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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인간호학회가 2021년 6월 25일자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성인간

호학회 50년 발전사』 발간을 준비하며 지난 50년간 학회 발전을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 

역대 회장님과 회원들의 열정과 헌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이 시간이 오기까지 학회에 

대한 묵묵한 헌신과 노력의 손길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성인간호학회는 1971년 대한간호학회의 산하학회인 내외과 분과학회로 창립된 

이래, 지난 50년간 한국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선도하며 연구, 교육 및 실무 영역의 발전

을 도모해 왔습니다. 학회의 발전을 위한 준비기였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학회 

조직의 체계화와 학회지 발간 등 전문 학술단체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이

후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이를 기반으로 괄목할 만한 수준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

루어냈습니다. 회원 수 및 성인간호학회지 논문 편수 증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선정 등

의 주요 변화가 이루어진 발전기를 지나 2010년대부터는 한국성인간호학회의 도약기를 

맞이하였습니다. 2011년 CINAHL, SCOPUS 데이터베이스에 성인간호학회지가 등재됨

으로써 수록된 연구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 수준으로 도약하여 전세계 간호연구자들에게 

공유됨으로써, 한국 간호의 글로벌 위상을 다지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고, 2020년대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 현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개의 축을 기반으로 사람중심의 포용국가 

기반으로의 국가 정책이 가속됨에 따라, IT 기반의 바이오헬스의 산업이 보건의료 환경



에 빠르게 접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전

문직도 미래보건의료환경에 적합한 간호전문직 수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COVID-19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전문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전문직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은 학회의 중요한 역할이기에, 역

사의 전환점에서 간호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으로, 학회의 미션과 비젼을 구상

하고 다양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2021년도 창립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서,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한국성인간호학회 

50주년 발전사를 정리하면서 지난 반세기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펼쳐질 학회 50년을 설

레임과 기대감으로 구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난 반세기 동안 학회를 이끌어주신 모

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제 24대 한국성인간호학회 회장  오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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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인간호학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학회는 역사적으로 1971년 대한간호학회(현 한국간호과학회) 내·외과 간호학 분

과학회로 시작하여 1974년 4월 17일 대한간호협회의 산하단체가 아닌 독립단체가 되

고, 1979년 성인간호학 분과학회로 명칭을 개정하면서 명실공히 독립된 학문, 과학의 한 

분야를 이끄는 중심학회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중심에서 인간중심의 간호교육과정 혁신을 가져오면서 ‘한국성인간호학회’로 명

칭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지난 50년간 한국간호과학회 회원 학회 중 가장 큰 학회로 성

장했습니다. 2021년 현재 등록회원 규모 총 1553명에 이르는 양적 성장 뿐 만 아니라, 

연구·교육·실무 전 영역에서 성인간호 대상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괄목할 만

한 리더쉽을 발휘하는 내실 있는 학회로 견고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한국성인간호학회의 

이러한 성장과 발전과정은 총 24 대에 걸친 회장단과 임원진의 헌신적인 리더쉽과, 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실현을 위해 건강과 웰빙은 어

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은 학회활동과 운영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간호사의 역할

과 위상에 대한 인식과 기대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대 상황은 간호

계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합니다. 국내 간호계는 그간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보건의료영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융합학문분야로서 윤리, 철학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간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증진, 질병관리, 재활에 대한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국민의 기대를 받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역사를 통해 

일궈 온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적용하면서, 차세대를 리드하는 학회로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준비와 함께 ‘한국성인간호학회 50년 발전사’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오의금 회장님, 50주년 역사편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학회 임원

진들께 축하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학회창립 50주년을 축하하고, 더 큰 도약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제 7대 한국성인간호학회 회장  김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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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인간호학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는 COVID 19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성인간호학회의 발전을 위한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리는 뜻 깊은 해입니다. 한국성인간호학회는 1971년 대한

간호학회 내/외과 간호학 분과학회로 발족하여 한국간호과학회 회원 학회 중 가장 규모

가 큰 학회로 발전하였습니다. 

과거 50년 동안 한국성인간호학회는 독자적인 학술단체로서 성인간호학회지를 창간

하여 한국 성인간호학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 연구와 실무의 발

전과 회원 간의 학술적 교류를 이끌어내며 성인간호학의 철학적, 이론적 발전을 이루었

습니다.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지난 50년의 역사가 미래 50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

라고 믿습니다.

한국간호과학회 회장으로서 저는 한국성인간호학회가 간호학의 발전뿐 아니라 한국

간호과학회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학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 것에 대하여 깊

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성인간호학회는 국내외 학술단체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회원들의 역량을 키

우기 위한 많은 학술활동을 펼치고 학회지의 국제화와 질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

하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성인간호

학회가 한국간호과학회의 회원 학회로서 상생 발전하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명



성있는 학회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로 탄생한 50년사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를 극복하신 선배님들의 업적을 돌아볼 수 있게 함으로서 우리 한국성인간호학회가 나

아갈 방향을 지시하고 발전을 계획하는 지침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50년간 회원 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새겨진 한국성인간호학회 50년 발전사 발

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국성인간호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제 27대 한국간호과학회 회장  조경숙



발간축사

Ko
rea

n S
oci

ety
 of

 Ad
ult

 Nu
rsi

ng

대한민국 간호학계를 선도하는 한국성인간호학회 50주년 발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

하드립니다.

한국성인간호학회는 1971년 대한간호학회 내외과간호학 분과학회로 발족하여 지난 

반세기에 걸친 시간동안 성인간호대상자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2011년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단체 회원으로 

등록한 이후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학술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우수회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한국성인간호학회는 매년 높은 수준의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Scopus 등

재 학술지인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을 발간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 뒤에는 한국성인간호학회와 회원 여러분의 치열한 노력이 녹

아들어 있습니다. 

회원들의 헌신적인 학술활동의 결실로, 양질의 연구성과들이 한국성인간호학회를 통

해 발표되고 논문화 되어 왔으며, 간호학의 깊이를 심화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내 뿐 아

니라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제 학회로 도약할 단계에 접어들었습

니다.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한국성인간호학회가 국제사회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하는 우수한 학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국제학술대회가 한국성인간호학회의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한국성인간호학회 50주년 발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성인간호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1년 8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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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설립

1970년에 창립된 대한간호학회의 산하학회인 내외과 분과학회로 창립

창립일: 1971년 6월 25일

초대회장: 전산초 박사

■ 학회 명칭의 변천

1971년 6월 25일: 대한간호학회 산하 내외과 분과학회 창립

1979년 2월 16일: 성인간호분과학회로 명칭 개정

1987년 3월 7일: 성인간호학회로 명칭 개정

2015년 12월 11일: 한국성인간호학회로 명칭 개정

■ 학회 설립 목적

성인간호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교육, 연구와 실무 발전에 관한 활동과 회원 간의 

학술적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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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호학회 발전준비기(1970년대~ 1980년대)

학회의 연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성인간호학회발전을 위

한 준비기로 학회 창립과 학회지 발간 등으로 조직의 틀을 이루는 시기였다. 학회 설립 

이후 1984년 12월에 성인간호 논문요약집이 발간됨으로써 오늘날의 성인간호학회지가 

발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1989년 3월에 성인간호학회지 제1권(창간호)이 

발간되었다. 

성인간호학회 발전기(1990년대 ~ 2000년대)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성인간호학회 발전기로서, 성인간호학회 회원 수 및 성인간

호학회지 논문 편수 증가, KoreaMed 등재,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선정 및 지역별 지회 구

성 등 주요변화가 이루어졌다. 1992년 성인간호학회지는 연 2회(3월, 9월) 발간되었으

며, 1992년 7월에는 학회설립 후 처음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노인/가정간호)을 하와이 

간호대학 및 의료보건시설에서 실시하였다. 1997년 3월에는 회원 수 및 구독자 증가로 

학회지 500부를 인쇄하였으며, 논문심사위원을 서울시내 소재 간호학과 교수로 국한하

였던 것을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전국의 간호학과 교수로 확대하였다. 1997년 10월에는 

학회가 주축이 되어 노인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그 해 12월에는 전국 성인

간호학 교육과정 검토를 위하여 3, 4년제 101개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시행

하였으며, 성인간호학회지를 연 3회(3월, 7월, 12월) 발간하였다. 1998년 영문학회명을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KASAN)으로 변경하였다. 1999

년에는 성인간호학회지를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하였으며, 그 해 11월 성인간

호학 학습목표 개정 워크샵을 거쳐 12월에 성인간호학 학습목표를 개발하였다. 

증가하는 회원 관리와 조직적인 학회 활동의 필요성 증가로 2000년 6월에는 전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8개 지역이사(서울권, 부산/경남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전남/제

학회연혁

●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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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대구/경북권, 인천/경기권, 강원권)를 선임하고 지회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다. 

2000년 10월에는 성인간호학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http://adultnursing.web.

riss4u.net), 성인간호학회 로고 제정 및 학회기에 성인간호학회 로고를 삽입하였고, 영

문학회명을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KASAN)과 학회지 영

문명을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으로 통일하였으며, 2001년 4

월에는 성인간호학회지 영문 약자 명칭을 J Korean Acad Adult Nurs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2000년 11월에는 대한간호협회 출판부와 공동으로 국가시험문제 개정작업 후 성

인간호학 문제집을 발간하였다. 꾸준한 질적 성장을 보인 성인간호학회지는 2001년 성

인간호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12월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는 쾌

거를 올렸으며, 학술지 출간 지원 대상 학회로도 선정되었다. 2002년 12월에는 성인간

호학회 회원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위해 박사논문 연구 지원금 지급을 시행하였

으며, 2003년 9월에는 성인간호학회지가 한국의학논문 데이타베이스인 KoreaMed에 

등재되었으며, 2004년 12월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2005년 12월에는 특별호를 포함하여 성인간호학회지가 연 5회 발간되었고, 그 해 특별

호의 주제는 ‘노인’이었다. 2006년도는 ‘만성건강’, 2007년도는 ‘여성의 건강문제’, 2008

년도는 ‘건강증진’을 주제로 특별호를 발간하였다. 2006년 1월부터는 처음으로 대구/경

북 지역에서 성인간호학회 회장이 선출되어 성인간호학회 활동의 전국적 활성화를 촉진

하는 토대를 구축했다. 2007년 1월에는 온라인 논문투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8년 12월부터는 증가하는 논문 투고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

제별 특별호 발간을 중단하고 성인간호학회지를 연 6회 증편 발간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에 이르렀고, 2009년부터 모든 논문은 온라인으로만 투고하도록 하였다. 2009년 6월에

는 성인간호학회지 영문 약자 명칭을 Korean Acad Adult Nur으로 개정하였고 학회홍

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성인간호학회 온라인 뉴스레터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그 해 10

월에는 학회지의 발전을 위해 심사위원과 편집위원 외에도 통계 자문위원 및 영문 자문

위원을 위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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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인간호학회 도약기(2010년대 ~ 2021년 현재)

2010년부터는 학회 회원 수가 1,000명을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 6월 기준

1,553명으로 집계되며 한국간호과학회 회원학회 중 가장 큰 규모의 학회로 자리매김 하

고 있다. 2010년 4월에는 논문투고부터 출간까지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심사 편중 위험을 줄이고자 학회지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3심제를 도입하였으며, 논문

심사료를 신설하였다. 또한 2010년 12월에 학회 및 학회지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학회

명은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KSAN)으로, 학회지명은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KJAN)으로 개정하였다. 2011년 40주년을 맞아 성인간호학회지

가 CINAHL, SCOPUS 데이터베이스에 등재 되었으며, 2011년 1월 기존의 국문 홈페

이지를 개편하였고(http://www.ana.or.kr), 2011년 4월에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영문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더불어 2011년에는 성인간호학회지가 CINAHL, 

SCOPUS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됨으로써 성인간호학회지에 수록된 연구가 보다 많은 독

자들에게 전달되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연구와 실무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011년에는 회원 수와 지역을 고려하여 전국을 

6개 권역으로(서울, 인천/경기/강원, 광주/전남북/제주, 대전/충남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조정하고 지역이사 7인을 두었다. 2013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글

로벌 간호학회로서 자리매김 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성인간호학회 윤리 규정이 제정

되고 2014년 윤리위원회 규정이 제정됨으로서 간호학자들의 연구수행, 결과물 출판 및 

학술 발표 등 학술 활동에 있어서의 윤리 책무와 권리를 확립하였다. 2015년 성인간호

학 학습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성인간호학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2016년 개정

작업이 이루어 졌다. 

한국간호과학회의 회원학회로써 본 학회의 명칭변경에 맞추어 2015년 12월 <성인

간호학회>의 명칭을 <한국성인간호학회>로 변경하였다. 2018년 편집위원회를 신설하

고 출판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업무 재분장을 통해 역할효율성을 도모하였다. 2018년 

3월 한국성인간호학회지의 국제학술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e-journal platform을 구축하였다. 2021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학회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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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인간호학회는 미래를 향한 학회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고 발전을 위한 구체적 추

진 전략을 50주년 기념식을 통하여 회원들과 공유하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미

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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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인간호학회 주요연혁

일  시 내  용

1971.06 대한간호학회 내외과 간호학 분과학회 발기총회 개최

1979.02 성인간호학 분과학회로 명칭개정

1982.03 성인간호학 분과학회에서 기초간호학 분과학회 독립

1984.12 성인간호 논문요약집 발간, 대한간호 지면보수교육 실시

1987.03 성인간호학회로 ‘분과’ 명칭 삭제

1989.03 성인간호학회지 제 1권(창간호) 발간

1990.12 성인간호학회지 연 2회(6월, 12월) 발간

1996.12 성인간호학회지 연 3회(4월, 8월, 12월)발간

1997.10 노인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개발

1998.04
성인간호학회 영문명칭 변경

ㆍ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KASAN)

1998.12 성인간호학회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

1999.12 성인간호학 학습목표개발

2000.03 뉴스레터발간 - 연 4회 학술지 뒷면에 게재

2000.06
8개 지역이사 선임및 지회 활성화(서울권, 부산/경남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전남/제주권, 대구/경북권, 인천/경기권, 강원권)

2000.10
성인간호학회 로고 제정 및 학회지에 로고삽입

성인간호학회 홈페이지 개설 http://adultnursing.web.riss4u.net

2000.11 성인간호학 국가시험문제 개정 작업후 문제집 발간(대한간호협회 출판부)

2001.03 평생회원증 발급, 학회지 CD-ROM 제작

2001.04 성인간호학회지 영문 약자 명칭 개정, J Korean Acad Adult Nurs.

학회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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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 성인간호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2001.12 성인간호학회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2002.12 박사논문 연구지원금 지급 시행

2003.09 성인간호학회지 KoreaMed 등재

2004.07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개정 워크숍

서울과 지방이 교차하여 회장 역임 의결

2004.12 성인간호학회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선정

2005.12
성인간호학회지 연 5회(3월, 6월, 8월, 9월, 12월) 발간, 주제별 특별호 발

간(‘노인’)

2007.01 홈페이지 개편 및 온라인 논문투고 사업 본격 실시

2008.12 성인간호학회지 연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발간

2009.03 성인간호학회 연구학술윤리위원회 규정 신설

2009.06
성인간호학회지 영문 약자 명칭 개정, Korean Acad Adult Nurs.

성인간호학회 온라인 뉴스레터 창간호 발행(연 2회 발간)

2010.12

영문 학회 및 학회지명 통일

ㆍ학회명: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ㆍ학회지명: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1.01 국문 홈페이지 개편: http://www.ana.or.kr

2011.04
성인간호학회지 CINAHL 등재

영문홈페이지 완성: http://www.ana.or.kr/eng/index.html

2011.06 성인간호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2011.12 성인간호학회지 SCOPUS 등재

2012.11 성인간호학회 윤리규정 제정

2014.09 성인간호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15.10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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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 간호대학생 학습역량평가 모의고사 문제집 발간(한국간호과학회 주관)

2015.12 <성인간호학회> 명칭 <한국성인간호학회>로 변경

2018.01 편집위원회 신설 및 출판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업무 재분장

2018.02 한국성인간호학회지 표지 변경

2018.03
한국성인간호학회지(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e-journal 

platform 구축

2019.03 성인간호 <Issue & Trend> 학술세미나 신설

2020.08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2020.11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2021.05 한국성인간호학회 홈페이지 개편

2021.08 한국성인간호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Virtual 국제학술대회 개최

학회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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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성인간호학회 미션, 비전 및 추진전략

학회 미션,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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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인간호학회는 발전하는 학회의 이미지를 담기 위하여 2000년 10월 성인간호

학회 로고를 제작하고 학회기에 로고를 삽입하였다. 로고의 전체 틀은 ‘등불의 여인’ 나이

팅게일을 상징하며, 붉은 색의 불꽃은 건강을 의미하고, 이는 파란색의 몸체인 지구를 받

치는 형태를 담고 있다. 로고의 색상인 붉은색과 파란색은 태극의 음양조화를 상징하며, 

삶의 근원이 우주공간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성숙한 인간의 건강함을 추구하는 성인간호

학회의 목표의식을 나타낸다.

● 학회 상징과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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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인간호학회는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한국간호과학회의 회원 학회이다. 1971

년 학회창립 초기에는 주로 성인간호학 관련 교수가 주축이 되어 학회를 설립하여 활동하

였으며, 회원수가 기록되지 않아 회원수가 수십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후 1997년 443

명, 30주년이 되는 2001년에는 532명, 40주년을 맞이한 2011년에는 1,131명, 그리고 

2021년 6월 현재 1,553명으로 지속적으로 회원수가 증가되어 왔다. 한국성인간호학회

는 이러한 대규모 회원의 조직적인 관리 및 다양한 요구도에 맞추어 학회를 운영하기 위

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 2000년 6월 전국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8개 지역이사(서울권, 부

산/경남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전남/제주권, 대구/경북권, 인천/경기권, 강원권)를 선

임하여 지회를 활성화하였다. 2011년에는 회원수와 지역을 고려하여 전국을 6개 권역

(서울, 인천/경기/강원, 광주/전남북/제주, 대전/충남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으

로 조정하고 지역이사 7인을 두었다. 2019년에는 7개 지역의 지역이사(서울1, 인천/경

기,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서울2, 광주/전남북/제주, 대전/충남북) 구분과 선

거를 위한 권역의 구분을 일치시키기 위해 4개 권역[1권역-수도권1(서울, 인천, 경기), 2

권역-강원과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남북, 강원), 3권역-수도권2(서울, 인천, 경기), 

4권역-호남, 제주와 충청권(광주, 전남북, 제주, 대전, 충남북)]으로 조정하였다. 학회 본

회와 지역별 지회 간 학술교류 및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학회 발전을 위한 유기적이

며 발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각 지회 주최의 학술세미나가 이루어져 왔으며, 2019

년 지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인간호 <Issue & Trend> 학술세미나를 신설

하여, 제1회 성인간호 <Issue & Trend> 학술세미나를 서울지회 주관하에 개최하였다.

● 회원 현황

회원 현황 및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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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

한국성인간호학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 서기이사, 회계이사, 학술이사, 편

집이사, 출판이사, 교육이사, 홍보이사, 법제이사, 윤리이사 및 지역이사를 두고 있으며,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이사가 위원장인 8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국내외 학술연

구활동 및 교류, 학회지 발간 및 출판, 성인간호 관련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 현황 및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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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인간호학회를 이끌어간 역대 회장으로 초대회장은 전산초 교수(연세대, 1971. 

