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성인간호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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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년 성인간호학회 춘계학술대회가 2012년 6월 15일(금)
한양대학교 HIT 관에서 “간호교육인증평가 및 국가고시와

관련된 성인간호교육과 실무의 융합”을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되
었다.
김분한 성인간호학회 회장님의 개회사와 권오경 한양대 부총
장님의 축사, 김남초 한국간호과학회 회장님의 격려사 및 내빈
소개로 시작하여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국가시험 개정을 위한 교육과 실무를 융합하는 효
과적인 접근방법의 소개와 의사국가시험 및 의과대학 인증평가
에서의 경험과 미래의 간호사 국가시험의 평가전략 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한양대 의대 박훈기 교수의 ‘교육과 실무의 융합: 보건
의료계 국가시험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 발표가 있었고, ‘성인간
호의 교육과 실무’를 주제로 계명대 박정숙 교수가 성인간호학의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간호대학생의 핵
심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순천향
대 서연옥 교수가 ‘성인간호학 국가시험 학습 목표 개정의 방향’
에 대해 발표하였다.

2부에서는 3개 강의실에서 ‘연구의 질향상’, ‘간호사 교육동향’,
‘실무지침현황’ 에 대해 총 9명의 연자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3부
에서는 회원들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 춘계학술
대회에는 12 편의 구연발표와 29편의 포스터가 발표되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분야 국가시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성인
간호교육과 실무분야간 협력전략을 주제로 김분한 회장님의 발표
와 구연 2편(전신마취하의 개복술 환자에 대한 수술 중 저체온 예
측 요인/윤혜상, 영적중재의 신체, 심리, 영적인 효과크기에 대한
메타분석 / 오복자 ) 과 , 포스터에서 2 편 (Nurses ’ views,

understanding, and decision making on open and closed
endotracheal suctioning systems using a mixed study method
approach/안정원, 개심술 후 급성신부전 발생 예측요인/박정숙)
의 우수 초록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김분한 회장님의 폐회사로
춘계학술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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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2012년 성인간호학회 춘계학술대회:
간호사 국가시험과 관련된 성인간호 교육과 실무의 융합
9:00~ 9:30

등 록 / 포스터 부착

HIT Hall

Room 1

Room 2

사 회 : 이지아(경희대)

9:30~ 9:35

개회사 : 김분한 회장(한양대)

9:35~ 9:40

축 사 : 임덕호 총장(한양대)

9:40~11:00

교육과 실무의 융합:
보건의료계 국가시험의 나아갈 방향(80분)
박훈기 (한양대: 의사실기시험 및 인증평가 자문위원)

11:00~11:10

휴 식 / poster session

11:10~11:50

성인간호의 교육과 실무(40분)
박정숙(계명대)

성인간호학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

11:50~12:30

성인간호학 국가시험학습목표개정의 방향(40분)
서연옥(순천향대: 학습목표 개정 TFT 팀장)

성인간호학 학습목표개정안 및 각 대학과 병원의 입장제시

12:30~13:30

점 심 / poster session

연구논문의 질향상:
연구비신청을 위한 연구계획서 작성법 소개
좌장:서은영(서울대)
윤리적 고려(30분)
13:30~14:00 황은성 서울시립대 과편협 출판윤리위원회 위원장
(
:
)

14:00~14:30

14:30~15:00

연구계획서작성전략(30분)

간호사교육동향:
간호사의 세대변화를 반영한 효과적인 교육법 소개
좌장:오경미(건대병원)
신규간호사교육변화(30분)

조용애(삼성서울병원: 교육팀장)

간호실무역량교육변화(30분)

실무지침현황:
임상현장에서 이슈화되는 현안을 정리
좌장:김세라(아산병원)
감염관리전략(30분)

정선영(이대목동병원: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

낙상위험사정(30분)

송라윤(충남대: KJAN출판위원장 역임)

김창경(신촌세브란스병원: 교육팀장)

김광일(분당서울대병원 노인내과)

연구도구선택과 활용(30분)

간호사 의료사고의 예방과 대책(30분)
김경례(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정태명(성균관대: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

이은현(아주대: ANR 출판위원장 역임)

15:00~15:10

개인정보보호(30분)

휴 식 / poster session

회원연구발표

회원연구발표

회원연구발표

좌장:정덕유(이화여대)

좌장:김진경(강릉영동대)

좌장:김남은(강동경희병원)

15:10~15:25

구두발표1(15분)

구두발표1(15분)

구두발표1(15분)

