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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철

안암역 6호선 1번 출구

버 스

101, 111, 144, 163, 1017, 7211, 성북04, 1222, 273, 1111

자동차

인촌로를 따라 150m 이동 후 우회전 20m 이동

행사장소 안내

Anniversary

2

한 국 의 료 윤 리 학 회

행사장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안암동) 본관 3층 최덕경홀
주 소 :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등록안내 사전등록 마감일 : 11월 17일(금)
연수평점 : 대한의사협회 3평점
등록금액 : 사전등록 3만원 / 현장등록 3만5천원
사전등록 계좌 : 신한은행 100-021-780130(예금주: 한국의료윤리학회)
문 의 처 한국의료윤리학회 사무국 T. 02-740-8096, E-mail. ksmeeducation@gmail.com
(평일 : 09:00~13:00)

일 시 | 2017년 12월 1일(금) 13:00~
장 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안암동) 본관 3층 최덕경홀
주 제 | 한국의 의료윤리학 회고와 전망
주최 및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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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학술대회 및 20주년 기념행사)
12:30~13:00

등 록

13:00~13:10

개회식

사회: 유상호(학술이사, 한양의대)

개회사

허대석(학회장, 서울의대)

Session I

한국의 의료윤리학 20년: 회고와 성찰

좌장 : 고윤석(울산의대)

13:10~13:30

발표 1

김옥주(서울의대)

13:30~13:50

발표 2 치과윤리학: 회고와 성찰

강명신(강릉원주대)

안녕하십니까?

13:50~14:10

발표 3 간호윤리학: 회고와 성찰

김신미(창원대)

가을이 깊어가는 이 때 선생님과 가정에 두루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

14:10~14:40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니다. 올해로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14:40~15:00

기념촬영 및 Coffee Break

여러 척박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저희

Session II

한국의 의료윤리학: 과제와 전망

좌장 : 최보문(국립중앙의료원)

학회를 도와주시고 성원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15:00~15:30

발표 1

제도: 과제와 전망

허대석(서울의대)

2017년 추계 학술대회에 이어서 조촐한 창립 기념행사를 가지고자 하오니

15:30~16:00

발표 2 교육: 과제와 전망

권복규(이화의대)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함께 축하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큰 기쁨

16:00~16:30

발표 3 전문직 윤리: 과제와 전망

유상호(한양의대)

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30~17:00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한국의료윤리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및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의료윤리학: 회고와 성찰

폐회

2017년 10월 31일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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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석 배상

17:00~17:30

총회 (본관 3층 최덕경홀)

18:00~18:30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본관 2층 CAFE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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