06-1974. 05), 2대 모경빈 교수(이화여대, 1974. 06-1977. 05), 3대 한윤복 교수(가톨

릭대, 1977. 06-1980. 01), 4대 김광주 교수(경희대, 1980.02-1982. 03), 5대 신경자 

교수(고려대, 1982. 04-1984. 03), 6대 이은옥 교수(서울대, 1984. 04-1986. 02), 7대 

김조자 교수(연세대, 1986. 03 -1988.01), 8대 최영희 교수(이화여대, 1988. 02-1989. 

12), 9대 이정희 교수(중앙대, 1990. 01-1991. 12), 10대 김주희 교수(한양대, 1992. 

01-1993. 12), 11대 노유자 교수(가톨릭대, 1994. 01 -1995. 12), 12대 이향련 교수(경

희대, 1996. 01-1997. 12), 13대 이숙자 교수(고려대, 1998. 01-1999. 12), 14대 서문

자 교수(서울대, 2000. 01-2001. 12), 15대 김소선 교수(연세대, 2002.01-2003. 12), 

16대 신경림 교수(이화여대, 2004. 01-2005. 12), 17대 서순림 교수(경북대, 2006. 01-

2007. 12), 18대 최경숙 교수(중앙대, 2008. 01-2009. 12), 19대 김영경 교수(부산가

톨릭대, 2010. 01-2011. 12), 20대 김분한 교수(한양대, 2012. 01-2013. 12), 21대 조

경숙 교수 (가천대, 2014.01-2015.12), 22대 소향숙 교수(전남대, 2016.01-2017.12), 

23대 김희경 교수(공주대, 2018.01-2019.12)로 총 23명의 역대회장과 임원들이 혼신

의 힘을 쏟아 학회 발전을 위해 일함으로써 오늘날의 한국성인간호학회로 성장할 수 있

게 되었다. 현재 24대 회장 오의금 교수(연세대, 2020.01-2021.12)와 임원들이 학회발

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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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회장 
전산초 교수

(1971년-1974년)

2대 회장 
모경빈 교수

(1974년-1977년)

3대 회장 
한윤복 교수

(1977년-1980년)

4대 회장 
김광주 교수

(1980년-1982년)

5대 회장 
신경자 교수

(1982년-1984년)

6대 회장
이은옥 교수 

(1984년-1986년)

7대 회장
김조자 교수 

(1986년-1988년)

8대 회장
최영희 교수

(1988년-1989년)

9대 회장
이정희 교수 

(1990년-1991년)

10대 회장
김주희 교수

(1992년-1993년)

11대 회장 
노유자 교수

(1994년-1995년)

12대 회장 
이향련 교수

(1996년-1997년)

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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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회장 
이숙자 교수

(1998년-1999년)

14대 회장 
서문자 교수

(2000년-2001년)

15대 회장 
김소선 교수

(2002년-2003년)

16대 회장 
신경림 교수

(2004년-2005년)

17대 회장 
서순림 교수

(2006년-2007년)

18대 회장 
최경숙 교수

(2008년-2009년)

19대 회장 
김영경 교수

(2010년-2011년)

20대 회장
김분한 교수

(2012년-2013년)

21대 회장
조경숙 교수

(2014년-2015년)

22대 회장
소향숙 교수

(2016년-2017년)

23대 회장
김희경 교수

(2018년-2019년)

24대 회장
오의금 교수

(2020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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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명칭: 성인간호학회지

영문 명칭: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약칭: Korean J Adult Nurs, KJAN

ISSN: 1225-4886(print), 2288-338X (online)

발행방법: 격월간지(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발행년도: 1989년

● 학회지

학회지 표지 변천사

▪   1989년 03월 성인간호학회지 제 1권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학술지 표지는 성인간

호학회의 대표색 바탕으로 대한간호협회 로고를 가운데 포함하여 디자인 되었으며 

권두언과 함께 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   1999년 09월 학술지 표지가 개정되어 제 11권 제3호부터 표지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제목과 저자를 포함함으로써 쉽게 목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07년 03월 학술지 표지가 재 개정되어 제 19권 제1호부터 학회로고를 배경에 포

함하고, 목차를 표지에 포함하지 않았다. 

▪   2010년 4월 학술지 국제화에 발맞추어 제22권 제2호부터 영문표지로 출간되기 시

작하였으며 Journal of Korean Adult Nursing의 약어명칭의 이니셜인 JKAN을 

표지에 포함하였다.

▪   2010년 12월 학술지 영문명칭을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약어명칭 이

니셜 KJAN을 표지에 포함하였다.

▪   2018년 02월 제30권 1호부터 한국성인간호학회지 e-journal 영문 홈페이지 구축

에 맞추어 표지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학회지 변천사



• • •  한국성인간호학회 50년사36 37

학술지 보존상태로 인해 학술지 표지 변경시점과 예시로 실린 권(호)가 일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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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학술대회

학회의 초창기에는 학술집담회나 학술세미나, Conference 등의 학술 활동이 이루어 

지다가 1989년부터 정기적으로 연 2-3회 학술대회를 개최 해왔으며, 일부는 한국간호

과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주제는 크게 성인간호교육, 간호연구방

법, 건강증진, 간호중재 및 학회지 게재논문의 질 향상 등 성인간호 이론, 실무 및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성인간호분야의 연구와 학술활동의 증진을 도모해왔다. 

1989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다루어진 주제를 내용에 따라 연구, 실

무, 교육, 간호사 국가시험 성인간호학 영역으로 분류해 보면,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다

양한 연구방법들이 주로 다루어 졌으며, 실무관련 내용이 또한 높은 빈도로 다루어진 주

제였다.

역대 학술대회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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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04. 28. 춘계 학술대회 『성인 환자의 무력감(powerlessness)에 관한 간호중재』

         08. 08~09 하계 학술대회 『학술논문 발표 및 국가고시문제 심의』

1990. 05. 29 춘계 학술대회 『성인간호학교육의과거, 현재, 미래』

         08. 17~18 하계 학술대회 『성인간호학교과과정및 실습과 국가고시 영역별 분류체계』

1991. 05. 24 춘계 학술대회『노인의 정신의학, 노화 이론과 간호』 

         07. 12~13 하계 학술대회 『성인간호학 국가고시 분야별 문제 수정』

1992. 06. 05
춘계 학술대회 『성인, 노인의 변환기(transition)에 초래될 수 있는 사회
심리적특징』

         07. 07~08 하계 학술대회 『간호개념 분석과 임상적용』 

1993. 04. 20 춘계 학술대회 『간호전문화와 교육 패러다임』 

         08. 26~28 하계 학술대회 『국가고시문제 심사』

         10. 28 추계 학술대회 『박사학위 논문 발표및 자습서 개정 출판평 가회』

1994. 04. 22 춘계 학술대회 『간호교육개혁』

         09. 18 하계 학술대회 『질적 간호연구 방법론(Ⅰ)』

         11. 24 추계 학술대회 『문화기술적 접근방법의 이해』

1995. 04. 20 춘계 학술대회 『간호전문화를 위한 간호교육』

         06. 23 하계 학술대회 『질적간호연구방법론(Ⅱ)』

         11. 23 추계 학술대회 『임상간호전문가의 현 실태와 전망』 

1996. 05. 03 춘계 학술대회 『간호영역 확장을 위한 정책방향』

         07. 05 하계 학술대회 『간호중재의 재조명』

         11. 17 추계 학술대회 『성인간호실무를 위한 간호정보의 적용』

1997. 05. 02 춘계 학술대회 『미래사회와 caring』

         07. 22~23 하계 학술대회 『성인간호학 교육과정 검토및 개선방안』

         12. 08 추계 학술대회 『생명윤리와 간호』

일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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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04. 24 춘계 학술대회 『한국적 간호중재 개발 I-한국적 대체요법』

         07. 28 하계 학술대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대비한 성인간호학 교수 전략탐색』 

         12. 02 추계 학술대회 『건강증진의 성인간호학적 접근』

1999. 06. 04 춘계 학술대회 『다학제적 접근으로 본 여성건강』

         08. 20 하계 학술대회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개발 워크숍』

         11. 30 추계 학술대회 『간호정보 표준화및 Data Base의 성인간호학 적용』

2000. 05. 19 춘계 학술대회 『간호와 정보화 사회』 

         06. 22~23 하계 학술대회 『간호사 국가시험을 위한 문제해결중심 문항개발 워크숍』 

         12. 01 추계 학술대회 『성인간호학에서의 간호능력』

2001. 04. 27 춘계 학술대회 『연구활동 분류체계』

         08. 22~23
하계 학술대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_성인간호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우리글 논문 바로쓰기』

         12. 17 추계 학술대회 『일상생활기술적 간호연구』

2002. 05. 10 춘계 학술대회 『간호의 전문화 방향』

         11. 22 추계 학술대회 『간호연구의 발전방향 - 연구비 수혜전략』

2003. 04. 25 춘계 학술대회 『취약계층을 위한 간호전략』

        07. 04 하계 학술대회 『만성 질환자 관리』

         12. 19 추계 학술대회 『성인간호학회지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전략』

2004. 05. 21 춘계 학술대회 『Evidence based nursing의 활용-교육,연구,실무』

         07. 05 하계 학술대회 『국가고시대비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개정 워크샵』

         12. 17 추계 학술대회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현주소와 정책방향』

2005. 05. 13 춘계 학술대회 『유전자와 건강』

         12. 16 동계 학술대회 『건강증진의 선구자 - 금연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

2006. 05. 17 춘계 학술대회 『노인약물에 대한 최신 지견』

         09. 18 하계 학술대회 『질적 간호연구 방법론(Ⅰ)』

         12. 21 추계 학술대회 『간호사 국가고시의 전망과 대책』

역대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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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5. 11 춘계 학술대회 『e-만성질환자 관리』

         12. 20 동계 학술대회 『간호연구설계와 통계분석』 

2008. 06. 10 춘계 학술대회 『간호연구방법론 - 측정도구 』

         12. 16 동계 학술대회 『성인간호학회지의 국제학술지 등재전략』

2009. 06. 08 춘계 학술대회 『이상적인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개발』

         12. 11 동계 학술대회 『간호연구방법론』

2010. 05. 27 춘계 학술대회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다학제적 접근』 

         12. 10 동계 학술대회 『학회지 게재논문의 질 향상』 

2011. 06. 02~03
춘계 학술대회『40주년 기념 학술대회 - 성인간호 실무역량 강화전략, 임
상현황에 근거한 성인간호학 국시문제 개선방안 모색』

         12. 09 동계 학술대회 『근거기반 간호실무를 위한 메타분석의 활용』

2012. 06. 15 춘계 학술대회 『간호사 국가 시험과 관련된 성인간호 교육과 실무의 융합』

         11. 30 동계 학술대회 『성인 간호학 학습성과 작성 및 학습목표 개정안』

2013. 05. 31 춘계 학술대회 『간호 실무의 발전을 위한 이론과 연구: 경계를 넘어』

         12. 06
동계 학술대회 『성인간호학 국가시험 문항개발: 자료제시형과 사례형을 
중심으로』

2014. 06. 20 춘계 학술대회 『헬스케어 서비스, 디자인과의 만남』

         12. 05 동계 학술대회 『간호 전문직 발전을 위한 간호교육제고』

2015. 04. 10 춘계 학술대회 『성인간호 교육 수월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전략』

         12. 11 동계 학술대회 『포괄간호서비스 제고』

2016. 06. 10
춘계 학술대회 『SMART Nursing에 대한 조망: Strategic Merging of 
technology and ART』

         11. 18
동계 학술대회 『간호 선진화 전략: 심혈관계 임상실무와 연구동향 및 국
가시험 문항개발』

2017. 05. 19 춘계 학술대회 『건강형평성 향상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11. 24 추계 학술대회 『심리·사회·영적 간호역량 강화를 위한 성인간호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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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5. 18 춘계 학술대회 『4차 산업혁명 속 간호: 기회인가, 위기인가?』

         12. 07 동계 학술대회 『간호연구 혁신 전략』 

2019. 03. 22
성인간호 Issue & Trend: 2019년 한국성인간호학회 서울지회 학술세미
나 『간호학에서 유전체분석과 실무에서 유전상담과 자료활용』

         05. 24
춘계 학술대회 『성인간호, 임상과 교육의 간극을 넘어: Adult Nursing 
Now : Bridging the Gap between Education-Practice』

         11. 15 추계 학술대회 『혁신적 교육과 연구동향』

2020. 08. 21 하계 학술대회 『다학제적 협력 기반 대상자중심 간호의 전망』

         11. 27 동계 학술대회 『코로나 시대의 성인간호학 교육현황과 운영전략』

역대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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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학술대회 주제 분석(2011년-2020년)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서비

스 디자인, 스마트 케어와 같은 보건의료 트렌드가 제시되었으며, 포괄 간호서비스, 코

로나 19와 같은 최신 이슈를 반영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학술대회의 주제를 내용에 따

라 분류시, 성인간호학 교육 및 실무와 관련된 주제가 연구보다 빈번히 다루어 졌다. 구

체적으로 성인간호학 교육과 관련 해서는 문샷씽킹, flipped learning, Vsim 등의 혁

신적 교수법들이 다루어 졌으며, 교육과 실무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주제 발표가 이루

어 졌다.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방법론과 더불어 국내외 최신 연구동향이 제시되었

고 다학제 연구전략이 제시되었다. 간호사 국가시험 성인간호학 영역과 관련한 문항 개

발 또한 빈도있게 다루어진 주제였으며, 교육과 실무의 융합을 반영한 국가시험의 출제

방향 및 문항개발 전략이 제안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하계 및 동계학술대회

는 웨비나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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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학술대회 자료집 표지(2011년~ 2020년)

학술대회 자료집 표지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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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학술대회 사진(2011년~ 2020년)

・한국성인간호학회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1. 06. 02 ~ 2011. 06. 03)

・2011년 동계학술대회 (2011.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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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춘계학술대회 (2012. 06. 15)

・2012년 동계학술대회(2012. 11. 30) 

학술대회 자료집 표지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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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제학술대회 (2013. 05. 31)

・2013년 동계학술대회 (2013.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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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춘계학술대회 (2014. 04. 27)

・2014년 동계학술대회 (2014. 12. 05)

학술대회 자료집 표지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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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춘계학술대회 (2015. 04. 10)

・2015년 동계학술대회 (20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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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춘계학술대회 (2016. 06. 10)

・2016년 동계학술대회 (2016. 11. 18)

학술대회 자료집 표지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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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추계학술대회 (2017. 11. 24)

・2017년 춘계학술대회 (2017.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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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춘계학술대회 (2018. 5. 18)

・2018년 동계학술대회 (2018. 12. 07)

학술대회 자료집 표지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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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춘계학술대회 (2019. 5. 24)

・2019년 추계학술대회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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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춘계학술대회 웨비나 (2020. 08. 21)

・2020년 동계학술대회 웨비나 (2020. 11. 27)

학술대회 자료집 표지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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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인간호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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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진행된 우수연구지원사업(2011년~ 2020년)

2011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2011
계명대학교 
박사과정

2012 이정림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삶의 질 구조모형 김금순

2012 권미형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일 지역사회 노인의 웰빙 예측모형 김분한

2013 정선영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성인초기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웹기반 자가관
리프로그램 (Wb-DSMP) 개발 및 효과 분석

이숙자

2013 최희정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중년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
램이 건강증진 행위와 노화불안에 미치는 효과

서순림

2014 이현주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방사성 옥시치료 예정 환자의 건강정보 이해
능력과 건강성과의 관계

오의금

2014 전재희
중앙대학교 
박사과정

만성 B형 간염환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평가

김경희

2015 김선기
차의과대학교 

석사과정

혈액 투석 중 cycle ergometer 운동이 혈액
투석환자의 투석 적절도, 체력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박혜자

2015 심재란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심부전 환자의 자가간호이행 증진을 위한 행
동기반 심장일지의 개발 및 효과

황선영

2016 강지영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간호학생을 위한 “재가 만성질환자간호 가상
체험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적용

서은영

2016 김남희
고신대학교 
박사과정

재활전문병원 뇌졸중 환자 주 돌봄 제공자를 
위한 네비게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태영숙

2017 박옥경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임상 간호사의 욕창간호능력 향상을 위한 욕창 
단계별 사례중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이숙자

년도 수상자 소속 연구제목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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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정해
동아대학교 
석사과정

가상현실치료법과 아로마요법의 융합요법이 
슬관절 전치환술 후 관절재활치료 환자의 통
증, 심박변이도 및 관절가동범위에? 미치는 
영향

정현정

2018 이경화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유전성 암 고위험 대상자의 암 예방행위 과정 오의금

2018 김수진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과체중, 비만 중년 여성의 내장지방 축적에 
따른 심대사성 건강 및 생활습관

신나미

2019 박병준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운전직 근로자의 복부비만 관리를 위한 
DEDE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신나미

2019 김정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신규간호사의 실무준비도 측정도구 개발 신수진

2020 김선호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응급실 간호사를 위한 Car-BED 프로그
램 (Cardiovascular Biofeedback based 
Emotional Distancing program) 개발 및 
평가

신나미

2020 엄인애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중년환자의 위험인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환자 교육프로그램
의 효과

황선영

우수연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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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2 대한간호 지면보수교육 실시

1992.07
“노인/가정간호” 해외연수프로그램실시, 하와이 간호대학및 의료보건
시설

1997.10 노인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개발

1997.12
전국 성인간호학 교육과정 검토를 위하여 101개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시행

1999.11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개정 워크숍

1999.12 성인간호학 학습목표개발

2000.11
성인간호학 국가시험문제 개정작업 후 문제집 발간(대한간호협회출
판부)

2004.07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개정 워크숍

2010.04 학회지 논문심사 3심제 도입 

2013.00 성인간호학 국가시험 문항개발: 자료제시형과 사례형

2015.02 1차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개정 워크숍

2015.06 간호사 국가시험 성인간호학 문항개발 워크숍

2015.07 2차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개정 워크숍

2015.10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공지

일시 내용

● 교육 활동

한국성인간호학회의 교육활동은 1984년 대한간호 지면 보수교육을 시작으로 성인

간호학 학습목표를 개발 및 개정을 위한 워크숍, 간호대학생 학습역량평가 모의고사 성

인간호학 영역 문항개발, 성인간호학 국가시험 문항개발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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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
간호대학생 학습역량평가 모의고사 문제집 발간(한국간호과학회 주
관)

2016.11 간호대학생 학습역량평가 모의고사 문항개발

2017.08 간호사 국가시험 성인간호학 문항개발 워크숍

2018.07
간호사 국가시험 문항 개발워크숍 ‘선택형 문항개발 및 문항 평가법에 
대한 기초과정’

2019.07
간호사 국가시험 문항 개발워크숍 ‘선택형 문항개발 및 문항 평가법에 
대한 기초과정’

2020.07
간호사 국가시험 문항 개발워크숍 ‘선택형 문항개발 및 문항 평가법에 
대한 기초과정’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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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미나 사진

・2018. 07. 19. 문항개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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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7. 19. 문항개발세미나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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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7. 03. 문항개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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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활동

대구/경북/강원 지회 학술활동(구, 대구・경북)

2019년도 대구 • 경북 성인간호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대구•경북간호학 교수 협의회와 합동으로 학회 개최)

॰ 일시 : 2019.12.18.(수) 13:30~17:00

॰ 주제 : 간호와 예술의 만남

           강연1. 당신의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강연2. 4차 산업혁명과 간호-노세통(노래로 세상과 소통한다)

지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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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강원 지회 학술활동(구, 대구・경북)

2020년도 대구 • 경북 성인간호학회 학술대회

॰ 일시 : 2020.12.29.(화) 14:00

॰ 주제 : 코로나 시대의 임상실습과 장루의 미래에 대한 소견

            강연1. 코로나 시대의 임상대체실습 사례

            강연2. 장루의 미래에 대한 소견



68 69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회 학술활동

부울경 지회 학술대회 사진

부울경 지회 2016. 07. 13. 하계학술대회 ٭

부울경 지회 2018. 07. 03 하계학술대회 ٭

지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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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지회 2021. 01. 26 동계학술대회 및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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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지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 02. 04. 2015. 07. 15. 2016. 07. 13. 

