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보고사항
1 차 이사회 : 2012년 2월 10일
1. 국가시험 7개 영역 학습목표 개정을 위한 워크숍 참가 (2012.2.1~2.2)
2. 2012-13 한국간호과학회 상임 위원회 위원 추천: 김분한 회장
3. 2012-13 한국간호과학회 JKAN 편집위원회 위원 추천: 조계하 교수, 이동숙 교수
4. 2012-13 한국간호과학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안수연 교수
5. 과총 총회(2012년 2월 28일) 참석을 위한 학회 대표 대의원 추천: 김정아 총무이사, 전혜원 회계이사,
권수영 간사 참석

6. 과총 학술 진흥팀의 “이공계 출신 인상의 국정/의정 참여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 참여 결정
7. 2011년도 학술지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제출
8. 춘계 학술대회 준비
9. 국가 고시 학습목표 개정 작업
- TFT를 활용하여 학습목표 개정을 위한 정책 연구프로젝트 진행
10. 성인간호학회 발전방안 토의
-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extended abstract 확보 및 정식 supplement 본의 출판 여부
- 발간횟수 증가 여부
- 외국 유명학술지 출판회사와의 공조가능성 여부
11. 과학학술지 편집인 협회 성인간호학회 단독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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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이사회 : 2012년 4월 21일
1. 성인간호학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토의
- 간호협회 보수교육 인정 신청: 4평점
- 주제: 간호교육 인증평가 및 국가고시와 관련된 성인간호 교육과 실무의 융합
- 장소: 한양대학교 HIT 관
2. 2012년도 간호사 국가시험 문항정리위원 추천 : 김애리 교수(성신여대)
3. KOFST(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총)
- 2011년도 학술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정기총회 참석(2012. 2. 28) : 김정아 총무이사, 전혜원 회계이사, 권수영 총무간사 참석
- 2012년도 학술활동 지원사업(학술지 및 학술대회) 신청
4. 회원 관리
- 간호과학회 집계 학회지 구독회원 명단과 성인간호학회지 발송대상 회원명단 확인 작업

3 차 이사회 : 2012년 6월 1일
1.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내학술논문 DOI 부여 및 CrossRef 기탁 사업 승인
- 성인간호학회지 2012년 4월호부터 DOI 번호 붙여 출판됨
2. KOFST(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총) 2012년도 학술지 지원 사업 승인
- 6천만원 지원 받음
3.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개정 TF 모임
1) 5월 14일 오후 4시 한양대 HIT 513-1호
2) 참석자 : 김분한, 서연옥, 조경숙, 김정아, 권영은, 신성례, 이지아
4. 2012년 성인간호학회 춘계학술대회
- 간호협회 보수교육 인정
- 홍보 및 진행 세부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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