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문서번호 : 2018-17
시행일자 : 2018. 04. 23.(월)
수

신 : 한국간호행정학회 회원 및 그 외 한국간호과학회 회원

참

조 : 한국간호과학회,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전국 간호(학)과

제

목 : 2018년도 한국간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안내

1. 귀하와 귀 기 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한국간호행정학회에서는 “긍정적 간호조직문화로의 변화”란 주제로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3. 한국간호행정학회 회원 및 위 주제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8년 6월 8일(금), 09:30 ~ 17:10
2. 장 소 :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대강당
3. 주 제 : 긍정적 간호조직문화로의 변화
4. 학술대회 일정 : 붙임 1 참조
5. 사전 등록, 논문초록 접수 및 관련사항 안내 : 붙임 1 참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간호행정학회 홈페이지(http://www.kanad.or.kr) 참조

붙임 1. 2018년도 한국간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논문접수 안내. 끝.

한국간호행정학회 회장
총 무이 사

노원정

/

회장

서문경애

서문경애

우)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 www.kanad.or.kr
전화 (02)3290-4910 / 전송 (02)928-9108 / e-mail : wjnoh@gachon.ac.kr, kana19th@nate.com

붙임 1. 2018년도 한국간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논문접수 안내

2018년도 한국간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시 간
09:30 – 10:00

10:00 - 10:10

내 용
프로그램 안내 및 등록
개회사
축

사

강 사
사회: 김미영 교수
(한국간호행정학회 학술이사)
서문경애 교수
(한국간호행정학회 회장)
김희승 교수
(한국간호과학회 회장)
강혜련 교수

10:10 - 11:00

조직문화의 변화와 리더십

11:00 - 11:10

휴 식

11:10 - 12:00

간호조직 내 태움 현상 분석 및 향후 방향

12:00 - 13:20

중 식

13:20 - 14:00

정책연구과제 발표

14:00 – 15:30

간호현장에서의 감정소통

15:30 - 15:40

휴

15:40 - 16:10

간호현장에서의 태움 발생과 지속요인

16:10 – 16:40

간호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코칭 적용 Ⅰ

이 란
(국립암센터 간호본부장)

16:40 – 17:10

간호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코칭 적용 Ⅱ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UM)

09:30 - 17:00

논문 포스터 발표: 학술대회와 동시 진행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문경애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사회: 임지영 교수
(한국간호행정학회 연구정책이사)
박보영
(센토스 대표)

식
정선화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1) 학술대회 등록비
구 분

개인
일반

사전

현장

회원

70,000

80,000

비회원

80,000

90,000

60,000

70,000

대학원생

비고

학생증 지참

2) 사전등록비 입금계좌 : 하나은행 491-910378-64707 (예금주: 이영진)
3) 사전등록 기간 : 2018년 4월 23일(월) ~ 5월 25일(금)
4) 사전등록 방법 : 간호행정학회 홈페이지 접속: http://www.kanad.or.kr/ →
학술대회 공지 팝업창

클릭 → 사전등록: 등록신청 → 등록확인

1) 논문분야: 학술지 미게재 간호관리학 분야 논문
2) 접수기간: 2018년 4월 23일(월) ~ 5월 25일(금) 18시
3) 접수방법: 한국간호행정학회 홈페이지 접속: http://www.kanad.or.kr/ →
학술대회 공지 팝업창

클릭 → 논문등록: 발표신청(발표유형에 포스터 클릭)

※ 발표자는 본 학술대회에 사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서문경애, 김종경, 김미영, 강소영, 유소영, 유 미, 임지영, 김명자, 김은영, 이영진, 노원정
등록 관련 문의

김명자 홍보서기이사

051-890-1558

deukmj@deu.ac.kr

프로그램

김미영 학술이사

02-3277-2871

mykim0808@ewha.ac.kr

연구자 소모임/논문초록 접수

임지영 연구정책이사

032-860-8210

lim20712@inha.ac.kr

기타 문의

노원정 총무이사

032-820-4228

wjnoh@gachon.ac.kr

1)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대강당 (지하 1층)
2) 문의처: 한국간호행정학회 간사 (kana19th@nate.com)
3)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주차지원이 불가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에서 오는 법
지하철 : 인천국제공항(공항선) - 공덕역(6호선으로 환승) - 안암역
리무진 버스 : 6101번 (고려대역, 숭례초교정류장)

김포공항에서 오는 법
지하철 : 김포공항역(공항선) - 공덕역(6호선으로 환승) - 고려대역 또는 안암역
리무진 버스 : 6101번(수락터미널방면) - 고려대역, 숭례초교정류장 하차

서울역에서 고려대 오는 법
택시 : 20분 소요
지하철 : 25분 소요
서울역(1호선) - 동묘역(6호선으로 환승) - 안암역

용산역에서 오는 법
택시 : 30분 소요
지하철 : 30분 소요
용산역(1호선) -> 동묘역(6호선) - 안암역

본교 경유 버스노선 안내

<2018년도 한국간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발표 안내>

바쁘신 중에도 저희 학술대회에 논문 발표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논문발표는 포스터 발표만 진행합니다.

1. 포스터 발표
1) 포스터 크기: “가로 90cm * 세로 120cm (A0 size)”의 보드에 부착할 수 있도록 준비
2) 발표 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논문발표 세션이 끝난 후 바로 부착된 포스터를 회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방법
1) 초록접수
① 작성방법: 2018년도 한국간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초록 양식 참고<양식 1>
② 제출기간: 2018년 4월 23일(월) ~ 5월 25일(금) 18시
③ 제출방법: 한국간호행정학회 홈페이지 접속: http://www.kanad.or.kr/ → 학술행사 →
국내학술행사안내 ↠ 춘계학술대회 ↠ 논문등록: 발표신청 (발표유형에 포스터
클릭)
2) 발 표: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이메일로 발표 승인 및 포스터 규격/게시방법 등을 개별통지.
3) 유의사항: 발표 승인을 받은 논문을 발표하지 않는 경우 학회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추후
2년간 학술대회 발표와 논문게재의 제한을 받게 됨.

<양식 1> 2018년도 한국간호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초록 양식
1. 편집용지: 한글 기본 양식

※ default를 바꾸지 마십시오.

① 용지종류: A4
② 용지여백: 위 20, 아래 20,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2. 논문제목: 글자크기 - 16, 글자모양 - 신명조/ 진한 글자체, 가운데 정렬
3. 저자
① 제목과 한 줄 띄운다.
② 글자크기 - 10, 글자모양 - 신명조/진한 글자체, 가운데 정렬
③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성명 사이에 “ㆍ”넣어 연이어 적는다.
④ 포스터 발표자는 성명 밑에 밑줄을 긋는다.
⑤ 소속이 다른 공동저자가 있으면 우측위에 “

1)

,

2)

,

3)

” 과 같이 표시한다.

4. 소속: 저자와 한 줄 띄운다.
글자크기 - 10, 글자모양 - 신명조, 가운데 정렬
5. 본문: 글자크기 - 10(장평 100%, 자간 0), 글자모양 - 신명조, 줄 간격 - 160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 1, 2, 3, 4의 시작과 끝은 각 1줄씩 띄우며, 본문 내에 번호나 참고문헌은 표시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