2017. 07. 14. 2018. 01. 10. 2018. 07. 03

지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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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 16. 2020. 01. 15. 2021. 01. 26. 

부울경 지회 이사회 사진(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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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제주 지회 학술활동(구, 호남)

광주/전라/제주 지회 학술세미나(2016. 10. 13) ٭

광주/전라/제주 지회 학술세미나 (2017. 11. 09) ٭

광주/전라/제주 지회 학술세미나(2016. 12. 16) ٭

지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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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제주 지회 학술세미나(2018. 11. 23) ٭

광주/전라/제주 지회 학술세미나(2020. 12. 30) ٭

광주/전라/제주 지회 학술세미나(2019.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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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성인간호학회 홈페이지

http://www.ana.or.kr/

2011 ~ 2021년

학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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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홈페이지 리뉴얼

http://www.an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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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홈페이지

https://kjan.or.kr/

학회 홈페이지





한국성인간호학회 
50년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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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학술집담회

■ 4월 25일

· 최영희: 지지적 간호중재가 가족지지행위와 환자역할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9월 29일

· 이향련: 질적 간호를 위한 환자 사정도구 사용의 실증적 연구

· 최명애: 젊은 여성의 발동작과 몇몇 하퇴근 전도와의 관계

■ 12월 18일

· 최영희: 국가고시 문제방향의 현황

1985년 학술집담회

■ 2월 1일

· 김주희: 지지적 접촉과 환자교육이 수술후 동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유경희: 흉부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어휘 통증척도의 타당도 검증에 관한 연구

· 김선자: 수술환자의 통증 지각정도에 관한 연구

· 박정숙: 이완술 사용이 수술후 동통감소에 미치는 영향

■ 5월 10일

· Carmen R. Westwick(보스톤대 간호대학) : 성인간호학 교과과정의 경향

■ 8월 13일

· 교육평가방법개선을 위한 워크숍

■ 역대 학술대회 주제강연 및 논문발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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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학술집담회

■ 6월 5일

· 최영희: 개념 접근에 따른 성인간호학 교육과정의 일 예

· 서문자: 문장 분석 방법에 대한 강의 및 연습

· 김문실: 국가고시 문제출제에 관한 질의 및 응답

■ 8월 29-30일

· 김강미자, 신재신: 성인간호학 교과과정의 현황

· 유지수: 성인간호학 교과과정의 개선방향

■ 10월 23일

· 김광주: 국가고시 수정 작업후 출제경향

· Mrs Ludlos, M.: Clinical Nurse Specialist 역할

1988년 학술집담회

■ 1월 12일

· 김문실: 한국인의 공감 측정을 위한 도구에 관한 연구

· 유지수: 암환자 전문 간호의 동향

· 김매자: 호흡근 훈련이 호흡근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임상적 연구

■ 9월 3일

· 김문실: 성인간호학 영역에서의 간호연구 방향

· 김명애: 성인의 신체적 측면의 연구와 관련된 간호개념

· 김은심: 성인의 정서적 측면의 연구와 관련된 간호개념

· 소희영: 성인의 행동적 측면의 연구와 관련된 간호개념

1987년 학술집담회

■ 8월 20-21일

· 이원희: 간호이론의 실제

· 최영희: 성인간호 교육과정에서의 간호이론 적용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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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4월 28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성인환자의 무력감(powerlessness)에 관한 간호중재

■ 연사

· 윤   진: 인간의 무력감에 대한 이해

· 박상연: 무력감에 대한 간호학적 연구동향

· 김남초: 환자의 무력감에 대한 간호중재 및 평가

· 조명옥: 환자의 무력감에 대한 간호사정 및 진단(급성·만성환자 대상으로)

1989년 8월 8-9일 하계학술대회

■ 주제: 학술논문발표 및 국가고시문제 심의

■ 논문발표

· 박경숙: NANDA 간호진단 분류체계를 이용한 간호진단 분석

· 윤태자: 운동장애 환자의 사두근 근소실에 대한 임상적 고찰

· 홍미순: 음악요법 이용이 수술환자의 동통에 미치는 영향

1990년 5월 29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성인간호학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

■ 연사

· 김주희(한양대): 이론분야

· 이은옥(서울대): 임상실습분야

1990년 8월 17-18일 하계학술대회

■ 주제: 성인간호학교과과정 및 실습과 국가고시 영역별 분류체계

■ 연사: 신경림(이화여대 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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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5월 24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노인의 정신의학, 노화 이론과 간호

■ 연사

· 양변환(한양대 의과대학): 노년기의 정신의학

· 송미순(서울대 간호대학): 노화 이론과 간호

1992년 6월 5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성인, 노인의 변환기(Transition)에 초래될 수 있는 사회심리적 특징(간호연구와 임상적용)

■ 연사: 윤 진

■ 논문발표

· 김명애: 빠른 교대 근무 간호사의 circadian rhythm 변화와 건강수준에 대한 연구

· 정복례: 유방암 환자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1991년 7월 12-13일 하계학술대회

■ 주제: 성인간호학 국가고시 분야별 문제 수정

■ 연사: 서문자(서울대 간호대학)

1992년 7월 7-8일 하계학술대회

■ 주제: 간호개념 분석과 임상적용

■ 연사 

· 김혜숙(연세대 간호대학): 간호개념 분석과 임상적용

· 이영자(부산대 간호학과): 한국 전통 사상에서의 건강 및 간호개념

1993년 4월 20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간호전문화와 교육 패러다임(대한간호학회와 공동 개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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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8월 26-28일 하계학술대회

■ 국가고시문제 심사로 대체

1994년 4월 22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간호교육개혁(대한간호학회와 공동 개최)

■ 논문발표 

· 박상연: 주장훈련과 가치명료화 훈련이 간호사의 갈등정도 및 갈등 관리 양식에 미치는 효과 

· 지연옥: 군 흡연자의 금연행위 예측을 위한 Theory of Planned Behavior 검증 연구 

· 문미숙: 만성관절염 환자의 동통, 불편감, 우울과 대응 양상과의 관계 

· 이은숙: 감각정보제공이 심혈관조영술 환자의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

1993년 10월 28일 추계학술대회

■ 주제: 박사학위 논문 발표 및 자습서 개정 출판 평가회

■ 논문발표 

· 이숙자: 지지적 간호중재가 혈액 투석 환자의 대처 방식에 따라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이영희: 한국 노인의 건강생활 양식에 관한 연구

· 김남선: 한국 일부 지역 농촌인의 질병 개념에 대한 탐색적 연구

1994년 9월 18일 하계학술대회

■ 주제: 질적 간호연구 방법론(Ⅰ)

■ 연사 

· 신경림(이화여대 간호대학): 질적 연구의 철학적 배경

· 김소선(연세대 간호대학): 질적연구의 기본기술 - 면담기술과 참여관찰

· 이명선(서울대 간호대학):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실제 - 미국 병원에의 한국 간호사들의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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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1월 24일 추계학술대회

■ 주제: 문화기술적 접근방법의 이해

■ 연사: 이희봉(중앙대 건축학과)

1995년 4월 20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간호전문화를 위한 간호교육(대한간호학회와 공동 개최)

■ 논문발표 

· 박경숙: 조기퇴원 수술환자의 병원 중심 가정간호 효과 및 비용 분석에 관한 연구

· 박인숙: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 신미자: 장기 혈액투석 수혜자들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 최경숙: 직장암 환자의 질병 경험

1995년 6월 23일 하계학술대회

■ 주제: 질적간호연구방법론( II )

■ 연사: 박순영(연세대 철학과): 현상학적 연구의 이해 - 철학적 배경과 연구방법

1995년 11월 23일 추계학술대회

■ 주제: 임상간호전문자의 현 실태와 전망

■ 연사: 이혜옥(Case Western Reserve Univ.) 

■ 논문발표

· 김혜령: 혈액투석환자의 피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 이영애: 만성 신부전환자가 인지한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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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5월 3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간호영역 확장을 위한 정책방항(대한간호학회와 공동 개최)

■ 논문발표

· 서순림:   항암치료 환자에게 시행한 자기간호교육과 자원동원성 수준이 적극적 대처행위에 미

치는 효과

· 조남옥: 치매환자 가족의 경험과 간호요구에 관한 연구

· 황옥남: 경추손상 환자를 위한 효능기대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 최경옥: 유방자가검진 교육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교육의 효과

· 손수경: 폐암환자의 절망감

1996년 7월 5일 하계학술대회

■ 주제: 간호중재의 재조명

■ 연사

· 서문자(서울대 간호대학): 간호중재 개념 정의 및 분류체계의 필요성

· 이은남(대동대 간호과): 간호중재 연구분석

1996년 11월 17일 추계학술대회

■ 주제: 성인간호실무를 위한 간호정보의 적용

■ 연사: 박현애(서울대 간호대학)

1997년 5월 2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미래사회와 caring(대한간호학회와 공동 개최)

■ 논문발표

· 이경희: 제주도 나인들의 건강생활양식에 관한 문화기술지

· 양광희: 중년기 여성 피로 모형 개발

· 추진아: 심근경색증 환자를 위한 유산소운동 프로그램의 효과

· 김기연: 관상동맥우회술 환자를 위한 critical pathway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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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7월 22-23일 하계학술대회

■ 주제: 성인간호학 교육과정 검토 및 개선방안

1998년 4월 24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한국적 간호중재 개발 1 - 한국적 대체요법(대한간호학회와 공동 개최)

■ 논문발표

· 김정순: 항암화학요법 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간호의 효과

· 윤혜상: 여성 요실금에 대한 방광훈련과 질 회음 근육 훈련의 효과 비교연구

· 조경숙: 손마사지 프로그램이 국소마취 백내장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효과

· 한상숙: 신전운동을 포함한 자조관리 과정이 섬유조직염 환자의 증상완화에 미치는 효과

· 이은정: 한국 노인 회상 본질에 관한 연구

· 권봉숙: 노장의 건강담론 분석에 관한 연구

1997년 12월 8일 추계학술대회

■ 주제: 생명윤리와 간호

■ 연사: 공병혜(고려대 간호학과)

1998년 7월 28일 하계학술대회

■ 주제: 간호사 국가시험에 대비한 성인간호학 교수전략 탐색

1998년 12월 2일 추계학술대회

■ 주제: 건강증진의 성인간호학적 접근

■ 연사:

· 김주형(연세대 간호대학): 건강증진 연구의 최신 경향

· 오현수(인하대 간호학과): 건강증진 간호중재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관절염 환자를 중심으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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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6월 4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다학제적 접근으로 본 여성건강

■ 논문발표:

· 이미현: 중년 남성의 갱년기 체험 연구

· 박정은: 여성 건강 관련 통계 개선 방안 연구

· 박지원: 일반인의 고혈압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건강증진행위 분석

· 이은옥:   의사, 간호사의 암환자 통증관리 교육수행에 실시한 환자 교육 효과분석: 환자의 통

증 및 염려정도의 변화

· 하혜정: 향요법이 혈액투석 환자의 피부건조와 소양증에 미치는 효과

· 김옥숙: 중년의 피로조절 행위에 대한 인식

· 김미영: 중년 여성의 폐경 경험 연구

· 박영신: 자조집단 프로그램이 유방절제술 환자의 적응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 김옥수: 청소년 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이 우울과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 양진향: 건강개념에 관한 고찰

· 김정선: 중년 남성의 몸의 변화에 대한 연구

· 조계화: Nurse Presence 프로그램이 혈액투석환자의 우울, 스트레스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 김화정: 수술환자의 수술전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에 관한 연구

· 김분한: 류마티스 관절염과 암의 원인지각 비교

· 김창희: 신규간호사 배치후 교육시 preceptership적용 사례 연구

· 안수연: 간호중재 프로토콜 개발 - 간호제공자 지원: 수발

· 이명옥: 업무지시와 관련된 간호사의 갈등

· 윤혜상: The contamination and exchange of saline used in operation

· 신경림: 자궁적출술을 경험한 중년여성 체험연구

1999년 8월 20일 하계학술대회

■ 주제: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개발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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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1월 30일 추계학술대회

■ 주제: 간호정보 표준화 및 Data Base의 성인간호학 적용

■ 연사: 박현애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2000년 5월 19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간호와 정보화 사회

■ 논문발표:

·   안재현 외 1인: 자기효능증진 운동프로그램이 신장이식 환자의 체중, 체지방 및 심폐기능에 

미치는 영향

· 오복자: 영성(Spirituality)개념 분석

· 오현수: 동맥경화증 위험요인들간의 상호관련성(메타분석)

· 이은현: 희망의 매개작용 - 유방암 환자의 피로와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 이명선 외 13인: 중환자실 간호의 숙련성 - 질적연구방법론적 접근

· 노승옥 외 1인: 할머니되기의 개념 분석

· 황혜남 외 1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가족의 경험

· 강현숙: 관절염 환자의 수중운동 지속에 관한 구조모형

· 손덕옥: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개발과 이를 적용한 삶의 질 유형

· 김귀분: 노인의 불면증에 대한 이압요법의 효과

· 김남초: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이식 전처치형태에 따른 영양상태 (전신 방사선 조사군

과 항암제 투여군을 중심으로)

· 김희승: 관상동맥우회술 환자의 수술 후 재활에 관련된 지식과 교육요구도와의 상관관계

·   김분한 외 1인: Long-term coma patient family member’s lived experiences ?we 

believe he will wake up

· 최필순: 말기 암환자 가족의 경험에 관한 연구

· 김향숙: 국가유공자 입원환자의 주장행동과 간호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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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22-23일 하계학술대회

■ 주제: 간호사 국가시험을 위한 문제해결중심 문항개발 워크숍

■ 연사: Connie Lee

2000년 12월 1일 추계학술대회

■ 주제: 성인간호학에서의 간호능력

■ 연사: 이정희(삼성의료원 간호이사)

■ 논문발표:

· 한신희:   자기효능증진 운동프로그램이 성인 조혈세포이식자의 건강상태와 운동능력에미치는 

효과

· 김선희: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위암환자의 일주기 내 치료경과에 따른 피로양상

· 김명희 외 4인: 연하장애 극복훈련의 적용시기 탐색을 위한 조사 연구

· 장연수: 중환자실의 입실과 퇴실 기준 개발

· 최은하: 일개 중환자실에서의 신체억제대 적용에 관한 연구

2001년 4월 27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연구활동 분류체계 

■ 논문발표

· 오복자: 영성(Spirituality) 개념분석 - 혼종모형(Hybrid Model)방법 적용

· 김남초:   간호사의 손씻기 행위와 호흡기로의 MRSA 분리율 감소 - 신경외과 중환자실을 중

심으로

· 박연환:   집단적 지지간호중재 프로그램이 뇌졸중 환자 배우자의 부담감과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 현경선: 중년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전호흡 운동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 이재숙: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받은 암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조현숙: 간호사의 병원감염 예방행위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정도에 관한 연구

· 송경자: 자기효능강화 심장재활프로그램이 자기효능, 건강행위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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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 22-23일 30주년 기념학술대회

■ 주제: 성인간호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 연사

· 김미자(University of Illinois of Chicago): 성인간호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 김희진(국립국어연구원): 우리글 논문 바로쓰기

■ 논문발표

· 서문자 외 10인: 성인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의 내용 분석

· 김남초, 김소연: 신경과 중환자의 병원성 폐렴 발생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 공현희: 입원환자의 수면양상과 수면장애요인 및 수면박탈증상에 관한 연구

·   박지원, 김용순, 송영신: 실내 환경성 질환의 예방적 건강행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박정숙: 중년기 남성 근로자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 오현수: 무의식환자를 위한 감각자극 중재프로그램이 환자의 의식상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박미숙: 뇌졸중환자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   Ha, Sun-Hee·Roh You-Ja·Hur, Myung-Haeng: Effect of Aromatherapy on 

the Menstrual clamps and Dysmenorrhea in college student women: A blind 

randomized clinical trial.

· 한숙원, 노유자: 경피적 관상동맥성형술 후 운동프로그램이 요통에 미치는 효과

· 박영례, 최경숙: 중환자실 뇌혈관환자에게 수행된 간호중재분석

2001년 12월 17일 추계학술대회

■ 주제: 일상생활기술적 간호연구(A Micro-Ethnology in Nursing Research)

■ 연사: 최경숙(중앙대 간호대학)

2002년 5월 10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간호의 전문화 방향

■ 논문발표

(계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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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숙: 노인의 소망

· 김귀분, 황선기: 여성노인의 우울, 자존감 및 삶의 질에 대한 상관관계연구

· 박명화: 장기 입원 치매환자 가족의 간호경험에 대한 한미 비교문화 연구

· 홍정주: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주 간호제공자의 안녕과 돌봄행위 예측모형

· 추진아: 관상동맥질환환자에 있어서 Phase II 심장재활프로그램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 안경애, 최명애, 이명선: 협심증이 의심되어 운동부하검사를 받은 여성들의 흉통에 관한 내용 

분석

· 박정숙: 위암의 조기증상 및 위험요인에 관한 환자 - 대조군 비교 연구

· 전명희, 김매자, 김연희, 최진선, 공성화, 박종순: 

  서울특별시 소재 종합병원 간호사의 항암제 취급시 안전관리수칙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 정도

· 이명선, 김원옥, 김덕희, 고문희, 이경숙, 김종임: 병원간호사들의 이직결정과정

· 장완숙: 중환자실 간호의 일상에 대한 문화기술지

· 박정순: 마취전문간호사의 실무 경험

· 김남초:   Knowledge and performance or the universal precautions by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in Korea

· 윤은자: 중년 남성의 피로 대처 의식 연구

· 박지원: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II)를 이용한 기혼남성과 여성의 외모, 심성, 병증 비교

· 손행미: 만성 간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시행과 건강통제위

·   조영수, 류은정, 최경숙: 항암화학요법에 관한 개별적 간호교육이 암환자의 지식과 자가간호

수행에 미치는 효과

· 허혜경, 이은현, 이원희, 소향숙, 정복례, 강은실: 암환자의 질병 특성에 따른 증상 발생 정도

2002년 11월 22일 추계학술대회

■ 주제: 간호연구의 발전방향-연구비 수혜전략

■ 연사

· 이상근(한국과학재단 연구관리실장): 한국과학재단의 연구지원 사업 추진 현황

·   천명기(한국학술진흥재단 전임전문위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사업 지원방향 - 간호학

을 비롯한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 박현애(서울대 간호대학): 보건복지부 연구사업지원방향 및 연구비 수혜전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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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발표

· 김남초: 인공호흡기 튜브 교환주기에 따른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발생률

· 박명화:   Describing Nursing Care of Elderly Patients With Dementia In an Acute 

Care Setting

· 김인숙·김귀분: 여대생의 흡연 체험

·   김희승 외 7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한 표준진료지침이 혈당, 당화혈색소, 당뇨지식 

