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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안 내 서
제 목:

제61차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의료요원 교육

일 시:

2017년 11월 2일(목) ~ 3일(금)

시 간:

목요일 (08:40-17:30), 금요일 (09:00-16:30)

장 소: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6층 TBL실
-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2번 출구
-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선 왕십리역 6번출구
- 지하철 분당선 13번 출구
- 간선버스 121번, 302번 ; 지선버스 2012번, 2014번, 2016번, 222번
※ 주차비는 개인이 지불해야 하오니 (8시간: 4,000원, 24시간 주차 불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대 상:

전국 산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호사(조무사 포함), 보건소 모자보건관계자,
산후조리원 및 기업체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
※ 본 교육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서 접수 선착순으로 120 명 마감합니다. (현장접수 없음)
※ 교육이 끝난 후 현장에서 수료증을 드립니다.

평점 안내

대한의사협회 평점 8평점

신청방법:

유니세프 홈페이지(www.unicef.or.kr) → 유니세프 소식 → 공지사항
또는 대한모유수유의학회 홈페이지(www.breastfeedingmedicine.org)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참 가 비:

1. 150,000원 (유니세프 지침서 및 교재 및 중식, 간식 제공) - 1인 기준
2. 165,000원 (상기 교재 +전문가용 모유수유지침서)
3. 단,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직원: 70,000원
->전문가용 모유수유지침서 포함 시 85,000원
※ 송금처: 신한은행 100-031-458331 (예금주: 대한모유수유의학회)
참가비가 입금이 되어야 교육 확정이 됩니다.
※ 참가비 입금시엔 “교육신청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입금하시는 경우 반드시 “교육신청자명”으로 입금 요망)
※ 수료증에 소속이 기재되며,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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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증 및 명함 등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확인)

환불규정:

교육비 입금 후 취소 시, 교육 시작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 공제 후 환불,
교육 시작 전 2일 및 교육 시작 후 취소 시엔 30% 위약금 공제 후 환불
(환불은 교육이 모두 끝나고 정산 후 입금됩니다.)

교육내용: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지원하기 위한 이론 및 현장실천(상세: 별첨 시간표 참조)

문 의:

대한모유수유의학회 백혜성 (한림의대 소아청소년과)
E-mail: paviola7@hanmail.net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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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시 간 표
1일차(11월 2일, 목)
시간

과제명

08:40-09:10(30′)

접수

09:10-09:20(10′)

유니세프와 모유수유 권장사업

09:20-09:30(10′)

환영사

강사

유니세프 BFHI위원회
최지민 팀장
대한모유수유의학회
김용주 회장
좌장:

09:30-10:20(50′)
10:20-11:10(50′)

김용주 (한양의대 소아청소년과)

과제 1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FHI):
세계전략의 한 부분

경희대학교 소아청소년과
대한소아과학회 회장
배종우 교수

과제 2 의사소통

건국대학교병원
고범자 간호팀장

11:10-11:20(10′)

휴식

11:20-12:10(50′)

과제 3 임신기간 동안 모유수유 권장하기

건국대학교병원
고범자 간호팀장

12:10-13:00(50′)

과제 5 출산과 모유수유 (1)

13:00-13:40(40′)

점심

단국대학교 제일병원
전선영 간호과장

좌장:
13:40-14:30(50′)

황정혜 (한양의대 산부인과)

과제 5 출산과 모유수유 (2)

단국대학교 제일병원
전선영 간호과장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14:30-15:20(50′)

과제 12 모유수유에 장애가 되는 유방의 문제점들

15:20-15:30(10′)

휴식

15:30-16:20(50′)

과제 13 어머니의 건강 관리

쉬즈산부인과

16:20-17:10(50′)

과제 14 어머니를 위한 지속적인 지지

김희범 원장

17:10-17:30(10′)

공지 / 정리

김경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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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11월 3일, 금)
시간

과제명

강사
좌장: 이하백 (한양의대 소아청소년과)

09:00-09:50(50′)

과제 9 엄마젖 공급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09:50-10:40(50′)

과제 11 엄마젖을 짜서 먹이는 경우 먹이기

유혜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09:50-10:40(50′)

과제 10 특수관리가 필요한 아기들

11:30-11:50(10′)

휴식

11:50-12:40(50′)
12:40-13:20(40′)

김윤미 교수

과제 7 엄마젖 먹이기를 돕는다

울산대학교 아산병원 NICU
박선자 수간호사

기념촬영 및 점심
좌장:

13:20-14:10(50′)

가천대학교 간호대학

신손문 (단국대학교 제일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제 8 엄마젖 먹이기 실무

14:10-15:00(50′)

과제 6 모유는 어떻게 유방에서 아기에게 가는가

15:00-15:20(10′)

휴식

15:20-16:10(50′)
16:10-16:30(20′)

울산대학교 아산병원 NICU
박선자 수간호사
순천향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이우령 교수

과제 4 모유수유 보호하기

단국대학교 제일병원

과제 15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신손문 교수

수료증 배부 /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