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철 학술대회
주제 : 보건의료인의 교양과 소통
- 죽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일 시 : 2020년 12월 5일 (토) 12:30~18:00
장 소 : 동국대학교 정보문화관P 301호
주최 및 주관 :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초대의 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으로 빛나는 봄의 대지를 예기치 못한 전염병의 그림자가 뒤덮은 이후 혼란과 두려움 속
에 허둥거리며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간 의료현장에 계신 회원님들의 헌신을 중심으로 모든
이의 합심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어둠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오래지않아 이 난국을 헤쳐나 갈 의료기술과 삶의 지혜가 우리 곁에 자리잡을 수 있으리라 소
망하며, 가을의 끝자락에 죽음의 이해와 소통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필멸하는 존재로서 인간에게 죽음은, 삶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관문이며, 현재의 삶을 의미있게
하는 근본조건으로서, 수많은 철학적, 과학적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
입니다. 죽음은 아직 나의 것이 아닌 타인 것이고, 미지의 세계이며 어두운 세계인 것입니다. 최
근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100만에 이르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나의 것이 아닌, 이방인, 이교도,
그리고 통계상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삶의 과정을 예기치 못한 질병에 의해 강제로 종
결당하고 삶의 저편으로 가야 하는 환자들에게 죽음은 당황스럽고 두려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죽어감을 돌보아야 하는 것은 중요한 임무로서 많은 연구, 교육, 실무 치침이 있
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루틴을 수행하면서, “죽어감을 잘 이해하고, 배운 대로 잘 하고 있
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
게 질문을 해보면서 심층적으로 죽음을 이해하고 대상자들과 소통하고자 본 학술대회를 준비하
였습니다.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저명한 철학자를 모시고 전통적인 철학을 비롯하여 타자
와 윤리의 철학자 레비나스의 죽음에 대한 사유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임상 전문가로부터 죽음
을 앞둔 환자와 진정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학술대회는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의료커뮤니케이션의 지
평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인간중심의 소통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분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고 학문적 성과를 나누는 소
중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가을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고문희

Program
12:00-12:30

등록
사회 : 손윤락 (학술이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12:30-12:50

개회사

고문희 (대학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환영사

조상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학장)

학술대회 소개

함상근 (학술이사, 한일병원 가정의학과)

Session

12:50-13:20

보건의료인의 교양과 인문학

1

보건의료인을 위한 인문학
유형준 (CM병원 내과)

13:20-13:50

예비보건의료인을 위한 인문사회교과목 운영의 실제
이종은 (학술이사, 충북대 간호학과)

13:50-14:00

Tea time
Session

14:00-14:45

죽음의 이해를 위한 철학적 고찰

2

기조강연 I : 서양 고대철학에서의 죽음의 이해
김귀룡 (충북대 철학과)

14:45-15:30

기조강연 II : 레비나스 철학에서 타자의 죽음
손영창 (한국기술교육대 문리HRD학부)

15:30-15:40

Break time
Session

15:40-16:20

병상에서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소통

3

주제강연 I : 병상에서의 죽음
김형숙 (순천향대 간호학과)

16:20-17:00

주제강연 II : 죽음의 윤리와 소통(가제)
유상호 (교육이사, 한양대 가정의학과)

17:00-17:30

연수강좌 : 종양환자와의 상담 대화
박혜윤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17:30-

총회 및 폐회

Registration
등록안내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사전등록 기능을 이용해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구 홈페이지 회원도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등록 신청만 하시고 사전등록 마감일까지 입금이 안 될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사전등록기간 : 2020년 10월 15일 (목)~11월 30일 (월)
의 : admin@healthcommunication.or.kr

문

등록비
회원 : 2만원, 비회원 : 4만원, 학생회원 : 무료

입금방법
사전등록 신청 후 아래 학회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우리은행 1005-502-695845

예금주 :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학술대회 프로그램이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길

동국대학교 정보문화관P 301호

충무로역 1번 출구

동국대학교 정보문화관P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버 스 : 장충동 (동국대 입구)
지선버스 지선버스 : 7212

간선버스 간선버스 : 144, 301, 420, 407

대한극장 앞
지선버스 지선버스 : 7011

간선버스 간선버스 : 104, 105, 140, 463, 421, 507, 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