및 재원일수에 미치는 효과

· 김애경 외 5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의 자가관리 측정도구 개발

· 안경애: 급성 뇌졸중환자의 치료지연과 영향 요인

· 오현수, 유양경, 김귀분: 한국 노인의 노인되어감에 대한 문화기술지

· 임선옥: 재가 뇌졸중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구조모형

· 최경원, 김귀분: 한국인의 금연체험에 대한 문화기술지

2003년 4월 25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취약계층을 위한 간호전략

■ 논문발표

1) 구연발표

· 추진아: 심근경색증 환자의 심장재활을 위한 TES프로그램의 효과

· 서남숙:   변화단계별 운동프로그램이 뇌졸중 환자의 신체적 기능과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효

과

· 정성희, 서문자: 재가 뇌졸중 환자를 위한 음악동작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   이창관, 정화경, 손선연, 김아연: 흉부타격과 기계적 흉부진동이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및 

기관분비물양에 미치는 효과

· 유제복: 발마사지가 간이식 직후 환자의 스트레스, 불안, 통증 및 불편감에 미치는 효과

·   이은현, 전미선, 박희붕, 이혜전: Validation of an International Questionnaire, 

the General Measure of the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 

Scale(FACT-G) for Korean

· 정진희: 전화추후관리가 당뇨병환자의 자기효능감과 자기간호행위에 미치는 영향

· 이영자, 박오장: 퇴원교육 프로그램이 뇌혈관 수술환자의 역할행위이행에 미치는 영향

(계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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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경, 한상숙: 간호정보제공이 위 용종제거술 대상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   이은남, Kathleen Clark: 지면발달에 근거해 측정한 과거 신체활동량이 건강한 젊은 여성의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

· 조재옥, 이향련: 대장내시경검사전 약물투여 여부에 따른 불안과 통증정도의 비교연구

· 오복자: 가정전문간호사 인력수요추계에 관한 연구

· 손보경: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수간호사의 리더십 유형 및 조직분위기와의 관계

· 오현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위한 호흡재활중재가 운동능력 및 내구성, 일반적 건강상

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 노영숙: 고혈압 환자의 치료지속이행 설명 모형

· 이혜영, 서문자: 류마티스관절염환자의 운동중재 연구 분석

· 김희승, 송민선: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의 creatinine과 미세단백뇨 증가

· 유은주: 암환자의 Nurse Presence, 영적 안녕 및 희망정도

·   박오장, 장현숙: 노인 대퇴골 골절환자의 수술 후 기간별 일상생활 기능회복에 대한 종단적 

연구

· 김수진: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심장이식 후 대처에 미치는 영향

· 김묘성, 전점이: 한국간호사의 유머에 관한 연구

· 이혜란, 박정숙: 일반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의 영적 안녕과 지각된 건강상태 비교

2) 포스터 발표

· 박영미, 이향련: 한방병동과 내과병동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비교연구

· 한수정: 운동참여와 수행정도가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박연환: 뇌졸중 노인과 가족을 위한 주간보호사업의 효과

· 현경선:   중년 여성의 체력과 혈중 지질농도에 미치는 단전호흡운동과 걷기 운동의 효과에 대

한 비교연구

· 박명화:   Korean and US Family and Staff Caregivers’ Perceptions of Care in 

Dementia Special Care Unit

· 김일옥: 응급전문간호사 인력 수요추계에 관한 조사연구

·   최자윤, 장금성: 당뇨환자와 일반인의 혈당검사방법별 지각된 통증정도에 대한 비교 - 시각

적 상사척도 이용 -

· 박영례, 김금순, 최경숙: 뇌졸중 편마비 환자를 위한 상지운동 프로그램의 효과

· 이기윤, 신성례: 우심실경색 조기발견을 위한 심전도 유도법 비교연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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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화: 노인의 기억자기효능과 기억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박정애, 이향련: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재협착 여부에 따른 스트레스와 환자역할행위이행정

도의 비교연구

·   김선애: 수중운동 프로그램이 만성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근력, 유연성, 민첩성 및 평형성에 

미치는 영향

· 박지원, 김용순, 송영신: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대처행위, 삶의 질 간의 관계연구

· 조남옥: 치매노인가족이 평가한 휴식서비스 이용효과

· 김기연, 허혜경, 박소미, 권보은: 체질량지수에 따른 여고생의 섭식행동, 체형만족도 조사연구

· 신성례: 노인전문간호사 수요추계연구

· 강현숙, 김원옥, 김정화, 왕명자: 뇌졸중 후 대상자의 기능상태에 따른 건강관리 요구

2003년 7월 4일 하계학술대회

■ 주제: 만성 질환자 관리

■ 연사

· 김현옥(세브란스 간호부장): 만성질환자 관리?재활

· 홍영선(가톨릭의대 교수): 암환자의 통증관리

· 정효선(국립재활원 성재활 상담실): 척수손상 환자의 성 재활

· 추진아(적십자 간호대학): 심장재활 - 관상동맥질환 환자를 위한 운동요법

■ 논문발표

· 김정희, 이영주: 한국 남성의 갱년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   소향숙, 박오장, 채명정: Flex-band를 이용한 에어로빅댄스가 유방절제술 여성의 심폐기능

과 유연성에 미치는 효과

· 이순희: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비만인의 에너지 균형 모델 개발

·   전명희, 공성화, 박종순, 박경순, 이선희, 김연희, 최진선: 의료인의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

· 조남옥, 이혜란: 입원한 암환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불안, 우울과의 관계

· 김진선, 이은현: 노인여성의 요실금과 사회심리적인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 고 은: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의 피로 관련 요인간의 상관관계연구

(계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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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21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Evidence based nursing의 활용 - 교육, 연구, 실무

■ 논문발표

1) 구연발표

· 황성호, 오복자: 종양전문간호사 인력수요추계에 관한 연구

· 이윤미:   범이론적 모형(Transtheoretical Model)에 근거한 중년여성의 운동행동변화단계 

예측요인

· 김희정: 발 반사마사지가 방사선 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불안과 피로에 미치는 효과

· 안순남:   말기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고통경험정도, 죽음에 대한 성향 및 임종간호수행정

도와의 관련성

· 김경례: 가정간호대상자 영양상태평가도구 개발

· 이봉숙, 김춘미, 이명선: 여성가족간호자의 치매노인 돌봄 경험 - 여성주의적 접근

· 이동숙, 이은옥: 한국인 성인의 건강불감증 구조모형 구축

· 김성희, 김명애: 향요법손마사지가 대장내시경검사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   최영희, 신영희, 김명애: 내관지압과 고려수지요법이 항암 화학요법 환자의 오심, 구토 및 식

욕부진에 미치는 효과

·    서문자, 이은옥, 은영, 이혜영, 최정현: 타이치 운동중재 후 균형, 유연성, 근력, 심폐기능에 

관한 논문분석

·   이은현: Direct, Mediating, and Interacting Relationships among Mood 

Disturbance, Symptoms Experience, and Attentional Function in Korean Women 

with Breast Cancer

· 안경애, 배정이, 윤숙희, 이소우: 한국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양상

· 백성희: 자일리톨과 솔비톨이 노인의 구강건강과 구강불편감에 미치는 효과

· 박지원, 손연정, 김정윤: 기혼 남성과 여성에서의 홧병의 임상양상 비교

· 문성미: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 김명수, 김영혜, 정정심, 김윤희, 류성미, 최남연, 고영희, 김영순: 가정간호 대상자의 체험연구

· 김경희, 김숙영, 김희숙: 성인 여성의 우울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 이은현: 항암화학치료를 받는 유방암환자의 주의집중기능에 대한 증상 및 기분상태의 관계

(계속)



96 97

· 배문혜: 진폐증 환자의 삶의 질 예측모형

· 이정석: 암환자와 일반인의 피로와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 이화진, 이명선: 뇌졸중 환자의 재활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조남옥: 임상간호사의 전문성 경험

· 신성례: 환자 금연교육의 장애요인 분석연구

· 박명화: 가이드라인 수명주기를 활용한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 모델개발

2) 포스터 발표

· 손경희, 이병엽: 흉부경락마사지가 충수돌기절제술환자의 마취 후 회복에 미치는 효과

·   박연환, 유수정, 김신미, 이윤정: 뇌졸중 노인을 돌보는 주가족간호자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 한상숙: 섬유조직염환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이은현, 송영숙, 전미선, 오가실, 이원희, 이영희: 암환자 삶의 질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 이영휘: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안정성이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 한수정: 간호학생의 심폐소생술 교육방법에 따른 학습효과

· 김정희, 김옥수: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오순학: 중환자 가족의 부담감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유혜라, 권보은: 일부 임상간호사의 SARS환자 간호의도와 영향요인 조사연구

· 김은영, 김진선: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예측요인

· 이동숙, 손행미: 연령대별 유방암 위험지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   허혜경, 박소미, 김기연: 일 지역 여성의 유방암 위험도 평가에 따른 유방자가검진 행위단계 

및 확신성 분포

· 김계하, 김옥수: 지체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우울, 자아존중감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이현숙: 혈액투석환자의 수면장애 변인

· 장순양, 박정숙: 한방 건강증진서비스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 델파이 방법을 이용하여

· 김남영, 장금성, 강경숙: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공호흡기 관련 직무교육 실태 분석

·   박명화, 손현지: 미국 NGC에 등재된 근거중심 노인 급성통증관리 가이드라인의 국내 적용가

능성 분석

· 김기연, 송희영: 유배우 남녀 노인의 성생활 유형과 성만족도 및 성상담 필요성 인식

· 박현애, 오효숙: 당뇨환자의 치료추구행위에 대한 의사결정모형 구축

(계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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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17일 추계학술대회

■ 주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현주소와 정책방향

■ 연사

· 차흥봉(한국사회복지학회장):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현주소와 정책방향

· 김조자(한국간호평가원):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간호전문인력 양성방안

· 전은영(대구한의대): 노인요양관리사의 역할 및 교육방향 I

· 김귀분(경희대): 노인요양관리사의 역할 및 교육방향 II

■ 논문발표

1) 구연발표

· 박명화: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시스템 개발

2004년 7월 5일 하계학술대회

■ 주제: 국가고시대비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개정 워크숍

■ 연사

· 강윤희(경북대): 신규간호사의 역할과 업무표준

· 용진선(가톨릭대): 간호사 국가고시 내용분석?성인간호학 중심

·   정남연, 송영신, 김명숙, 김연정, 박노영:노인낙상환자 발생실태 및 예후에 관한 조사 - 1개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환자를 중심으로

· 김희경: 레크레이션요법이 치매노인의 치매행동 및 정서,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   이향련, 전상희, 장경화, 이명희, 지은선, 박영미, 이종율, 이상복, 노인숙: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참고문헌 인용현황과 정확성

· 류은정: 폐광지역 병원요양 진폐증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 전점이: 건강한 성인의 운동양상에 관한 연구

·   김남초, 이소영: The Effects of a Alcohol Prevention Education among Adolescent’s 

Parents in Korea.

·   최자윤, 장금성, 김현오, 김혜자, 박순주, 류세앙, 김윤민: 말기 암환자의 간호중재에 대한 간

호기록과 간호사가 인지한 수행빈도의 비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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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Myung-Ok: Correlational Study on Quality of Life, Bone Density and Spinal 

Curvature among in Elder Women

· 채명정, 소향숙: 전기자극요법을 이용한 골반저근육운동이 기혼 여성의 성기능에 미치는 효과

2) 포스터 발표

·   강미애, 신유선, 김영경: 足三里(족삼리)와 四關穴(사관혈)에 대한 指壓鋒按壓(지압봉안압)

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위암 환자의 오심·구토에 미치는 효과

· 최진이: 위암환자의 증상경험, 정신건강, 가족지지 및 피로조절행위와 피로와의 관계

· 이영휘: 스트레스, 강인성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연구

· 김은하, 임연옥, 박경숙, 김남영: 자녀를 둔 대학원생의 육아와 학업 병행 경험 과정

· 전점이, 송갑선, 손경희: 입원 당뇨병 환자 가족의 부담감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김희경, 최은숙: 치매노인에 대한 치료레크레이션의 효과

· 김정희, 문현숙, 강현임, 신미경: 중년여성의 가족건강지키기 경험

· 주희정: 노인의 자아통합감 영향요인

· 박정숙: 대학생을 위한 대체요법과 건강증진 가상강좌 개발 및 효과 검증

· 손행미: 임상 간호사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이은희, 이정란, 황은희, 강경아, 하주영: 맞벌이 자녀를 둔 조모의 손자(녀) 돌보기 경험

· 신수진, 박복남, 손은진, 강효영: 중년후기여성의 자녀와의 분리경험에 대한 근거 이론적 연구

2005년 5월 13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유전자와 건강

■ 연사

· 김주항(연세대): 암유전자 치료

· 유욱준(한국과학기술원): 제 4의 물결: 바이오 사회

· 이종은((주) DNA 링크): 유전적 다양성과 개별적 맞춤 의학 

■ 논문발표

1) 구연발표

· 권순조, 박정숙: 천추혈 뜸요법이 뇌졸중 환자의 변비에 미치는 영향

· 박정숙: 유리앰풀 개방방법에 따른 유리조각 축적량 비교

·   전미선, 문성미, 이은현, 송영숙, 이혜진, 정용식, 박희봉, 강승희: 유방암환자의 상지 부작용

과 관련 요인

(계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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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동계학술대회

■ 주제: 건강증진의 선구자: 금연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

■ 연사

· 조경숙(보건복지부):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 정책 방향

· 서홍관(국립암센터): 의료인을 위한 금연지침

· 전형준(한림대): 금연을 위한 약물요법의 최신경향

· 신성례(삼육대): 흡연과 금연관련 연구 동향 및 미래방향

■ 논문발표

· 김귀분: 성인의 금연을 위한 이압요법의 효과

2) 포스터 발표

· 김명애: 노인의 연령별 및 성별 건강관련 삶의 질

· 박윤미, 김영경: 유치도뇨관 삽입환자의 외요도구 간호 중재 방법에 따른 요로감염의 차이

· 김희경, 최은숙: 간호대학생에 대한 발마사지 교육의 효과

· 박명화: 근거중심 치매간호실무를 위한 온라인 프로토콜 시스템 개발

· 김희경: 중년 성인의 우울과 신체, 정서, 인지, 사회적 관련 요인

· 박영례, 최미혜, 권혜진, 김경희, 한승의: 노인의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과 삶의 질 관계

· 박영미, 이향련: 유방암 환자의 자아존중감, 희망 및 삶의 질과의 관계

· 석소현, 이동수, 김귀분: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연구

· 손연정: 일반성인의 성격 특성, 건강행위 및 신체 증상에 관한 연구

· 손행미: 금연변화단계에 따른 과정, 의사결정균형, 흡연유혹 차이

· 윤인희: 퇴원한 개심술 환자의 삶의 질과 자기 효능감,자기간호행위에 관한 연구

· 조남옥: 신규 간호사의 임상실무경험

· 김남초: 티트리오일을 이용한 구강함수가 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구강상태와 불편감 및 

구강세균집락에 미치는 효과

· 김귀분, 신동수, 석소현: 미국내 한국 노인 요양원직원의 실무경험

· 임효남: 입원초기 노인환자의 간호요구

· 우선경, 한수정: 말기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부담감과 사회적지지

· 최현아, 한수정: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요실금과 관리추구에 관한 연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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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향숙: 에어로빅댄스가 유방절제술 여성의 심폐체력과 신체상에 미치는 효과

· 이명숙: 농촌노인들의 대체의료 이용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 김영경 외: 간호학생이 꼴라쥬(Collage) 작품으로 구성한 죽음의 의미분석

· 박정숙: 여성의 평생건강관리 가상강좌 개발 및 효과검증

· 김남선: 일지역 중학생들의 분노표현양식과 신체 증상

·   김귀현 외: 정보제공이 중환자실 퇴실 환자가족의 불안 및 역할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뇌

졸중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 김은실 외: 이개혈(耳介穴)의 백개자(白芥子) 자극요법이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효과

· 손윤정 외: 상지경락마사지가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효과

· 신성례: 임상 간호사의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와 정책 수립 참여에 대한 인식

· 이갑녀 외: 경혈지압이 뇌졸중 환자의 변비완화에 미치는 효과

· 전점이 외: 복부수술환자의 체온변화 및 불편감에 대한 가온요법 효과 비교

2006년 5월 17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노인약물에 대한 최신 지견

■ 연사

· 권지윤(계명대): 노인약물관리의 원리, 노인약물의 실무적용

■ 논문발표

1) 구연발표

· 김기련, 조명옥, 김명희: 학대받는 노인의 “속앓이” 경험

· 김명신, 이미화: 입원노인환자에서 복약지도에 대한 교육요구와 교육경험

2) 포스터 발표

·   김귀분, 석소현: 한국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의 건강증진 행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대

한 비교연구

· 김명희, 김주성: 여성노인의 골밀도와 골다공증 지식

· 김명희, 황선경, 김주성: 청년기 여성의 골밀도와 골대사 지표의 변화

· 서순림, 신동수, 이은주: 노인 간호 실습경험에 대한 주관성 연구

·   석소현, 김귀분, 신동수, 김정숙: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계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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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소현, 김귀분: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비교연구

· 정경선, 민혜숙: 간경병증 환자의 자가간호와 증상 경험 및 질병상태와의 관계

· 정미경, 신유선, 김영경: 사상체질에 따른 중년여성의 골밀도와 체질량 지수

· 정윤경, 태영숙: 여대생의 체중조절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 양진향, 추금량: 성인병 건강검진 영향요인-부산시 거주 중년기 성인을 중심으로

· 하윤주, 박오장: 간호요양원에 대한 실태조사

2006년 12월 21일 동계학술대회

■ 주제: 간호사 국가고시의 전망과 대책

■ 연사

· 이경신(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간호사국가고시의 전망과 대책

· 소향숙(전남대): 연구윤리

· 오윤희(서울아산병원): 국가고시대비 2005 기본심폐소생술 지침

· 조명옥(동의대): 출판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보고

· 황인홍(한림대): 간호사 국가고시를 위한 R형 문항개발

■ 논문발표

· 김남영 외: 고혈압 중재 프로그램의 문헌 분석

· 김남희 외: 가온요법이 수술환자의 체온회복과 저온불편감에 미치는 효과

· 김주현:   직무스트레스, 조직시민행동 및 임파워먼트가 대학직원의 직무만족과 이직도에 미치

는 영향

· 김효정: 뇌졸중 환자의 발병 전후 건강행위의 변화에 관한 연구

· 김효정: 뇌졸중 환자의 우울에 따른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기능수행 비교

· 박종회 외: 노인수술환자의 간호요구도

· 오효숙: 간질환 환자의 증상발견에서 최초 병원방문까지의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이고운: Integrated Cicui(IC) Tag을 이용한 치매노인의 배회행동에 대한 사례연구

· 조학순: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주도학습 및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 최경애: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 최경희: 수술 후 가온방법에 따른 체온변화, 전율 및 마취회복의 차이 비교

· 최연희, 최은희: 저소득층 재가 독거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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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1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e-만성질환자 관리

■ 연사

· 김옥수(이화여대): 재가 만성질환자의 e-nursing

· 유정옥(전 삼성 SDI 부속의원):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고혈압 환자관리

