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성인간호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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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년 성인간호학회 동계 학술대회가 2012년 11월 30
일(금)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성인간호학회 김분한 학회장님(한양대학교)의 개회사 및 한
국 간호과학회 김남초 회장님(가톨릭대학교)의 축사로 동계
학술대회를 시작하였다.
다. 이번 동계학술대회의 주제는 '성인간호학 학습성과 작성
및 학습목표 개정안‘이었고, 2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에 개최되었다.
유영만교수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 의 ‘ 교육과 성과의 이
해’, 이은화교수(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교육학의 학습성
과와 작성법‘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황선영 교수(한양대 간
호학과)의 ‘성인간호학회 학습성과 작성사례’와 정영선 팀장

(서울아산병원), 권영은 교수(청운대학교 간호학과)의 ‘성인
간호학 학습목표제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23편의 연구가 포스터로 발표되었
고, 이중 ‘성격특성, 감성지능, 내부마케팅, 서비스경영이 병
원외래 간호인력의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간호사
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김보견 외, 회원경희대학교)와
‘임상간호현장에서 프리셉터가 인지하는 교육행위와 관련요
인’ (박지원 외, 아주대학교)이 학술대회 포스터상을 수상하
였다. 또한 2012년 우수연구 선발 및 지원사업 대상자인 노
인의 well-being 모형(권미형 회원)과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삶의 질 구조모형(이정림 회원)에게 연구지원금 100만원이
전달되었다.
학술대회에 이어 진행된 2012년 정기총회는 전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회무보고, 2012년 사업결산보고, 2013년 사업계
획 및 예산(안)보고 토의안건 순으로 이루어졌고, 김분한 회
장님의 폐회사로 2012년 성인간호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
기총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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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된 연구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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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성명

1

혈압을 동반한 당뇨환자에서 우울정도에 따른 약물복용 순응도

김춘자, 김문선

2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송영숙, 최은영

3

갑상선절제술을 받은 가임 여성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4

유방암 생존자의 심리사회적 적응 영향요인

5

국제결혼 한국인 남성의 스트레스와 자존감 및 무력감에 관한 연구

6

수술실 간호사의 폭력경험과 스트레스 및 이직의도

노연호, 유양숙

7

경혈지압이 시설 노인의 변비완화에 미치는 효과

김미영, 강은희

8

낙상예방을 위한 요양시설 간호사의 낙상지식, 낙상태도 및 낙상예방 자기효능감

9

상지마사지가 노인의 수면과 기분상태 및 경동맥혈류에 미치는 효과

엄동춘, 남미정

10

퇴행성관절염 여성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예측요인: 보완대체요법 사용유무에 따른 차이

이명숙, 임현자

11

지역사회 당뇨노인의 삶의 질 관련요인

김영재, 서남숙

12

성격특성, 감성지능, 내부마케팅, 서비스경영이 병원외래 간호인력의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김보견, 이지아

13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

박영례, 한용희

14

임상간호현장에서 프리셉터가 인지하는 교육행위와 관련요인

박지원, 김춘자, 서은지

15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한국간호교육 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

박인희, 김정희, 신수진

16

시뮬레이션 실습이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홍정민

17

성인 시뮬레이션 실습을 겸한 단기 어학연수 경험

18

여대생의 스트레스, 분노표현양식, 대처전략 간의 관계

19

일 지역 여대생의 자궁경부암,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예방 접종 지식에 관한 연구

20

일개 대학교 학생들의 사전 및 사후 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21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

한수정

22

The Factors that Affect Health Promotion Practice of Fire Officer

Ja-Sook Kim, In-Sook Kim, Ja-Ok
Kim, Sung-Ju Kang, A-Yong Park

23

Patterns of Weight Control among Male College Students on Healthy Diet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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