15:25~15:40

구두발표2(15분)

구두발표2(15분)

구두발표2(15분)

15:40~15:55

구두발표3(15분)

구두발표3(15분)

구두발표3(15분)

15:55~16:10

구두발표4(15분)

구두발표4(15분)

구두발표4(15분)

16:10~17:00

보건의료분야 국가시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성인간호교육과 실무분야간 협력전략(50분)
김분한(한양대: 성인간호학회 회장)

17:0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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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발표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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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시상자 명단)
논문 제목

소속

성명

건양대학교

한수정

성신여자대학교

이애영

1

팀 기반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2

디브리핑 인식유형에 대한 주관성 연구

3

흡연 고등학생을 위한 금연동기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삼육대학교

신성례

4

국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감염관리간호사의 업무실태와 스트레스, 역할갈등 및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허선

5

The Effects of Uncoated Paper on Skin Moisture and Transepidermal Water Loss in
Bed-ridden Patients

창원대학교

신용순

6

매개모델을 이용한 유방암 환자의 증상클러스터 검증

동양대학교

김경덕

7

전신마취하의 개복술 환자에 대한 수술 중 저체온 예측 요인

가천대학교

윤혜상

8

조기위암 수술환자의 수술 후 사회활동 복귀에 대한 경험

한양대학교

허성순

9

영적중재의 신체, 심리, 영적인 효과크기에 대한 메타분석

삼육대학교

오복자

10

암환자의 불안 완화를 위한 간호중재 효과: 메타분석

가톨릭대학교

김효정

11

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대처

한양대학교

이미영

12

독거노인돌보미의 고독사에 관한 주관성 연구

청운대학교

권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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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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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시상자 명단)
논문 제목

소속

성명

순천제일대학교

정은영

P1

해수를 이용한 비강세척요법이 알레르기성 비염환자의 콧물, 재채기, 코 막힘에 미치는 효과

P2

체위변경이 간동맥 화학색전술 환자의 요통, 불편감, 출혈합병증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민혜숙

P3

Nurses’ views, understanding, and decision making on open and closed endotracheal
suctioning systems using a mixed study method approach

서울대학교

안정원

P4

정맥관 감염예방 근거중심 가이드라인의 권고강도별 간호사의 지식 및 수행정도

동신대학교

김윤희

P5

개심술 후 급성신부전 발생 예측요인

계명대학교

박정숙

P6

중장년층의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요인 분석

순천향대학교

서연옥

P7

혈액투석 환자의 우울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청주대학교

김철규

P8

Stress and Coping Methods of Breast Cancer Patients and Their Spouses

제주대학교

조옥희

P9

외래 항암화학요법 환자의 피로 관련요인

동신대학교

서남숙

P10

아로마요법이 수술환자의 통증, 불안 및 수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김주성

P11

요양병원 입원 노인의 가려움증 완화를 위한 아로마 요법의 효과

조선대학교

노소영

P12

The relationship between symptom experience, ageist beliefs about symptom
management, and self-efficacy in older women

동국대학교

염현이

P13

노인 우울에 따른 특성분노와 분노표현양식

원광대학교

강지숙

P14

노인의 우울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의 지식과 태도

순천제일대학교

정은영

P15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돌봄 부담감, 직무만족도와 돌봄 중요도 간의 관계

한림대학교

김춘길

P16

Development of an Evidence-Based Fall Prevention Protocol for Older Adults Dwell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이화여자대학교

정덕유

P17

호스피스병동 간호사의 윤리적 문제 경험

보바스기념병원

심영남

P18

병원간호사의 공감피로, 공감만족 및 소진과의 관련성

경북과학대학

서영숙

P19

A Study on Fatigue, Stress and Burnout of Pregnancy Nurses

전남대학교

김자숙

P20

결혼이주여성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서남대학교

김은영

P21

성인간호학 현장실습교육에서 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교수효율성

아주대학교

김춘자

P22

팀 프로젝트 학습이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팀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가톨릭대학교

김건희

P23

간호학생의 팀기반 시뮬레이션 학습경험

호남대학교

김해란

P24

Effect of Balance Taping Therapy on Neck Pain in High School Students

경희대학교

이지아

P25

간호학생의 헌혈 경험과 헌혈에 대한 태도,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호남대학교

김해란

P26

Study on Experiences of Lifestyles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with High Body Fat
Distribution

부경대학교

김정수

P27

전이성 척추종양 환자의 퇴원 후 삶

한양대학교

김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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