· 김남영(남부대): 만성질환자를 위한 웹 개발접근법

· 서연옥(순천향대): 재활간호 Cyber 강좌 운영사례

· 김형회(부산대): 만성질환자를 위한 U-health

■ 논문발표

· 강귀정, 김명희, 황선경 : 만성폐질환자의 증상경험, 자가관리와 삶의 질

· 김남영: 일대 대학병원의 최근 3년간 간경변증 환자의 원인과 합병증 실태조사

· 김명희, 김미영: 구강인두 감각자극이 비위관 삽입 뇌졸중 환자의 연하기능에 미치는 효과

·   김명희, 이정윤: 만성폐쇄성 폐질환자의 폐기능과 주관적 호흡곤란 정도, 호흡근양 및 일상생

활 정도

· 서순림, 김지은: 향요법마사지가 뇌졸중 후 중추성 통증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 서순림, 신지원: 일반성인의 영적 안녕에 따른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 안녕상태

· 서지영, 최은희: 간호학생의 월경곤란증, 월경통, 불안 및 우울 정도

· 임효련: 신장이식 환자를 위하 교육용 CD-ROM 개발

· 석소현: 이압요법의 금연 효과?흡연 여대생을 중심으로

· 전해옥, 김남영, 김정희, 김옥수, 양숙자: 노인 고혈압환자의 운동, 운동 효능감과 체질량 지수

· 하주영: 치매 및 노인전문병원 간호사의 업무 분석

· 하주영, 정덕유, 신경림, 이고운, 윤옥종: 일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인지기능 영향 요인

2007년 12월 20일 동계학술대회

■ 주제: 간호 연구설계와 통계분석

■ 연사: 이은현(아주대)

■ 논문발표

· 김영경: 제2형 당뇨환자의 유산소운동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 김효정: 뇌졸중 환자의 건강개념 및 자아존중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계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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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0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간호연구 방법론-측정도구

■ 연사: 이은현(아주대)

· 김주후(아주대): 측정도구의 이해 및 개발

·   이은현(아주대): 도구개발 관련 논문 발표?Measurement of asthma-specific quality of 

life

·   용진선(가톨릭대): 도구개발 관련 논문 발표?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assessing spiritual needs for Korean patients with cancer

· 용진선(가톨릭대): 성인간호학회지 논문 게재를 위한 가이드

■ 논문발표

· 한수정: 간호학생을 위한 노인간호 PBL 패키지 적용 효과

· 전해옥, 김옥수: 노인 고혈압 환자의 사회적 지지, 우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김귀분, 석소현: 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 소진감 및 삶의 질에 대한 연구

·   석소현, 김귀분: 입원노인과 재가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우울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비교 연구

· 오복자: 유방암 환자의 분노관리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   Yu, Su Jeong, Kim, Joo Hyun, Seo, Hyun Mi: The Influence of Depression, 

Stress, Social Support on Powerlessness in the Community-Dwelling Korean 

Elderly

· 서순림, 권경희: 시설노인의 수면의 질

· 서현정, 손수경: 일 지역 병원에 입원한 당뇨병 환자의 당뇨지식과 자가간호수행의 관계

·   심향보, 김명희, 황선경: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감염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

· 전점이: 유방절제술 환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 정현정: 간호교육 평가의 의무화 필요성에 대한 사례 연구

·   이귀남, 유미연, 윤재경, 김영남, 손수경: 정형외과 입원환자의 일상생활 활동능력과 간호요

구도의 관계

· 최은희, 서지영: 아로마 마사지가 간호학생의 월경곤란증, 월경통,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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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례, 이선우: 저항운동프로그램이 제 2형 당뇨병 노인의 자가간호, 스트레스 및 당화혈색

소에 미치는 효과

·   Park, Young-Ry: The Effects of CPR Training for Nursing Students on their 

Knowledge, Attitude, and Competence

·   김옥수, 전해옥, 김동희, 김보혜: 노인 고혈압환자의 약물복용과 보완대체요법 사용에 관한 

연구

·   Kyung-Rim Shin, Younhee Kang, Dukyoo Jung, Chongmin Hong, Eun-Suk Yun, 

LiHua Jin: A Preliminary Study on Anxiety,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Dementia Patients

· 신경림, 강윤희, 옥지원: 노년기 여성의 요실금과 우울에 관한 연구

· 옥지원, 강윤희, 변영순, 신경림: 재가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

· 김윤희, 강서영, 김미원, 장금성, 최자윤: 졸업인증 임상수행능력평가의 유용성 평가

· 주현옥, 황순연, 홍정숙, 이지연: 경장영양법의 근거중심 간호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 김춘자, 박재범: 대사증후군 검진자의 심혈관 위험요인과 생활습관특성

· 장금성, 이현미, 김은아: 혈액투석환자의 피로와 수면장애에 관한 연구

2008년 12월 16일 동계학술대회

■ 주제: 성인간호학회지의 국제학술지 등재전략

■ 연사: 이은현(아주대)

■ 논문발표

· 김희승 외: 성당연계 가정간호사의 유헬스 케어 인식정도

· 용진선:   Analysis of Nursing Intervention and Patients’ Satisfaction in Community 

Based Parish Home

· 이소은 외: 암환자의 암성통증관리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 이계정 외: 노인 고혈압 환자의 복약 이행에 관한 연구

·   송병은 외: 등 마사지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면역반응, 증상호소 및 부정적 정서상태

에 미치는 효과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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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8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이상적인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개발

■ 연사

· 신성례(삼육대 간호학과): 성인간호학 학습목표의 문제점

· 서순림(경북대 간호대학): 이상적인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개발

· 유양숙(학술위원장): 문항개발을 위한 학습목표 재정비

· 임옥분(서울 아산병원 심혈관계 전문간호사): 심장 혈관계 간호관리

· 강현재(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관상동맥질환 관리의 최신 지견

■ 논문발표

· 김희승, 유양숙: 중년여성 공복혈당장애 환자군과 정상혈당군 간의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차이

· 서남숙, 송민선: 일개 농촌지역 노인의 삶 만족도 관련요인

· 신성례: 채식·비채식 식단에 따른 시설거주노인의 혈청 콜레스테롤과 피부 베타카로틴 비교

· 한수정: 임상간호사의 감정표현요구와 감정부조화가 이직에 미치는 영향

· 오복자: 암환자의 대응양식과 자가간호 행위와의 관계

·   구미지, 김명희: 개심술환아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지식 불안 및 대처행동에 미치는 

효과

· 유양숙, 윤선희, 서주희, 최경옥: 뇌손상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최은희, 권경남: 남자간호사와 여자간호사의 이미지, 간호사와 의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

도 비교연구

· 고 은: 일 대학병원 내 외과병동 입원환자의 주요 간호진단 간호결과 간호중재 연계의 검증

·   박정숙, 전현례: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이 폐암환자의 폐엽절제술 후 통증, 폐기능 및 동맥혈가

스 분압에 미치는 효과

· 박경연: 성별에 따른 재가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 예측요인

·   김옥선, 최정실, 정재심, 박은숙, 윤성원, 정선영, 진혜영, 방소연, 류민지, 김경미: 병원직원

의 혈액및 체액 노출후 미보고실태조사

·   김주성, 이선옥: 대학 금연장학프로그램 참가자의 흡연특성 및 금연변화단계 별 변화과정, 의

사결정균형 금연각오 흡연유혹상황의 차이 분석

· 송현옥, 김영경: 자원봉사자 노인의 경험

· 성옥경, 김영경: 노인이 체험한 자존감의 의미

·   김민주, 김은정, 박상규, 김혜진, 노혜경, 박희정, 윤경진, 정은경, 정혜련, 조여원, 한송희, 박

경숙: 소화기 암 수술환자의 자가간호역량과 건강증진 행위와의 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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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1일 동계학술대회

■ 주제: 간호연구방법론

■ 연사

· 김 호(서울대 보건대학원): 간호연구방법론?표본 수 산정과 연속자료 분석법 

· 권혁상(가톨릭의과대학 내분비내과): 대사증후군의 최신지견 

· 김춘자(아주대 간호학과): 대사증후군의 간호 중재연구

■ 논문발표

·   김명희, 강은희: 심폐소생술 금지(DNR)결정에 있어서 간호사의 역할?신경계 중환자실을 중

심으로

· 김미숙, 최경숙: 간호사의 몰입에 관한 국내 간호연구 분석

·   김옥선, 전미양, 방소연, 양경미, 류민지: 서울 및 경기도 거주자의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

방 행위 및 불안정도

·   김윤지, 지영주: 전화코칭협상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이 허약노인의 체력, 생리적지수 및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김주성, 손현미: 갑상선암환자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경험 분석

· 김진미, 박정숙: 욕창예방과 중재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 김현정, 최경숙: 국내 대장암 관련 간호연구 논문 분석

· 박아영, 김계하: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교육훈련 유효성과 노인에 대한 행동연구

·   신수진, 신경림, 정덕유, 황은희, 김건희, 박선영: 한국판 캘리포니아 비판적 사고기술

(CCTST-K)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 안성윤: 수술 직후 암환자의 희망찾기 구조모형

· 안옥희, 김양희, 전미순, 윤미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만족 관련요인

·   엄동춘: 결혼이민자 부부간의 발마사지가 부부의 의사소통, 친밀감, 갈등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   Jinsun Yong, Im-sun Seo: Factors influencing family functioning of couples with 

a breast cancer survivor: trajectory of chronic illness

·   유영희, 이미향, 임은정, 전명희: HPV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임상간호사의 자궁경부암에 대

한 지식도와 암 원인 지각

· 유양숙, 양선애, 조옥희: 일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암환자 실태

· 윤기숙, 김춘길: 강원도 재가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돌봄 교육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계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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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7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심혈관질환 관리의 다학제적 접근

■ 연사

· 지선하(연세대 보건대학원): 한국인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요인

· 황선영(조선대 간호학과):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환자의 치료추구지연 영향요인

· 송라윤(충남대 간호대학): 간호학적 관점에서의 심장재활연구분석

· 유성희 전담간호사(서울아산병원 뇌졸중센터):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 간호

· 김정희(우석대 간호학과): 뇌혈관 질환 재발예방 및 건강관리

· 안영근(전남대학병원 심혈관질환센터 소장):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권역센터의 역할

■ 논문발표

· 정해진, 김영경: 만성 와상노인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경험

· 석소현: 무료시설노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 및 시설적응 정도 연구

· 윤재현, 김영경: SMS를 활용한 수술진행 정보제공이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   이은자, 임진영: 복부 경락마사지가 대퇴 골절 수술 후 기동 장애 환자의 변비 정도에 미치는 

효과

· 이은자, 채영란: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경향, 주장행동 및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

·   임정혜, 김남초: 중심정맥관 삽입시 최대 멸균차단법이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률과 비용에 미

치는 효과

· 전명희, 최창림, 임은정: 퇴원 후 척추 수술 노인의 독창적 적응 경험

· 전은영: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기능상태

·   정덕유, 신경림, 신수진, 황은희, 박선영, 김건희: 한국판 비판적 사고성향 (CCTDI)척도의 신

뢰도와 타당도 조사연구

· 조계화, 김영경: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 극복경험

·   박경숙, 박상규, 서혜경, 고예정, 김연정, 박다혜, 박시현, 박현정, 양희순, 이보영, 함은경, 홍

성란: 라벤다와 로즈우드의 아로마 향기흡입 요법이 밤번 간호사의 피로, 수면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   박경숙, 박상규, 김유진, 차경숙, 김수연, 호민경, 양숙명, 김순미, 김민혜, 이은휘, 원종임, 한은

경, 이미영, 한정희, 김정은: 항암 화학요법 암환자와 간호사가 인식하는 간호요구도 비교연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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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자옥, 김인숙: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약제 내성 바이러스 발현에 따른 삶의 질 비교

· 임경민, 서지민: 노인전문간호사의 직무분석

· 황선경, 문양희: 입원한 관상동맥질환자의 우울수준에 따른 불안과 피로

· 이점순, 김영경: 노인병원 간호사의 소진경험

·   조은아, 김계하, 박진영: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냉동거즈, 얼음, 젖은 거즈 제공이 복강담낭절

제술 환자의 갈증 및 구강상태에 미치는 효과

· 김해란, 김계하: 대학생들의 동거 실태, 외로움, 가족기능, 동거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

· 권영은, 김연숙, 김분한: 노인 당뇨환자의 자가관리 영향요인

· 박명숙: 모유수유 교육이 모유수유 지식정도와 태도에 미치는 효과

·   박정숙, 전현례: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이 병원간호사의 심폐소생술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 정승은, 이순희: 간호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

· 김주성: 방사성요오드치료를 받는 갑상선암환자의 T4 중단 전후 생리지표 및 신체증상의 변화

· 박은희, 황선영: 간호학생을 위한 수술간호 e-learning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 정영미, 이희영, 신동수: 한국 성인의 흡연율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과의 관계

· 전점이, 김지혜: 중소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 오효숙: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성별에 따른 증상발생 후 치료추구행위 비교

· 장금성, 정경희, 최자윤, 양진주: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근거기반 표준진료지침 개발

·   Cho, Sookhee: Effect of Fat Distribution on Endothelial Function and Carotid 

Artery IntimaMedia Thickness in Patients with Chest Pain

·   Seon Young Hwang, Eun Young Kim: Factors Influenced Delayed Decision to 

Seek Treatment Among Older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n Korea

2010년 12월 10일 동계학술대회

■ 주제: 학회지 게재논문의 질 향상

■ 연사

· 정영해(동신대 간호학과): 간호학에서 무작위통제연구(RCT)를 위한 방법론/표본크기 결정

· 정영해(동신대 간호학과): 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의 통계오류 분석

· 황선경(부산대 간호대학): 분석방법에 따른 표 작성 및 결과 해석

(계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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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3일 성인간호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학술대회

■ 주제: 

· 성인간호 실무역량 강화전략

· 임상현황에 근거한 성인간호학 국시문제 개선방안 모색

· 송라윤(충남대 간호대학): 영문초록 작성 및 오류 분석

■ 논문발표

· 김세영, 김계하: 간호인력에 대한 노인의 친밀감 표현 연구

· 김은영, 황선영: 남성 운전직 종사자들의 심뇌혈관질환 발병위험도, 예방관련 지식 및 건강행위

·   김해란, 강희영, 김예은: 시뮬레이션기반 임상통합실습이 간호학생의 효능감, 대인관계의 이

해, 문제해결에서 적극성, 의사소통과정의 인식도에 미치는 효과

· 김해란, 박송이: 일부 경찰관들의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법,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 박경자, 김영경: 간호업무매뉴얼이 신규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 박아영, 김계하: 우리나라 성인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과 아토피와의 관계

· 박영례, 김혜숙, 차혜경: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와 수행자신감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 조유향, 정영미: 간호학생의 노인대상자 사례연구 평가분석

·   Jo, Eun Hye, Hwang Seon Young: Effects of a Discharge Education on Symptom 

Experience and Compliance with self-Care Among Patients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   조학순, 서문숙: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신지연, 전점이: 재활프로그램이 슬관절 전치환술 노인환자의 통증, 슬관절 가동범위 및 거동

에 미치는 효과

·   양진향, 김송순, 박현주, 강은정, 변상희, 방지수: 다문화가정의“우리가족 되어가기”에 관한 

연구

·   양희정, 김인숙: 아로마 발반사마사지가 치매 노인환자의 수면, 우울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 하주영, 박지은: 노인의 우울과 운동 자기효능감, 운동 유익성 및 장애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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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사

·   Hesook Suzie Kim (Professor Emerita, College of Nursing, University of Rhode 

Island, USA): Knowledge-Based Practice?Theory Application in Nursing Practice

· 박광옥(순천대): 임상전문가 관점에서 본 실무능력 강화방안

· 곽찬영(한림대): 실무능력강화를 위한 실습교육전략

· 박명화(계명대): 교육 및 실습현장 연계를 통한 역량강화

· 서연옥(순천향대):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및 국시문항 분포의 문제점

· 박연환(서울대): 국내 유병율 및 성인간호학 영역의 임상간호현장 변화

· 강윤희(이화여대): 국외대학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및 국시문항 분포현황

· 송라윤(충남대): 실무분석에 근거한 성인간호학 국시문제 개선안

■ 논문발표

1) 구연발표

· 박문경: 신체적 낙상 위험 요인에 대한 타이치 운동 효과의 메타분석

· 안민희, 최자윤: 만성폐쇄성질폐질환의 지식, 태도 및 이행

· 이태경: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노인 약물교육 수행도와 중요도 인식

·   이지은, 박명화: Hospital Nurses’Access &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and 

Barrier &Competency of Evidence Based Practice 

· 김경덕, 김경혜: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의 증상 클러스터와 삶의 질

·   염현이, Heidrich, Susan M.: Beliefs about Symptom Management and Their 

relationship to Quality of Life in Older Breast Cancer Survivors

· 김상립, 김영경: 귀마개 적용이 수술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

·   최금희, 이영숙, 문순희, 정경숙: The Effect of the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Education Program 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New Nurses

·   권영은, 전석분, 김분한: 웹컨텐츠 형태의 간호정보 제공이 위내시경 검사 대상자의 신체적 

및 정서적 안녕과 검사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 장애리, 황선경: 노인의 수축기 혈압에 따른 식사후 혈압의 변화

·   김은영, 황선영: Effects of a Small Group-based Cardiovascular Disease Prevention 

Education on Knowledge, Stage of Change and Health Behavior among Male 

Driving Workers

(계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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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령: 우리나라 지역사회 6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유병율과 위험요인

· 박영례: 여대생의 체지방률 분류 비만도에 따른 체성분 및 혈중지질

· 이은선, 김인숙: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

· 정영미: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관리 체계 모형개발

· 양진주: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간호학생의 상부위장관 출혈 대상자 간호 지식 및 임상수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

2) 포스터발표

· 김건희, 황은희, 이현주: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의 관계

· 송민선, 김수근, 김남초: 농촌 여성노인들의 우울과 건강체력 간의 관련성 연구

· 김용숙: 제2형 당뇨병이 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 노미희, 황선영: 시설 요양보호사의 치매노인 조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박명화: Utilizing Evidence Based Approach to Clinical Practicum

· 전현례, 박정숙: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이 수술후 통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 박진화, 신수진: 간호전문직 탄력성(professinal resilience)에 대한 개념분석

·   신경림, 정덕유, 양은배, 공병혜, 신수진: 임상적 비판적 사고능력(Clinical Critical Thinking 

Ability, CCTA)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   안성아, 이경숙: 심리적 강인성이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오희영, 강보라, 허명행, 김현영, 김영준: 관계망 사정을 위한 한국어판 Lubben Social 

Network Scale-18(LSNS-K18)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 유양숙, 김복연, 조옥희: 장애우 가족에게 적용한 죽음준비 교육의 효과

· 이은선, 김인숙: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

·   황은희, 신수진, 정덕유: A Study of Factors of Sleep Disturbance, Sleep Quality, and 

SleepDisordered Breathing for Hospital

· 정영미: 중년남성의 생활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생활만족도

·   김정옥, 김현주, 조규영: 수술실 간호사의 의료기술에 대한 인지와 자기효능감 및 전문직 자

아개념에 관한 연구

· 하주영, 이수민: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 한수정: 간호사가 경험하는 임상에서의 도덕적 고뇌

· 홍정민: 재가노인의 낙상위험요인 지식 측정도구 개발

· 김세영, 김계하: 요양보호사 이수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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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9일 동계학술대회

■ 주제: 근거기반간호실무를 위한 메타분석의 활용

■ 연사

· 이준영(고려대): Systemic review와 메타분석의 이해, 메타분석 통계프로그램의 적용

· 오현수(인하대): 간호학 연구에서의 메타분석 연구동향과 결과활용

· 구미지(양산부산대병원): 기계환기 적용환자를 위한 중환자 간호

■ 논문발표

·   김미영, 강은희: 30·40대 여성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 건강신념 및 수행

