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를 위한 전문 심화 교육
<<이론과 조산원 실습교육>>
- 조산사 보수교육 인정 프로그램 이 교육은 조산사를 위한 전문 심화 교육입니다.
3일간 최고의 조산사분들의 전문이론 교육과 모형을 이용한 내진 및 봉합 연습은 물론 2

■ 교육 프로그램
□ 첫째 날: 산전 전문-심화 교육
□ 장소: 대한조산협회 교육실
시간

09:00~09:50

주제

강사
김옥경 회장 또는

OT 및 소개 시간

이선희 학술이사

일간 조산원에서 임산부 진찰 등 실습교육으로 진행되며 실습은 1:1 맞춤형 교육으로 진
10:00~10:50

행됩니다.

오재숙원장

임부영양

(홈벌쓰조산원)

11:00~11:50
조산원을 운영하여 경험이 풍부한 조산사 선배님들이 know-how를 직접 공개합니다.
12:00~13:00

점심식사

13:00~13:50

조산원에서의 임부의 산전관리(1): 전반적인 외래 진찰

3일간의 이론교육 후 조산원과 교육생의 일정에 맞추어 2일간 개별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주

관: 서울특별시조산사회

■ 일

시: 2016년 8월 8일(월) ~ 10일(수)

■ 장

소: 대한조산협회 교육실

15:00~13:50
조산원에서의 임부의 산전관리(2): 초음파
16:00~16:50

■ 교육비: 1,500,000원
■ 교육비 입금 계좌: 기업은행 031-026182-04-033

17:00~17:50

(서울시부회장)

원: 선착순 10명 마감

<※ 신청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교육이 개설되지 않습니다>

■ 조산원 실습 가능한 곳
-김순선조산원, 김상진조산원, 순산조산원, 마마스조산원,
맘스베베조산원. 일신조산원
-MJ 산후조리원, 호수산후조리원(산후조리원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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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미 원장
(자연주의조산원장)
이순옥 이사

태중교육

(사)대한조산협회 서울시조산사회
■ 인

서란희 전회장
(일신조산원장)

14:0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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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날: 분만 전문-심화 교육

□ 셋째 날: 산후 전문-심화 교육

□ 장소: 대한조산협회 교육실

□ 장소: 대한조산협회 교육실

시간

주제

09:00~09:50
산전 및 분만 중 태아사정: EFM
10:00~10:50
11:00~11:50

시간

성옥경원장

09:00~09:50

(맘스베베조산원장)
김순선원장

자연출산 I

(김순선조산원장)

12:00~13:00
13;00~14:00

강사

점심시간

회음부 관리와 봉합: 모형을 이용한 교육
10:00~10:50
11:00~11:50
신생아 응급처치 및 신생아 사정
12:00~12:50
13:00~14:00

14:00~14:50

유정미원장

자연출산 II

(자연주의조산원장)

15:00~15:50
16:00~16:50
질 검진: 모형을 이용한 교육
17:00~17:50

손희정원장
(맘스베베조산원장)

주제

산후관리; 산후사정 및 산후조리와 피임교육
15:00~15:50
16:00~16:50

이선희 교수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김옥경 원장
(순산조산원)
강미숙 원장

모유수유

(아이통곡모유상담)

17:00~17:50
교육 평가회 with 저녁 식사

※ 설명
- 산전 및 분만 중 태아사정: 태아 및 산모 상태에 따른 응급수술 판단 기준 등
- 자연출산; 출산교육 및 자연출산 종류 및 과정,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요령
- 질 검진: 모형을 이용한 교육: CPD판단 및 중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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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옥 이사
(서울시부회장)

점심시간

14:00~14:50

18:00~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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