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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여름의 초입에 있습니다.

2012년 하계 학술대회를 지역사회간호학 연합학술대회로 개최하게 되어서, 그리고 학자, 연구자로서 간호계의
존경을 받아오신 김혜숙(Hesook Suzie Kim)박사님을 모실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쁩니다.

요즈음 간호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과 연구의 주축은 연구를 통한 근거기반 지식의 개발과 실무적용, 표
준화 시뮬레이션교육의 개발과 성과, 성과기반 교육방법의 개발과 평가 등입니다. 연구와 이론 및 임상교육이
방법론상의 접점을 찾아 통합을 이루려는 발전적인 시도라고 봅니다.

지역사회 간호학계는 지역사회간호 지식체의 원형을 심도있게 탐구한 이후 실무적용의 방법론을 논의해야 한다
고 보고, 본 학술대회에서“간호철학을 토대로 한 지역사회 간호실무 개발” 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사회간호학 관련 7개 학회와 1개 연구회가 연합하여 개최한다는 점 자체의 의의와 더불어
지식체 개발과 적용의 논리적 사고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간호학 도약의 단초를 만들었
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지역사회간호 연합학술대회에 참여하시어 학술 축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한국가정간호학회, 한국농촌간호학회, 다문화건강간호학회,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한국보건간호학회, 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학교보건교육연구회

지역사회간호학회장

이인숙

프로그램
2012년 지역사회간호 연합학술대회 프로그램

일 시 l 2012년 6월 26일(화)
장 소 l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층강당

09:30~10:00

등록

사회｜전경자(지역사회간호학회 학술이사)

10:00~10:10

개회 및 인사말
격려사

이인숙(지역사회간호학회 회장)
김남초(한국간호과학회 회장)

주제 :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e

10:10~11:30

초청강연 1.
The Nature of Nursing Knowledge to Advance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e

11:30~12:00

질의 응답

12:00~13:00

중식 및 포스터 발표

13:00~14:30

초청강연 2.
Nursing Knowledg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in Advancing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e

14:30~14:40

질의 응답

14:40~14:50

우수포스터 발표 및 시상

15:00~17:30

학회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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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ook Suzie Kim(Professor Emerita)

· 지역사회간호학회
· 다문화건강학회, 한국가정간호학회,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공동주최
· 학교보건교육연구회
· 한국농촌간호학회
· 한국보건간호학회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지역사회간호학회

장소 l 105호

논문발표
15:00-15;30

좌장 l 양숙자 교수(지역사회간호학회 교육이사)
3개국의 학교 신종인플루엔자 관리전략 비교

이정열(연세대 간호대) 이성은(관동대 간호학과) 시노부사쿠라이(일본 준텐도대 간호대학)
류시아왕(대만 카오슝의대학교 간호대학) 김수희(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권석현(연세대학교 간호대학)
15:30-16:00

사회적 지지가 재가급여 노인 수급자 가족원 부담감에 미치는 효과

오미혜(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경민(계명대학교 간호대학)
16:00-16:30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이 농촌여성의 건강증진에 미치는 효과

이현순(금산군 보건소)
16:30-17:00

협동학습이 일부 초등학생의 성교육에 미치는 효과

류정은(서울신길초등학교), 김현숙(신흥대학교), 김윤신(한양대학교)

다문화건강학회·한국가정간호학회·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공동 프로그램
15:00-15:50

Part 1

좌장 l 전미순(다문화건강학회 총무이사)

다문화 사회의 건강문제와 현황(이주근로자, 결혼이민자)

백선숙(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인력의 이직의도 관련요인

16:50-16:40

16:40-17:30

장소 l 대강당

최영애(청암대학교 간호과)
박인혜(전남대학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 및

박성희

영유아 양육 지식과 교육요구도

(백석문화대학교 외래교수)

Part 2

좌장 l 양남영(한국가정간호학회 출판이사)

재가 비암환자의 생의 말기 단계별 신체적, 영적 간호요구도

이종은·김순례(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간호사의 다문화 가정인식과 문화적 역량에 관한 연구

이은경(중앙대학교병원 QI팀)

Part 3

좌장 l 박영임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학술이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이해

송미숙(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가정전문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적

최성미(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대학원생)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이미경(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교수)

학교보건연구회

장소 l 209호
개회 및 인사말

한미란 회장

15:10-15:30

보건교사의 역량모형개발

박경선(인천고잔고)

15:30-15:50

서울시 1개 특성화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실태분석

권은하(동구마케팅고)

16:00-16:20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의 현황

한미란(이화여고)

16:20-16:40

학교성교육의 필요성 및 성교육의 실제1

이재영(중동고)

16:40-17:00

성교육의 실제2

정미영(한성여중)

17:00-17:30

전체 토론

15:00-15:10

Ⅰ. 논문발표

Ⅱ. 주제발표 및 토론

한국농촌간호학회

장소 l 110호
사회｜이지윤 홍보이사

15:00-15:10

개회 및 인사말

김춘미 회장(선문대학교 교수)

15:10-16:00

주제강연 : 농촌간호 역량강화를 위한 동기강화면담

강경자(배재대학교 교수)

16:00-16:20

논문발표 1 : 농촌거주 노인의 우울예측모형 구축

김성은(우석대학교 교수)

16:20-16:40

논문발표 2 : 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일부 농촌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 효과

김영옥(소사보건진료소 소장)

16:40-17:00

종합토의 및 폐회

한국보건간호학회

장소 l 104호
사회｜한영란 학술이사

15:00-15:20

개회 및 인사말

함옥경 회장

15:20-16:20

Health Plan 2020의 틀 및 추진계획

박순우 교수(대구 가톨릭 의대)

16:20-17:20

포괄보조금제의 의미와 발전방향

오은환 교수(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17:20-17:50

종합토의 및 평가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장소 l 207호
주제 : 임상간호사의 직업성질환 코호트 구축

사회 ㅣ 이복임 총무이사

15:00-15:10

개회 및 인사말

정혜선 회장

15:10-15:30

주제발표 1 : 임상간호사의 건강문제

김숙영 교수(을지대학교 간호대학)

15:30-16:00

주제발표 2 : 직업성질환 코호트 구축 연구

정혜선 교수(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16:00-16:15

논문발표 1

16:15-16:30

논문발표 2

16:30-17:00

종합토의

등록안내
▶ 등록비
분류

사전등록

당일등록

일반

50,000원

60,000원

대학원생

40,000원

40,000원

▶ 사전등록마감일: 2012년 06년 22일(금)까지
· 입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지역사회간호학회 /계좌번호:1002-145-500014
· 사전등록 방법 : 등록비를 입금하신 후, 사전등록 신청서(홈페이지 참조)를 작성하시고, 메일(communityns@gmail.com)
로 전송하시면 등록 완료
▶ 등록비 입금 관련 문의
· E-mail: hlee39@yuhs.ac
· 이현경(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지역사회간호학회 재정이사, 02-2228-3373)
▶ 사전등록 신청 관련 문의
· E-mail: communityns@gmail.com
· 현혜진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지역사회간호학회 총무이사, 033-250-8884)
· 박정희 (010-9491-7688)
▶ 평점인정 :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평점 5점 인정

찾아오시는 길
교통편
SUBWAY
· 4호선 혜화역 3번출구
PARKING
· 교내 주차 불가능
· 불가피한 경우, 병원 주차장 이용
(금액 : 1,500원/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