에 관한 연구

·   고 은: Multi-mode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과정, 임상수

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   김건희, 황은희: 신설 간호학과와 기존 간호학과 학생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기주도적 학

습 능력의 비교

· 김영경, 김건희: 위루 노인 부양자의 삶의 질과 부양스트레스의 관계

· 김미영: 아로마 손 마사지가 시설노인의 스트레스, 수면, 우울에 미치는 효과

·   김은영, 황선영: D 유형 성격이 남성 운전직 근로자의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및 심리적 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이영은, 김주성: 음악요법이 척추마취하 전립선절제술 환자의 불안, 피로 및 활력징후에 미치

는 효과

·   소향숙, 채명정, 정경애, 정지윤, 홍지은: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Cancer 

Patients undergoing Chemotherapy 

· 손수경, 박해경, 이영신, 박영신: 간호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환자만족도와 재이용의도

·   서지영, 김인숙, 김자옥: 일용직 플랜트 건설근로자의 근골격계 통증과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

· 심정하: 한국 노인들의 뇌졸중 설명모델

· 김봉선, 심정하: 신규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이직의도 간의 관계

· 엄동춘, 남미정: 손 마사지가 노인의 경동맥 혈류속도와 수면 및 기분상태에 미치는 효과

· 오효숙: 농촌지역 중학생의 성별, 가족형태별 문제행동, 우울정도 및 인터넷 중독

· 이은남, 김하나: 페그-인터페론 치료를 받는 C형 간염환자의 우울 영향요인

· 이은남, 김미정: 부위마취환자가 지각한 수술 중 돌봄행위 측정도구 개발

(계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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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5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간호사 국가시험과 관련된 성인간호 교육과 실무의 융합 

■ 연사

·   박훈기(한양대, 의사실기 및 인증평가 자문위원): 교육과 실무의 융합: 보건의료계 국가시험

의 나아갈 방향

· 박정숙(계명대, 인증기준개발위원장): 성인간호의 교육과 실무

· 서연옥(순천향대, 학습목표 개정 TFT팀장): 성인간호학 국가시험 학습목표개정의 방향

·   김분한(한양대): 보건의료분야 국가시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성인간호교육과 실무분야간 

협력전략

■ 논문발표

1) 구연발표

· 한수정: 팀 기반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이애경: 디브리핑 인식유형에 대한 주관성 연구

· 신성례: 흡연 고등학생을 위한 금연동기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   허선: 국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감염관리간호사의 업무실태와 스트레스, 역할갈등 및 직

무만족에 관한 연구

·   Yong soon, shin, Hyun Jung Kim, Nam-Kyung Moon, Yong Hee Ahn, Kyoung-Ok 

Kim: The Effects of Uncoated Paper on Skin Moisture and Transepidermal Water 

Loss in Bed-ridden Patients

· 김경덕: 매개모델을 이용한 유방암 환자의 증상클러스터 검증 발표

· 이혜경: 중환자실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 경험

· 전점이: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에게 적용한 재활프로그램 분석

·   정덕유, 신수진, 황은희: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Internet Usage and 

Social Support, Self-efficacy, Depression, Self-esteem, and Loneliness

· 최은영, 심정신: 뇌손상 환자 가족의 가족결속력과 부담감에 관한 연구

· 심정신, 최은영: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   황은희, 태선화: 일 대학병원 근무 간호사의 주사침 자상 실태와 피로도, 직무 스트레스의 상

관관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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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혜상: 전신마취하의 개복술 환자에 대한 수술 중 저체온 예측 요인

· 허성순: 조기위암 수술환자의 수술 후 사회활동 복귀에 대한 경험

· 오복자: 영적중재의 신체, 심리, 영적인 효과크기에 대한 메타분석

· 김효정: 암환자의 불안 완화를 위한 간호중재 효과: 메타분석

· 이미영: 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대처

· 권미형: 독거노인돌보미의 고독사에 관한 주관성 연구

2) 포스터발표

·   노소영, 정은영: 해수를 이용한 비강세척요법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의 콧물, 재채기, 코 막

힘에 미치는 효과

·   윤미정, 민혜숙: 체위변경이 간동맥 화학 색전술 환자의 요통, 불편감, 출혈합병증에 미치는 

효과

·   안정원, 김금순: Nurse’ views, understanding, and decision making on open and 

closed endotracheal suctioning systems using a mixed study method approach

·   류세앙, 장금성, 정경희, 최자윤, 양진주, 박순주, 김윤희: 정맥관 감염예방 근거중심 가이드

라인의 권고 각도별 간호사의 지식 및 수행정도

· 박정숙, 전현례: 개심술 후 급성신부전 발생 예측요인

· 서연옥, 정연희, 구자성, 이지희: 중장년층의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요인의 분석

· 김철규, 조미경: 혈액투석 환자의 우울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   Yang-sook,Yoo, Ok-hee, Cho: stress and coping methods of breast cancer 

patients and their spouses

· 서남숙, 김영재, 김세자: 외래 항암화학요법 암환자의 피로 관련 요인

·   신미영, 이유미, 김예랑, 최현진, 김주성: 아로마요법이 수술환자의 통증, 불안 및 수면만족도

에 미치는 효과

· 노소영, 김계하: 요양병원 입원 노인의 가려움증 완화를 위한 아로마 요법의 효과

·   염현이: The relationship between symptom, experience, ageist beliefs about 

symptom management, and self-efficacy in older women

· 황은희, 강지숙: 노인 우울에 따른 특성분노와 분노표현양식

· 정은영: 노인의 우울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의 지식과 태도

· 김춘길: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돌봄 부담감, 직무만족도와 돌봄 중요도 간의 관계

·   신수진, 정덕유, 김혜진: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fall prevention protocol 

for older adults dwell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계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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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30일 동계학술대회

■ 주제: 성인간호학 학습성과 작성 및 학습목표 개정안

■ 연사

· 유영만(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육과 성과의 이해

· 이은화(신라대 교육대학원): 교육학의 학습성과 작성법

· 이은화(신라대 교육대학원): 교육학의 학습성과 작성법의 실제

· 황선영(한양대 간호학과): 성인간호학의 학습성과 작성사례

· 정영선(서울아산병원): 임상에서 요구하는 학습성과 내용

· 권영은(청운대 간호학과):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제안

· 심영남, 김분한: 호스피스병동 간호사의 윤리적 문제 경험

·   Seo, Young-Sook, Sung, Ki-Wol: Relation among compassion fatigue, 

compassion satisfaction and burnout in hospital nurses.

·   Kim, Ja Sook, Lee, Yong Sook: A study on fatigue, stress and burnout of 

pregnancy nurses

· 김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   김춘자, 박지원, 박형란, 남혜진: 성인간호학 현장실습교육에서 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

력과 효율성

·   김건희, 김영경: 프로젝트 학습이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팀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김해란: 간호학생의 팀기반 시뮬레이션 학습경험

·   Ko, Mia, Lee, Jia: Effect of balance taping therapy on neck pain in high school 

students

·   오효숙, 장윤경, 양야기, 유혜숙, 조은아, 김해란: 간호학생의 헌혈 경험과 헌혈에 대한 태도,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   Jeong Soo, Kim: Study on experiences of lifestyles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with high body fat distribution

· 김분한, 문종남: 전이성 척추 종양 환자의 퇴원 후 삶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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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발표

· 김춘자, 김문선: 고혈압을 동반한 당뇨환자에서 우울정도에 따른 약물복용 순응도

· 송영숙, 최은영: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 이경민, 이금주, 장은영: 갑상선절제술을 받은 가임 여성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고은, 김혜영, 최소은: 유방암 생존자의 심리사회적 적응 영향요인

· 김계하, 선정주, 오숙희: 국제결혼 한국인 남성의 스트레스와 자존감 및 무력감에 관한 연구

· 노연호, 유양숙: 수술실 간호사의 폭력경험과 스트레스 및 이직의도

· 김미영, 강은희: 경혈지압이 시설 노인의 변비완화에 미치는 효과

·   마예원, 김혜진, 정덕유: 낙상예방을 위한 요양시설 간호사의 낙상지식, 낙상태도 및 낙상예

방 자기효능감

· 엄동춘, 남미정: 상지마사지가 노인의 수면과 기분상태 및 경동맥혈류에 미치는 효과

·   이명숙, 임현자: 퇴행성 관절염 여성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예측 요인: 보완대체요법 사용유무

에 따른 차이

· 김영재, 서남숙: 지역사회 당뇨노인의 삶의 질 관련요인

·   김보견, 이지아: 성격특성, 감성지능, 내부마케팅, 서비스경영이 병원외래 간호인력의 고객지

향성에 미치는 영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 박영례, 한용희: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

· 박지원, 김춘자, 서은지: 임상간호현장에서 프리셉터가 인지하는 교육행위와 관련요인

· 신수진, 박인희, 김정희: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한국간호교육 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

· 홍정민: 시뮬레이션 실습이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 문원희, 김영주: 성인 시뮬레이션 실습을 겸한 단기 어학연수 경험

· 김미영, 강은희, 김경희: 여대생의 스트레스, 분노표현양식, 대처전략 간의 관계

· 김경희, 정경순: 지역 여대생의 자궁경부암,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예방접종 지식에 관한 연구

·   손행미, 박다인, 조영화, 윤혜지, 김수진, 서다미, 이경언: 일개 대학교 학생들의 사전 및 사후 

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 한수정: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

·   Ja-sook Kim, In-Sook Kim, Ja-Ok Kim, Sung-Ju Kang, A-Yong Park: The 

Factors that Affect Health Promotion Practice of Fire Officer

·   Jeong Soo Kim: Patterns of Weight Control among Male College Students on 

Healthy Dieting Program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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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1일 춘계(국제)학술대회

■ 주제: 간호실무 발전을 위한 이론과 연구: 경계를 넘어

■ 연사

· J  oyce Fitzpartrick (Case Western Reserve Univ. 간호대): 간호실무의 발전을 위한 이

론과 연구의 국제동향

·   Chieko Greiner(he Japanese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일본의 간호연구 및 정

책동향

·   오의금(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 책임전문위원): 한국의 간호연구 발전

방향

· 김분한(한양대학교 간호학부장): Q방법론

■ 논문발표

1) 구연발표

· 이정림: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삶의 질 구조모형

· 권미형: 노인의 well being 모형

·   유재용, 김소선, 김영삼, 박창기, 오연목, 이향규, 오의금: Factors affecting trajectory of 

sexual function in male patients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 김민영, 김형태, 박의준, 김명애: Postoperative delirium after major vascular surgery: 

Prevalence and risk factors

2) 포스터발표

·   Yang-Sook Uoo. Ok-Hee Cho, Kyeoong-Sook Cha:　Emergency Department 

Nurses’ Recognition Of and Educational Needs For Forensics Nursing Education

·   Yang-Sook Yoo, Ok-Hee Cho, Kyung-Hye HWang: Conflict Resolution Styles, 

Marital Intimacy and Family Functions of Breast Cancer Patients and Their 

Spouses

·   Jea Hyeon Kim, Hyo Joon Kim: Progression of Subdural Effusion after Surgical 

Treatment

·   Sung Reul Kim, Sun Ju Chung, Sung Hee Yoo: Factors contributing to 

malnutrition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 오복자: 심리사회적중재가 암환자의 통증에 미치는 효과: 메타분석

·   서지영, 김은영:　Effects of an Infection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in Infant 

and Child for Married immigrant Vietnamese women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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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윤, 이영휘: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in Stomach Cancer Patients

·   송시은, 이영휘: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Trial Nurses (CRN)

·   박정숙, 최미정:　구조화된 수술 전 교육이 백내장 수술환자의 불안과 자가간호 수행에 미치

는 효과

·   Purum Kang, Sun Seek Min, Geun Hee Seol: Effect of eucalyptus oil inhalation 

on pain and inflammatory responses after knee replacement

·   Ka Young Kim, Hui Su Lee, Geun Hee Seol:　Possibilities for therapeutic drug of 

(-)-linalool in oxidative　stress-induced neuronal cell model

·   번혜선, 김용숙: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통증, 우울, 기억기능, 신체활동, 수면: 증상 클러스

터에 관한 매개효과 검증

· 이병주: 간호계와 비간호계 대학생의 조직 및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

· 박희옥:   The effects of aroma therapy on fatigue and sleeping for hospice clients 

staying in a hospice ward

· 한수정: 전공입문교육이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습 동기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서남숙, 김영재, 김세자: 혈액투석환자의 증상에 관한 조사연구

· 정영미: 중년 여성의 죽음에 대한 인식 영향요인

·   강푸름, 설근희: (-)-Linalool inhibits vascular contraction in mouse aorta by 

activating guanylyl cyclase and K+chan

·   문혜경, 설근희, 강푸름, 이희수: Effect of 1,8-cineole in chronic exposure of 

nicotine-induced hypertension rats

· 김윤정: 종합병원 신규간호사의 실무적응 유형에 관한 주관성 연구

·   유문숙, 박형란, 박지원, 송미숙, 유미애: 음악 청취가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간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   Jee Won Park, Eun Ji Seo, Jin Park: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s from Korea and Cambodia

· 김지현, 홍지연, 김옥수: 당뇨병 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연구

· 신나연: 만성요통을 가진 여성노인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건강행위간의 관계

· 이지아: Health Care Quality Evaluation of the Korean Long-term Care Facilities

· 박은아, 김명애, 고성희: 중년기 남녀의 성역할정체감 인식 유형

(계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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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o Jeong Han, Myung Ae Kim: Perceptions of operating room personnel about 

wrong-site surgery

· 이은주, 송효정, 홍성철, 김성엽, 이창현, 현미열: 이주 여성의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행위 정도

·   Ji Hee Kim, Kyung Hee Lim: Factors Influencing Compliance with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 Control of Nurses in Intensive Care 

Units

· 김윤정: 간호학과 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 유형에 관한 연구

·   Yun Bock Kwak, Sung Hee Ko: The effects of alcohol use, depression, self 

esteem on suicidal idearion of the aged

·   Byung Ju Sung, Sung Hee Ko: Elderly care worker' perception and attitude 

regarding uses of restraints

· Jia Lee: Cautrymoxibustion for Older Adults with Constipation

·   Kim-Hee Kim, Jwa-Seop Shin: Effects of an e-PBL Program on Sexual Health 

Care Competencies among Oncology Nurses: A Randomized Controlled Pilot 

Study

·   문수희, 송효정, 이은주, 박은옥, 김정희, 현미열, 김성준, 김성대, 김영주, 허정식: 

Prevalence of urinary incontinence and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among 

community-dwelling the elderly 

·   Chang Ha Choi, Seung Eun Chung: Hearing threshold of university students 

using personal digital audio system

·   Sohyune R. Sok, Ae Kyung Chang: Predictors of Sedentary Behavior in Korean 

Hypertensive Elderly

·   Sohyune R. Sok, Soon Yong Park: Comparative study on attitude toward death 

and perception of DNR decision between the older Korean adults residing 

institution and home 

·   Young Yi Choi, Bonn Han Kim: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preparation for 

death in elderly 

·   Young Ok Lee, Boon Han Kim: Percerption, and Training Needs o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for Intensive Care Unit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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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6일 동계학술대회

■ 주제: 성인간호학 국가시험 문항개발: 자료제시형과 사례형을 중심으로

■ 연사

· 박훈기(한양대 의과대학): 사례형 원리 및 작성방법

·   안덕선(고려대 의과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료관련 국가시험의 발전방향과 자료제시형의 

원리 및 작성방법

· 서연옥(순천향대 간호학과): 성인간호학 국가시험 문항개발 방향: 학습목표와 학습성과 중심

■ 논문발표

1) 구연발표

· 박정숙: 스마트폰의 동영상과 게임사용이 대학생의 안구건조에 미치는 영향

· 순재손: 수술 후 첫 24시간동안의 오심 및 구토에 대한 위험요인

· 김인숙:    The Effects of Aroma Foot Reflex Massage on Mood states and Brain 

wave in Women Elderly with Osteoarthritis

· 오현진: 임상간호사의 직장 내 공격행동

2) 포스터발표

· 김영재, 서남숙, 우상준: 지역사회 당뇨노인의 당화혈색소 조사연구

·   박정숙, 권순조: 이압요법이 항암화학요법 환자의 오심·구토와 혈청세로토닌 수치에 미치는 

효과

· 한수정:  간호대학생의 MBTI 유형별 학과만족도와 학업성취도

· 채민정, 최순희, 김영옥, 김정숙: 수술 후 환자 간호 관리에 대한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

· 서은희, 박선일: 간호학 전공 남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전공 만족도 및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 박선일, 서은희: 타이치 운동프로그램이 뇌졸중 대상자의 우울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 이지아: The Effects of Mugwort Heart Therapy on Constipation in the Elderly

· 차경숙, 조옥희: 암환자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성 증상과 통증

· 김영희, 조옥희: 간호대학생의 말기환자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인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

· 김인숙, 김선옥: Factors Influencing Burnout in Emergency Room Nurses

· 정승은, 이순희: 교수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경험

· 정덕유:   The effect of a combined exercise program using an iPad among Korean 

female older adults

(계속)

부록



• • •  한국성인간호학회 50년사122 123

2014년 6월 20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헬스케어 서비스, 디자인과의 만남

· 1부: 의료서비스디자인 연구개발 최신지견

· 2부: 성과기반 교육과정과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 연사

· 윤성원(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 디자인의 이해

· 김신(한국디자인진흥원): 헬스케어와 디자인, 의료융합과제연구

·   이정규(와우디자인 부사장):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혁신과제 수요자 중심의 노인요양시설 서

비스 디자인 개발

· 서연옥(순천향대): 성인간호학습목표 개선 전략

· 박지원(아주대): 프로그램 학습성과 기반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 김금순(서울대, 간호사국시 출제위원장): 간호사 국가고시 질 향상을 위한 성인간호학 역할

·   장미영, 김은영: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Preparation for Old Age, Aging Anxiety 

on the Depression in Middle Aged Men

· 박은희: Simulation교육과 e-learning을 결합한 혼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 박은희: 청년기 여성의 체형 차이에 따른 신체상, 자아존중감, 비만스트레스 연구

·   이애리, 엄애용, 노도희, 박세원, 박진희, 윤슬기, 이규연, 이지효, 조혜경: 광주·전남지역 대

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에 따른 피임실천정도에 관한 연구

· 허선, 김계하: 여대생의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실태가 안구건조증과 눈피로에 미치는 영향

·   강세원, 박지원: Cognitive function, Cardio-metabolic risk factors and Depression 

among Older People in the Community

· 변정수, 김주성: 진료협력간호사의 운영현황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

· 이은연, 김주성: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연구

· 이선옥, 서영승: 입원노인환자의 우울과 가족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   양인숙, 강지숙: Influencing factors of tuberculosis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in nursing students

· 김경덕, 장현진: 췌장암 생존자의 증상 클러스터

(계속)



122 123

■ 논문발표

1) 구연발표

· 조관숙, 김남초: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구강점막염 발생실태, 영향요인과 환자 경과

·   박점현, 김정아: 근육주사 후 통증경감을 위한 마사지 중재의 효과-진동과 압력을 이용한 마

사지기 적용

·   성지현, 김유경, 박영수, 성지현, 우수희, 유재용, 이현주, 오의금: 퇴원 환자의 건강상태, 가

정간호요구 및 자기돌봄요구

2) 포스터발표

· 이형숙, 오의금, 전은석, 최모나: 심부전 환자의 신체적 증상경험 및 관련요인

· 정영미, 김현실: 대학생의 결혼에 대한 태도 영향 요인

· 김인숙, 정정숙: 갑상선암 수술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   오복자, 장은수: 암환자에게 적용한 심리사회적중재가 코티졸과 면역기능에 미친 효과: 메타

