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마리의 종이 학:
APHN 와 함께하는 작품집
투고 마감일

2020/6/30
투고 기준
1. 모든 시(詩)는 .pdf 혹은 .docx 형식으로, 폰트는 크기는 12, 글씨체는 Times New
Roman 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시, 아래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성과 이름

o

생년월일

o

거주 국가

o

출신 국가

o

주 사용언어

o

간단한 자기소개 (3-4 줄)

3. 발표에 초대되는 경우, 2021 년 11 월 10-13 일 동안 일본의 고베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학회에 참석 가능하거나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의 사항들이 준비되면, 이 작품집에 제출하는 이유 및 완화 치료/말기 질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간단히 설명한 커버 레터와 함께 해당 시(詩)를
programmes@singlitstation.com 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SUBMIT 제출하기

작품집에 대하여

죽음과 죽어감에 대처하는 것은 자주 회자되는 화제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의 실질적인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말기 질환을 겪고있는 환자든,

가족이든, 친구이든, 혹은 의료진이든 간에, 같은 경험을
겪어왔던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 것은 안정과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집을 통해, Sing Lit Station (SLS)
과 the Asia Pacific Hospice Palliative Care Network (APHN)
는 호스피스와 완화치료 개념에 대한 인식을 증진 시키고,
해당 주제와 관련된 뜻 깊은 담화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작품집에 싣기 위한 시를 제출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살고 계시며,
완화치료의 장점들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 누구나 환영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용되는 어떤 주요 언어로 제출되어도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가능지역: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태평양제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폴, 한국, 스리랑카, 대만,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가능언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뱅갈어, 버마어, 힌디어, 일본어, 한국어,
말레이시아어, 중국어, 몽골어, 네팔어, 싱할라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모든 최종후보 시(詩)들은 영어로 번역될 것입니다.
파트너들에 관하여
Asia Pacific Hospice Palliative Care Network (APHN),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완화치료 네트워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호스피스와 완화 치료의 증진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에
헌신하고있는 기관 및 개인을 지지하고 힘을 싫어 주는 것에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완화치료 네트워크는 교육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인식과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며, 연구와 협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