) : 9101, 9410

• 창경궁 입구 상행
•

간선버스(파랑) : 151, 162, 171, 172, 272

•

지선버스(초록) : 1012

• 대학로 혜화역 3번출구 앞 하행
•

간선버스(파랑) : 109, 151, 273

•

지선버스(초록) : 1012, 2112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 상행
•

간선버스(파랑) : 101, 102, 103, 104, 106, 107, 109, 143, 150, 160, 161, 273, 301

•

지선버스(초록) : 2112

•

광역버스(빨강) : 9101, 9410

• 마을버스 (종로 12번 노선)
•

서울대학교병원본관 → 종로5가입구 → 종로4가 → 종로3가역 → 돈화문 → 여전도회관 → 서울대학교치의
학대학원

※ 각 버스의 자세한 운행노선은 버스노선검색 웹사이트 (http://bus.seoul.go.kr) 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