분석

· 강정희, 박수정: 섬망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간호수행

· 장연수, 김정현, 이경화: B형 간염 환자의 피로도에 따른 혈중 cytokine의 차이

· 정승은, 이순희: 간호대학생의 팀기반학습 경험

· 전재희: 투석전 만성신장병 환자의 증상과 자가관리

· 김지수: 관상동맥질환 가족력이 있는 성인에게 유전상담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 서영승, 이원아, 이선옥: 간호사의 언어폭력 후 정서적 반응 및 대처간의 관련성

· 김소희, 정은영: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당뇨병 2형 환자 대상 집단교육과 개인교육 효과 비교

·   박영례, 박민정, 박성희: The effects of preclinical Nursing practicum for nursing 

students

· 임경희, 김향미: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말초신경병증 증상

· 서남숙, 우상준, 강승자: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 구조모형

·   이현주, 김유경, 박영수, 성지현, 우수희, 유재용, 오의금: 퇴원환자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

램의 내용과 효과: 체계적인 문헌고찰

·   김진옥, 권지혜 이미나, 송가희, 김원선, 오의금: 대장내시경 환자에서 PEG용액의 분할복용

과 일회복용이 대장정결과 환자의 불편감 완화에 미치는 효과: 근거기반간호사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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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5일 동계학술대회

■ 주제: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간호교육 제고

■ 연사

· 서순림(대한간호협회 제2부 회장, 경북대학교): 간호협회의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교육전략

· 김소선(연세대학교): 간호전문직 발전방향과 간호교육: 국제동향

· 김진현(서울대학교):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간호인력 개발

■ 논문발표

1) 구연발표

· 황혜민: 중도척수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 김문자: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섬망간호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 신나미, 박은영, 정선영: 성인 중기 과체중·비만여성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2) 포스터발표

· 김지영, 민혜영, 허나래: 간호시뮬레이션 실습교육에 대한 교수자의 경험

· 김호진, 송갑선, 전점이: 고혈압 환자에게 적용한 중재프로그램 분석

·   강은희, 김미영: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 김미영, 강은희: 멘토링 기능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 만족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송갑선, 김호진, 전점이: 당뇨병환자에게 적용한 중재프로그램 분석

· 김정숙: 간호대학생을 위한 액션러닝기반 학습 성과중심의 수업설계 및 운영의 효과

·   박영례, 김선영, 김현희, 송은지, 신선한, 이사랑: 중년 남성의 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암 예

방 건강행위

· 김용숙: MMSE 인지영역별 측정치의 특성에 관한 연구: 난이도, 총점과의 상관관계

·   박지은, 이해정: 전화로 강화한 수술 전 골반저 근육운동이 전립선암 환자의 자기 효능감, 요

실금,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 김인숙, 최수경: 폐경 중년여성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프로그램의 효과

· 송효정, 김민경: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하부요로증상 관련요인

· 최모나, 양유리, 정덕유: 운동 자기효능감과 운동 기대감 도구의 성인대상 타당도 검증

· 김진희, 이현수, 최은희: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역할갈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박아영: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과 질 향상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도 분석

· 박순주: 임상 간호사의 의사소통술과 환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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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0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성인간호 교육 수월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전략

■ 연사

· 박주현(울산대학교): Art of presentation

· 임진혁(울산과학기술대학교): Flipped learning 

· 강지연(동아대학교):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 논문발표

1) 구연발표

·   최희정: 중년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노화교육 프로그램이 건강증진 행위와 노화불안에 미치

는 효과

· 이현주: 방사성 옥소(131I)치료 예정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건강성과의 관계

2) 포스터발표

·   우상준, 하윤주, 서남숙: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력, 학습동기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서민정: 생애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질적 서술적 연구

· 서민정, 김상희, 김두리: 임상간호사의 임상윤리 지원서비스 요구도

·   김희경: The Effect of Wisdo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Conservation of Older Adults

·   강지숙, 박미자: 구강관리프로토콜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폐암환자의 구내염 및 영양상태에 

미치는 영향

· 임경희, 김윤경: 조기진통 임부의 조산 발생에 대한 영향요인

· 임경희, 서미혜: 유방암 생존자의 피로, 디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양유리, 오의금: 병원 외래 이용 환자의 의료 커뮤니케이션 유형, 역량 및 만족도

·   강희영, 김효진: Development and Effects of an Informational Leaflet on 

Emergency Medical Services for Better Interaction between Nurse and Client

· 박영례, 윤은자, 황윤영: 대학생의 성윤리 가치관에 대한 주관성 연구

·   유양숙, 정미영, 조옥희: Factors related to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Ulcerative 

Colitis

·   조옥희, 박혜서, 황경혜: Correlation sense of coherence and quality of life among 

freshman nursing students

(계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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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1일 동계학술대회

■ 주제: 포괄간호서비스 제고

■ 연사

· 고영(국민보험공단 급여보장실): 포괄간호서비스 정책 동향

· 이인덕(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간호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운영

· 강지연(동아대학교): 성인간호학 국가시험을 위한 학습목표

■ 논문발표

1) 구연발표

· 전재희: 만성 B형간염 환자의 자가 간호 수행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평가

2) 포스터 발표

·   우상준, 이은숙: 직장절제술을 받은 남성 직장암 환자의 성건강 프로그램 효과 -Roy 적응모

형을 기반으로 -

· 남혜리:   간호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유방암 및 유방 자가 검진에 대한 지식과 유방 자가 검진 

효능감

· 김민영: 중환자실 소음도와 소음에 대한 환자의 반응

·   전재희, 김경희: 만성 B형간염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개발 ? 자가간호 지식 및 교육 요구도를 중심으로 -

· 박영수, 오의금: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에 관한 국내 문헌고찰

· 송정미, 오의금: 간이식 수혜자의 사회적 지지, 치료지시이행, 건강관련 삶의 질

·   염은이, 전해옥: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among Male Nursing Students

·   송효정: Urinary Incontinence and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for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 in Jeju

·   이혜경, 김희경: Factors Influenc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Chronic Pain

· 김영만, 오의금: 수술예정 환자의 마취지식과 불확실성

·   강경아: Lipopolysaccharide로 유도된 Raw 264.7 세포에서 감국 추출물의 nitric oxide

생성 억제효과 

· 이영주, 이순희: 성인의 생활습관, 우울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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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순, 조숙희: Uncertainty, Self-care Agency And Physiological Index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Patients with Underwent Primary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   이지연: Nausea after moderately emetogenic chemotherapy remains as 

significant symptom

·   이지연, 박은미: 중환자 대상 비 침습적 적외선 체온측정방법의 정확도 및 발열 감별타당도 

고막 체온측정과 비접촉 측두동맥 체온 측정

·   이지연, 고인순: 만성폐색성폐질환을 가진 성인의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식, 인지도, 폐렴 감

염예방 실천도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시행도에 미치는 영향

· 진혜경, 이해정: 걷기운동과 심부전환자의 건강결과

·   김선희, 이은숙: 구조화 된 정보제공이 척추 신경차단술 환자의 불안, 불확실성 및 운동수행

에 미치는 효과

· 김주성, 김현숙: 스팀멸균물품의 포장재료 및 기간별 오염도 조사

· 양경미: 여성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이순희: 시뮬레이션 실습 후 간호학생의 디브리핑 학습 경험

· 최경숙, 전명희 외4인: 한국 간호대학생을 위한 글로벌 건간 교육 분석

· 안민정, 박수민, 박수정: 향요법이 노인의 수면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체계적 문헌 고찰

· 박정숙: 오윤정: 허약노인을 위한 건강증진 역량간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 양경미: 보건계열 전공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영향

·   장경희, 정인숙: Nurses’ Knowledge and Performance of Pain Management of 

Cancer Patients

2016년 6월 10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SMART Nursing에 대한 조망

■ 연사

· 양내원(한양대학교 공과대학): SMART Care를 구현하는 환경

· 정은자(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테크놀로지를 활용한 care의 계획과 적용

· 한성구(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헬스케어와 예술

·   신나미(고려대학교 간호대학): SMART Nursing research: 성인간호학 영역의 헬스테크놀

로지 접목 연구전략

(계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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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발표

1) 구연발표

· 배가령: 유방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중재연구에 관한 국내외 문헌고찰

· 김정희:   A Systematic Review of Online-based interventions for Sexual Health 

among Individual with Cancer

· 전은주:   Needs assessment to develop the diabetes self-management mobile 

appli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2) 포스터발표

·   김성렬, 김지영, 김현경, 박선혜, 김미선, 정선주: Effect of Type D personality on Non-

motor Symptom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 김일옥, 양은경: 혈액투석환자의 식사요법 적응경험

· 김지현, 오복자: 일차성 불면증 환자에게 적용한 인지행동중재의 효과: 메타분석 

·   김희선, 김현경, 강경옥: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Its Determinants in 

Patients with Post-Acute Coronary Syndrome

· 나은하, 허 선: 팀기반 학습을 적용한 콘택트렌즈 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   박병준, 박선정: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신체감시 및 외모스트레스에 따른 미용성형의도

와의 관계

· 방초희, 박수경: 심방세동 환자의 증상클러스터와 정서적 상태 및 삶의 질

· 염은이, 성지아: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오복자, 송주연: 혈액투석 환자의 증상경험, 영적 안녕 및 우울에 관한 연구

·   오복자: Predictors of cognitive decline in people with cancer undergoing 

chemotherapy

· 우상준, 이은숙: Experience of sexual life in men with rectal cancer

·   윤경순, 조숙희: Correlation of Uncertainty, Self-efficacy, Physiologic Risk Factors 

and Self-management in Stroke Patients

· 조옥희: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교육실재감, 시스템사고능력 및 문제해결 적극성에 

미치는 효과

· 조옥희, 이혜경: 보건교사의 HIV/AIDS관련 지식과 태도

·   홍민희, 전은영, 윤정우, 오미화, 박영례: 성인의 우울증상군과 비우울증상군 간의 신체존중

감, 스트레스 및 건강증진행위 비교

· 최미정, 박정숙: 여성 갑상선암 환자의 삶의 질 구조모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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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옥, 신선화: HIV 감염인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낙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희망의 

매개효과

· 고 은, 김혜영: 재활병동 입원한 뇌졸중 환자의 우울, 자기효능감 및 재활동기

·   조영문, 한유나, 이단하: 임상간호사의 기본심리욕구, 셀프리더십, 직무스트레스가 간호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조영문: 혈액투석환자의 역할행위 이행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변인 간의 구조분석

· 이영희, 지은주: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영양지식과 영양표시 이용

·   서남숙, 문지선, 홍소형, 박양희: 돌봄제공자가 없는 노인에 대한 태도, 경험, 공감이 간호실

천에 미치는 영향

· 임경민, 권수혜: 종합병원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영향요인

· 박정숙, 노세희: 신장이식환자의 수술 후 자가간호 어플리케이션 개발

· 김미영, 김유정: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에세이를 활용한 교육

· 김미영, 박수현: 간호대학생의 팀 활동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김미영, 박수현: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시 긴장이 자아 효능감 및 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배가령, 임영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중 언어폭력 경험, 진로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 이순희: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   오복자, 이정란, 문선미: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소화기계 암환자의 인지기능, 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 및 삶의 질의 변화

2016년 11월 18일 동계학술대회

■ 주제: 간호교육 선진화 전략: 심혈관계 임상실무와 연구동향 및 국가시험 문항개발

■ 연사

·   정명호(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복지부지정 전남대병원 심장질환특성화연구센터장): 심혈

관계 건강문제 진단 및 치료 최신지견

· 황선영(한양대학교 간호학부): 심혈관계 간호와 연구동향

·   이병두(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시험위원장): 의료인 국가시험

의 발전방향

·   이병두(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히험위원장): 국가시험 문항개

발의 실제

(계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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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숙(간호사 국가시험 문항개발 사례): 간호사 국가시험 문항개발 사례

■ 논문발표

1) 연구지원사업 선정작 발표

· 김선기:   혈액투석중 cycle ergometer 운동프로그램이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적절도, 체력 및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심재란, 황선영: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Heart Health Diary for the Self-

Care Enhancement of Patients with Heart Failure

2) 포스터 발표

·   우상준, 하윤주, 이은숙: Operating experience of flipped learning in After School 

Program

·   이혜경, 김희경: Mediating Effects of Social Networks in the Relation between 

Lifestyle Habits and Health Conservation in Community dwelling Single 

Household Elderly

·   강경아, 김소은, 전성은, 김소연: 풍요로운 환경이 알코올 남용 동물모델에서의 행동 및 인지

기능에 미치는 효과

· 김경덕: 유방암 생존자의 증상, 불확실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조영문, 유경순: The relationship between of uncertainty, depression, physiologic 

index and basic psychology needs of hemodialysis patients.

· 조행난, 소향숙: 상급종합병원 교대근무 간호사의 이직의도 모형구축

·   김영경, 권수혜: 요양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공감력과 노인돌봄태도가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

· 김진희, 김 진: 중소병원 신규 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조혜영: 혈액투석 환자에게 시행된 테블릿 PC 활용 자가관리 교육 Program의 효과

· 박 경, 엄미란: 영유아 어머니의 흡연경험

·   엄미란, 강민영, 강수남, 고은빈, 곽소영, 김상주, 김용진, 남하희, 정주리, 김범경: 단계별 핵

심기본간호술 교과목 운영의 효과

· 김계경, 유성희, 채덕희, 박만석: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약물복용이행 영향요인

· 김지교, 유성희 노주희, 주재균: 병원간호사의 근거기반 욕창간호 수행도 및 영향요인

·   유경순, 조숙희: Relationship between Non-invasive Predictors of Atherosclerosis: 

Endothelial Function, Carotid Artery Intima-Media Thickness, Pulse Wave 

Velocity and Nitroglycerin-Induced Headache in Patients with Chest Pain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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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세앙, 박순주, 박현영, 양진주, 장금성, 정경희, 최자윤, 김윤희: 기본간호학 교과서의 근거

기반 도뇨관련 요로감염예방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영 현황

· 고 은, 김혜역: 한국의 젊은 성인남녀의 극복력과 우울간의 관계

· 김혜숙, 김경옥, 양경순: 폐결핵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   최자윤, 김윤희, 류세앙, 장금성, 양진주, 최자윤: 중환자 첫 발열 평가 근거기반 가이드라인

에 대한 지식과 수행 정도

·   김현선, 서은영: Interactive mobile application을 활용한 임상간호 술기 콘텐츠 개발 및 

효과

· 강지영, 서은영: 간호학생을 위한 만성질환자간호 가상체험용 앱 개발 및 적용

· 고 은, 박시연, 백은별, 윤지영, 황수빈, 김현희: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결혼관

·   양윤경, 고지운, 김은만, 이홍자, 정미영, 차경숙, 김춘미: 효율적인 프로그램 학습성과 관리

를 위한 교과목 평가체계 개발

·   김현경, 이명하, 이 식, 정혜진: Influenza vaccine acceptance and health belief 

among Korean kidney transplant patients

· 백애란, 소향숙, 송지은: 관상동맥질환자의 관상동맥중재술후 재시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7년 5월 19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건강형평성 향상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 연사

· 강영호(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건강불평등의 현황과 연구과제

· 염유식(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건강불평등에 대한 사회학적 조명

· 김성수(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정보이해능력에 대한 이해 및 평가

·   손연정(중앙대학교 적십자 간호대학): 간호학에서의 건강정보활용능력 연구 동향 및 심혈관

계 간호의 적용

·   이해옥(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Non-communicable disease and 

global health disparity

■ 논문발표

·   조규영: The Factor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Nursing Simulation Learning

(계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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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오복자: 폐경기 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인지기능감퇴와의 관계- 건강증진행위의 매개

효과-

·   박영례, 오종철, 전은영, 유양경: The effect of nursing unit manager’s servant 

leadership on nurse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 조옥희, 유양숙: 경력간호사의 자아탄력성과 경력계획이 경력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조옥희, 유양숙, 황경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 심리적 수용, 수면장애가 우울에 미치

는 영향

· 조혜경, 송미순: 한국암생존자의 행복감에 대한 진화론적 개념분석

· 염은이: 간호사의 대인관계문제, 감정노동, 전문직 자아개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백정원, 권수혜: 만성질환을 가진 재가노인의 기능적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자가간호 수행의 

관계

· 차지은: Affecting Factors on Illness Burden of Long-term Hemodialysis Patients

·   장은희, 박소희, 박영례, 오희숙, 김선화: Health literacy,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medication adherence of elderly

·   안숙희, 박주현, 송라윤, 오지원: Factors affecting warfarin medication adherence 

and anticoagulation control (INR) in warfarin taking health literacy and self-

efficacy of patients with mechanical heart valve replacement

· 김수이, 정영해, 우상준: 대학생의 교내 저염식이 캠페인 참여 경험

· 이선주, 김희경: 암환자의 증상경험, 불확실성과 자아존중감이 심리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조영문, 이현지: The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Wisdom on 

Successful aging in elderly

·   조영문, 정지원: 혈액투석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 불확실성 

및 환자역할행위 이행과의 관계

·   이미미, 나연경: 수술실 눈가리개 간호중재가 중심정맥관 삽입술 환자의 스트레스 생체지표

와 불안에 미치는 영향

· 이정훈, 송영숙: 중환자실 간호사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   김용숙, 이호진, 변혜선: 노인의 주관적 인지기능과 관련된 객관적 인지 및 정서변인: 6개월 

추적 연구

· 이동숙, 황영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유형에 따른 상대적 위험지각과 교육요구도 조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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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Connie Ulrich: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Cardiovascular Diseases in 

South Korea

· 박순주: 간호대학생의 학습양식과 학습단계, 성취목표지향

· 정복례, 구영주: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족의 교육요구

· 정복례, 윤혜령: 전완부 국소가온이 Oxaliplatin 정맥 주사로 인한 혈관통에 미치는 효과

· 기은정, 소향숙: 혈액투석 대상자를 위한 스마트폰 앱 기반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2017년 11월 24일 추계학술대회

■ 주제: 심리·사회·영적 간호역량 강화를 위한 성인간호학적 접근

■ 연사

· 김성렬(전북대학교 간호대학): 심리적 간호역량강화: Type D 성격 간호연구 동향

· 김은성(세브란스병원 외과계중환자실: 사회적 간호역량강화: 중환자실에서의 family 

engagement

· 강경아(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영적 간호역량강화: 의미중심모델기반 영적간호중재

■ 논문발표

1) 연구지원사업 선정작 발표

·   강지영, 서은영: 간호학생을 위한 “재가 만성질환자간호 가상체험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적용

·   김남희, 태명숙: 재활전문병원 뇌졸중 환자 주 돌봄 제공자를 위한 네비게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 포스터발표

·   김성렬, 김혜영, 소희영, 정선주, 김지영: Predictors of Low Medication Adherence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 조옥희, 박선주, 박연숙, 이혜경: 만성요통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   박소영, 이성옥, 조옥희: 간호대학생을 위한 시뮬레이션기반 정맥요법 임상술기술 교육프로

그램의 효과

·   박영례, 김영학, 노유진, 문서연, 백예은, 서모연: 일 지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신체상, 

우울 및 자아존중감

·   우상준, 김은아: Study on Impact of Career Barrier on Seeking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계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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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8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4차 산업혁명 속 간호: 기회인가, 위기인가

■ 연사

· 이상헌(고려대학교 의과대학):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료계 현황 및 전망

