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인간호학회
2020년 10월 뉴스레터

I. 학회 및 회원 소식
1. 제2차 한국성인간호학회 상임이사회 개최
2020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는 코로나-19 관계로 Remote Meeting을 활용하여 실시간 온라인 화상
회의로 개최되었다. 2020년 4월 17일 (금) 16:00-18:30에 개최되었고, 온라인 화상회의의 형태로 상
임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2. 제3차 한국성인간호학회 상임이사회 개최
제2차 상임이사회에 이어 제3차 상임이사회도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2020년 6월 19일 온라
인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3. 제4차 한국성인간호학회 상임이사회 개최

제4차 상임이사회는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8월 21일 (금)에 개최되었다.

4. 한국성인간호학회 전체이사회 개최
본 학회의 전체이사회가 2020 년 8 월 21 일(금), 11:00~12:00 에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최되었다.

II. 학술행사 및 연구 활동
1. 한국성인간호학회 2020년 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학술대회가 2020년에는 COVID-19의 여파로 하계에 개최되었다.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8월 21일(금)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webinar로 진행되었으
며 학술대회의 주제는 ‘다학제적 협력 기반 대상자중심 간호의 전망 (Future Direction in PersonCentered Nursing with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이었다. 1부 주제 강연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허대석 교수(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 연구사업단장)가 ‘환자 중심 의료 기술 최적화 현황과
다학제적 협력’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어서 대상자 중심간호에 대한 주제강연에는 연세대학교 간
호대학 이지연 교수가 ‘개념적 고찰 및 간호학연구에의 적용과 전망’,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장연수
교수가 ‘임상간호실무에서의 적용사례와 전망’,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박명화 교수가 ‘간호교육과 리
더십’ 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2부 특별세션에서는 대학원생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간호학 연구의

A to Z”라는 주제로 강효영(강원대학교 박사과정생), 이현정(고려대학교 박사수료생), 류소임 (서울대
학교 박사수료생), 임수현 (전남대학교 석사수료생), 오부영 (중앙대학교 석사과정생)의 발표가 있었
다. 총 200명이 참석하여 대상자 중심간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학원생들의 간호학연구에 대
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2. 우수연구지원사업 공고
성인간호학 영역에서의 간호학적 기여도가 높은 학위논문을 지원하고자 매년 우수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지원을 받고 있다.

1) 지원 대상: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진행 중인 한국성인간호학회 정회원
2) 지원 영역: 논문의 목적 및 기대효과가 성인간호학 영역에서의 간호학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
3) 지원금: 각 과제당 1,000,000원 지원 (총 2과제)
4) 결과 발표: 최종 대상자 개별 이메일로 통보 및 학회 홈페이지 공지
5)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연구계획서 1부,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제출기간 : 2020년 10월 31일(토) 18:00 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e-mail : hanipyh@snu.ac.kr (학술위원회)】

III. 교육활동
1. 2020 년도 간호사 국가시험

문항 개발 워크숍 개최

2020 년도 간호사국가시험 문항개발워크숍 '선택형 문항개발 및 문항 평가법에 대한 기초과정'이
국시원과 공동으로 7 월 3 일(금) 10:00-17:00 에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총 27 명이 참가하였다.

IV. 홍보 및 출판 활동
1. 한국성인간호학회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20년 학술지 발간 지원사업 선정
2020 년도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지 발간 지원사업에 한국성인간호학회지가 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2. 2019 년 SCOPUS 인용지수 상승
성인간호학회지의 2019년 SCOPUS가 0.7으로, 2017년 0.3, 2018년 0.4에 비해 지수가 대폭 상승되
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