· 오의금(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간호: 교육의 변화

· 조인숙(인하대학교 간호학과):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간호: 연구의 변화

· 김호진, 송갑선, 전점이: 고혈압환자 특이형 삶의 질 측정도구 개발

·   조영문, 유수빈, 이하영: 간호대학생의 e-러닝 기반 성인간호학 사전학습이 자가주도 학습능

력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조영문, 이민주, 이수정: 간호대학생의 문제중심수업(PBL)을 연계한 시뮬레이션 통합간호실

습교육이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학업적 효능감, 학습태도,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   강희영, 김봉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 직무스트

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 비교연구

·   고은, 김은지, 유다운, 이지현, 이하영, 이현정, 김빛나: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손

씻기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비교

·   송갑선, 전점이, 김호진: 타이치 운동프로그램이 당뇨병환자의 대사조절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   고은, 공호연, 남혜림, 문지윤, 이채원, 김영주: 간호대학생의 DISC 행동 유형에 따른 임상실

습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   이혜경, 이진호, 배진현, 이주현, 임수정, 임재희, 차준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공

감능력 및 타인인식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 김희경, 이혜경: 농촌지역 노인의 건강보존에 미치는 영향

·   이혜경: 한희선, 김재은, 황현경, 이유라, 이지민: 여자 간호대학생의 운동행위변화단계에 미

치는 영향요인

· 박상빈, 최은영, 강희영: 요양병원 간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및 이직의도의 관계

·   조진영, 신원진, 이상규, 임채호: 간호대학생의 재난대응 준비도와 재난대응 자기효능감에 대

한 연구

· 이순희: 시뮬레이션 기반 성인간호 실습 후 디브리핑 평가, 학업적 자기효능감, 시험불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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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라(삼성서울병원 간호업무개발팀):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간호: 실무의 변화 1

· 조은영(분당서울대학교변원 의료정보팀):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간호: 실무의 변화 2

■ 논문발표

1) 연구지원사업 선정작 발표

· 박옥경: 우수연구지원사업 연구 발표 Ⅰ

2) 포스터 발표

·   강은희, 김미경: 이혜숙: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이미지와 진로정체감이 간

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   Eun Hee Kim, Soon Rim Suh: A Longirudinal Path Analysis of Symptom, Fatigue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during Chemotherapy

·   Heeok Parkm Eun Kyung Kim: A systematic review: The effects of aroma 

therapy on agitation

·   Myoung Soo Kim, Yun Hee Kim, Gyoo Yeoung Gho: The Influences of Preceptors 

Nurse’s Self-leadership on Self Efficacy and Job -embeddedness 

·   조규영, 최유리: 교대근무기혼 여성 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 일-가정 양립갈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   박정숙, 김은자: 대장암 수술 환자의 조기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program for colorectal 

cancer)

· 조옥희, 이다윤: 중소병원 수술환자의 회복실 간호요구도

· 조옥희, 황경혜, 임종미: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통증과 수면장애

·   조옥희: 뮬레이션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불안, 자기표현성 및 임상실습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 한수정, 김혜원: 간호사의 소명의식,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   오지현: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Older 

Women

·   임동희, 조명주: 간호사의 재난대비에 대한 태도와 임상수행능력이 재난대비역량에 미치는 

영향

·   지민경, 김미선, 신주영, 윤예인, 이우진, 채영훈, 홍준영, 신선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

학생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건강신념 및 예방적 건강행위 비교

부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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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ng, Young-Ju, Kim, Hee Sun: Effects of Hope, life meaning, and social 

support on post-traumatic growth in stroke patients

·   문선희, 박근숙, 박천숙, 심재란: Accuracy and Speed of Triage by Emergency 

Nurses Using the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 정영미: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적응 및 전공만족도에 대한 종단적 연구

· 한정희, 정승은: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 셀프리더십, 긍정심리자본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 황선아, 양인숙: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 자아존중감 및 SNS 중독 간의 관계

· 박서진, 이진아, 김진희: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 김혜숙, 김희연, 서은희: 제 2형당뇨환자의 당화혈색소 조절에 미치는 영향요인

·   임소희, 함미영: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한 성인간호학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

향에 미치는 영향

· 황선아: 대학생의 자기통제, 외로움 및 스마트폰 중독

·   김미영, 강은희: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

는 영향

· 차지은, 송영숙, 한근혜: 혈액투석환자의 긍정정서와 자기관리행위: 종단적자료분석

· 양남영, 김진학, 송민선: 요양보호사 경력에 따른 직무별 시행빈도와 전문성 인식

· 김연하: 간호학생의 인성,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 이선주, 김희경: 암환자의 불확실성, 우울, 사회적 지지가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

·   Soon Joo Park, Ju Hui Yoon:  Effects of Illness severity and Disability o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 Living in Patients

·   Yun, Kyung soon, Cho, Sook Hee: Correlation of Self-efficacy, Grit, Symptom 

Clusters and Self-care Agency in Brain tumor Patients

·   Jiyoung Noh, Hyun Soo, Chung, Hye Jung Lee, Mi Gang Kim: Enhancing 

emergency nursing competencies through technology enhanced learning with 

flipped classroom

· 엄미란, 최나래, 박수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신체증상

·   Seng Hee Yu. Jeong Hee Kang, Hyeon Ok Kim, Hye Young Kim, Hee Sun 

Kim: Effects of a Medication Adherence Promo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Patients under Adjuvant Hormon

·   고은, 김현경, 안희주, 양동준, 이다희, 장애란, 차현수, 김민형: 재가노인의 수분섭취에 대한 

지식 및 수분섭취 실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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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 Jin Yi, Ha Young Ok, Park, Young Mi, Choi, Dug Ja: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Sleep in Korean Adults: Differences by Age Group

· 엄미란: 폭력을 경험한 응급실 간호사의 폭력반응과 소진

· 류기욱: 심규원, 양용숙, 최모나: 성인 모야모야 환자의 질병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임경희, 이남희: 혈액투석 환자의 고인산혈증 영향요인

· 장미영, 남선자: 이주노동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건강행위

· 임경희, 권금순: 혈액투석 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 오효숙, 장미영: 간호학생의 섬망지식, 섬망간호 수행 자신감이 섬망간호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

·   고은, 박소정, 박한솔, 송나운, 윤소연, 이슬기, 주혜민, 박세미: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불

안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   Kyunghwa Lee, Hynn Joo Lee, Eui Geum Oh, Ji Sun Nam: Symptom Experience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Women with Hyperthyroidism

·   고은, 김민휘, 김보민, 이지민, 정현진, 조혜주, 김도형: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간호전문

직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 이순희, 오정현: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이 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

부록

2018년 12월 7일 동계학술대회

■ 주제: 간호연구 혁신 전략: 오늘의 이슈와 미래의 도전

■ 연사

· 이혜숙(한국여성과총 젠더혁신연구센터): 젠더관점을 도입한 연구 방향

· 박현주(인하대학교,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장): 연구 성과의 질 향상

· 김현성(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Real World Data를 활용한 임상연구 접근

· 손연정(중앙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출판윤리와 KJAN 성공적 게재 전략

· 정승은(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국가고시 문항분석과 개발 전략

■ 간호연구 역량강화 session

· 박주영(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자를 위한 연구비 수혜전략

· 서은영(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자 연구비 수혜사례Ⅰ

· 김수현(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자 연구비 수혜사례 Ⅱ

· 신미경(교려대학원 간호대학 연구교수): 학생연구자를 위한 연구비 수혜전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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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연구자 연구비 수혜 사례 Ⅰ

· 이가영(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연구자 연구비 수혜 사례 Ⅱ

■ 논문발표

1) 연구지원사업 선정작 발표

· 정미정: 뇌종양 환자 가족 적응 예측 모형 -가족탁련모델을 중심으로-

· 이경화: 유전성 암 고위험 대상자의 암 예방 행위 과정

2) 포스터 발표

·   김해란, 임병내, 조민식, 공해인, 최선주: Oral Health Status and Behavior among 

Depression in Korea Using Nationwide Survey

· 최한교, 염혜아: 노인 암환자의 자아통합감 회복 경험: 근거이론 접근

·   박영례, 윤수은, 김민수, 김소라, 김은희, 전상은: Subjective somatic symptoms, self-

esteem, spiritual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in adults.

·   강현욱, 김나현, 박주연, 홍현정: 지역사회거주 기립성 저혈압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   송미라, 단소영, 유안나, 전경옥: 낙상위험평가도구 MFS(Morse Fall Scale)을 사용하는 상

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낙상위험 예측요인

·   김성렬, 박옥례, 김지영, 김혜영: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극복력, 공감피로, 소진, 공감만족 및 

직무만족

·   최유현, 김수현, 오수현, 서화숙: 유방암 환자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 관련

요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유재용, 박시온, 송회연, 유혜빈: Clinical nurse’s beliefs, knowledge, implementation 

and organizational readiness regarding evidence-based practice culture

·   윤소영, 최자윤: 급성악화 발생 빈도에 따른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일반적, 질병 및 입원특성 

비교

·   윤소영, 최자윤: A comparative study on learning outcomes according to the 

integration sequences of S-PBL in nursing students: Randomized crossover 

design.

· 이민주, 하수진: 병원 간소하의 안전간호활동 영향요인

· 정승은: 간호학생의 반성적 성찰: 성인간호학 실습 중심으로 

· 이선희, 정복례: 한국어판 환자존엄측정도구의 타당도 와 신뢰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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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영, 김윤희, 박서정: The Factors Affecting Burnout in Small Medium Sized 

Hospital Nurses

·   조영문, 전민경, 정수진: 임상실습전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성적자율성, 자아존중감이 생명의

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 조혜영, 강경아, 박성희: 간호대학생의 재난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한수정, 김혜원: 병원간호사의 소명의식, 전문직관과 직무만족

·   김지영, 류세나, 고성희, 김성렬: 자기관리 프로그램이 정신질환자의 회복, 삶의 질, 희망 및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효과

· 이순희, 이혜영: 타이치 운동이 독거노인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 오윤희, 황선영: 심방세동 환자의 자가관리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중재의 효과

·   최은진: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 Visualization Tendency, and 

Problem-solving Process among Nursing Students

·   고은, 김혜영, 김광숙, 김랑순: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와의 

불안이 피로에 미치는 영향

· 고은, 최명이, 소향숙: 병원간호사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 서경산: 대학생의 신체활동 변화 단계에 따른 건강생활 습관 행위 정도

· 양남영, 송민선, 유용권: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노인들의 만족도와 노화불안

· 엄미란: 핵심기본간호술 동영상 촬영 후 자가 평가의 효과

· 조진영, 박재현, 이세영, 이상만: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에 미치는 영향요인

· 전재희, 이은희, 김은주: 간호사의 전문직 자부심 도구개발 예비 조사

· 엄미란: 심혈관계 사정에서의 Blended Simulation 교육의 효과

· 박은정, 소향숙: 일개 대학병원 임상간호사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박정민, 김미혜: 임상간호사가 지각하는 소명의식, 자기효능감, 직장 내괴롭힘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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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4일 춘계학술대회

■ 주제: 성인간호, 임상과 교육의 간극을 넘어

■ 연사

· 김필자(세브란스병원 간호교육팀): 활동과 휴식간호의 현재1: 순환기계

· 이희옥(삼성서울병원 중증치료간호팀): 활동과 휴식간호의 현재2: 호흡기계

· 김정희(서울아산병원 외과간호 1팀): 인지와 지각간호의 현재: 신경계

· 권희경(서울대학교 소화기내과): 영양과 배설간호의 현재: 소화기계

· 이미영(서울아상병원 외과간호 2팀): 활동과 휴식간호의 현재3: 근골격계

■ 논문발표

·   최소영, 서주영: A global snapshot of simulation-based learning in nursing 

education

·   조영문, 장진주, 장승익: A Study on the Socio-Psycholgical factors influencing on 

the successful Aaging of the Elderly

· 전상은, 이남경: 외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대장암 환자의 수면의 질 영향 요인

·   박금주, 박재현, 김소연, 남윤지, 양민지, 이윤미,조정민: The effectiveness of auricular 

acupressure therapy on relieving the symptoms of constipation on the nursing 

students

·   전재희, 황선아: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ging 

Medical Treatment for Medical Students and Nursing Students

·   양용숙, 류기욱, 최모나: Completion Rate and Associated Factors of Ecological 

Mementary Assessment for Mood and Stress in Adult Patients with Moyamoya 

disease

·   오지현: Compliance with health Behavior in Patients Diagnosed with Myocardial 

Infarction

·   오지현: Factors Affecting Health Promoting lifestyle Among Older Women with 

Chronic Diseases

·   서경산, 김한나: Oral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the community-dwelling 

elderly: A systematic review

· 조규영: Th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   정은하, 한수정: 가정전문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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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진, 이신범, 장채은, 최진국, 황혜진: 간호대학생의 역경지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스트

레스가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 박소영, 조옥희: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 영향요인

· 박용경, 박현숙: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강의 질,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만족도 

· 한수정, 정미희: 간호사의 심리적 웰빙과 조직몰입

· 윤영숙: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활용한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의 효과

· 조옥희, 임종미: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척추관절외 증상과 피로의 관계

·  윤소영, 최자윤: 만성폐쇄성질환 환자의 자가감시 및 실행중재 항목개발

· 이선희: 소규모 물류유통업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자각증상, 피로와 직무스트레스 관련성

· 류기욱, 양용숙, 최모나: 순간 스트레스 측정 도구(TICS)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   이선영, 이지현: 종합병원 신규간호사의 현실충격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전문직관

과 보상공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영희, 지은주: 여성노인의 건강정보 이용형태에 따른 건강 관심도, 건강정보지향 및 건강행위

· 장미영, 이종순: 요양병원 간호사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이난영, 김희경: 중년여성의 지각된 건강상태, 우울, 사회적 지지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

·   박순주: The relationship among the marital periods, sexual attitude, and marital 

intimacy in the elderly woman with a spouse

· 김지현: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간호이행의 영향요인

·   조영문, 장민주, 장민지: Mediating Effect of Ego-integrity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 and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

· 양남영, 송민선, 김진학: 장기요양시설종사자의 직무분석과 교육 요구도

· 정승은: 질적간호연구 동향분석: 성인간호학회지(2013~2018년) 중심으로

· 이순희, 김숙영: 일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역량과 간호역량과의 관계

· 한영화, 김혜양: 요양병원 간호관련 종사자들의 낙상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 문미영, 김미연: 병원조직 윤리풍토화 간호전문직관이 환자 안전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

·   이지아, 이승영: A Structural Model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Middle Aged 

Women in Using smartphone

·   박영례, 김승원, 강아론, 김은진, 문수지, 박현주, 이민정, 임미진: 성인의 우울증상군에 따른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 김연하: 대학생의 자궁경부암과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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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5일 추계학술대회

■ 주제: 혁신적 교육과 연구 동향

■ 연사

· 박정철: 문샷 씽킹으로 뒤집는 간호교육 1

· 박정철: 문샷 씽킹으로 뒤집는 간호교육 2

· 김수현: 다학제 연구의 성공적 전략

· 박정옥: 다학제 연구의 실제: 수액속도 모니터링 장치 개발 연구

■ 논문발표

1) 연구 지원사업 선정작 발표

· 박병준: 운전직 근로자의 복부비만 관리를 위한 DEDE 프로그램 개발

· 김정현: 신규간호사의 실무준비도 측정도구 개발

2) 포스터 발표

·   이인실: Health care seeking behavior of Korean women with myocardial 

infarction: grounded theory

· 송민선, 양남영: 지역사회 노인의 변비와 스트레스 및 영양상태

· 양남영, 이혜란: 요양병원 간호사의 장루관리에 관한 지식과 수행자신감

·   Seung-Woo Lee, Sang-Jun Woo, Eun-A Kim: Comparison of prognosis 

between Adult and Elderly Patients with Traumatic Acute Subdural Hematoma: 

Retrospective survey research

·   정희자: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turnover intentions among Korean 

nurses during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outbreak

·   eong-Suk Kim, Mi-young Chae: The Effects of QR code Nursing Classes 

on Nursing Students' Learning Attitude,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Satisfaction

· 김지영, 신나연, 이경미: 관상동맥질환자 임파워먼트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   Hanna Jung, Yu Jin Jung, Young Eun Lee: Influence of self-efficacy, parenting 

stress and organizational culture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life of married 

nurses

·   Hanna Jung, Youngsuk Kim: Influence of depression,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promoting lifestyle and social support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migrant worker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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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민, 오현수: 욕창 단계별 치유 기간 및 욕창 치유의 영향요인에 대한 전향적 연구

·   Soo Jin Lee, Sang Jun Woo, Eun A Kim:  Factors Influencing the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s: Emotional 

Labor, Role Conflict, Reciprocity

· 이순희: 성인간호학회지(2009-2018)에 게재된 보완대체요법 연구 동향 분석

· 권미형: 50대 남성의 심리적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김희영, 이난영: 방문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의 자기효능감, 지혜와 직무역량

· 김연하: 중장년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액션 체크리스트 개발

· 류수지, 신현숙: 중환자 간호를 위한 임상판단능력 증진 시뮬레이션 교육 개발 및 평가

·   강숙, 박경혜:  요양병원에서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비말감염 관련 특성 및 기침예절 지식의 

비교

· Hae Yong Min: The Health Assessment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   Park, Yunhee: Barriers of practice of fall prevention behaviors in nurses and 

nurse assistants working at geriatiric hospitals

· 정승은: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현상학적 질적 연구 고찰

· 이혜란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도에 관한 연구

·   Kang-Kinoh, Lee Jae Woon: The Mediating Effect of Adaptive Flexi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 엄미란, 최희정: 응급산호실습에서의 마인드맵을 활용한 간호실습교육프로그램의 효과

· 엄미란, 양현미: 종합병원 간호사의 다제내성균 감염환자에 대한 감염관리 지식 및 수행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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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7일 동계학술대회

■ 주제: 코로나 시대의 성인간호학 교육현황과 운영전략

■ 연사

· 신종호(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코로나 시대 교육생태계의 변화

· 노영숙(중앙대학교 간호대학): 성인간호학 교육에서 Vsim 활용 시뮬레이션 전략

■ 심포지움: 코로나 시대 임상실습 운영현황

· 임경희(계명대학교 간호대학): 대구/경북/강원 지부 임상실습운영현황

· 황선경(부산대학교 간호대학): 부산/울산/경남 지부 임상실습운영현황

· 김기숙(중앙대학교 간호대학): 서울지부 임상실습 운영현황

· 양진주(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광주/전라/제주 지부 임상실습 운영현황

2020년 8월 21일 하계학술대회

■ 주제: 다학제적 협력기반 대상자 중심 간호의 전망

■ 연사

·   허대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 연구사업단장):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

적화 현황과 다학제적 협력

·   이지연(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대상자 중심간호1: 개념적 고찰 및 간호학 연구에의 적용과 

전망

· 장연수(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대상자 중심간호2: 임상간호실무에서의 적용사례와 전망

· 박명화(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대상자 중심간호3: 간호교육과 리더십

■ 특별세션 :간호학 연구의 A to Z

· 강효영: 임상현장의 직접 경험과 관찰을 연구로 잇기

· 이현정: 학위논문작성부터 해외 학술대회 발표까지

· 류소임: 알아두면 쓸모 있을수도 있는 신입 대학원생연구를 위한 작은 팁

· 임수연: 논문을 작성하며 느꼈던 세가지

· 오부영: 함께 나누고 싶은 간호연구의 두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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