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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 행사

▶2018.05.12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 제 13회 워크숍 개최
2018년 5월 12일(토)에 전국의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제 13회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장소는 이화여자대학교 헬렌관 303호였으며 다양한 가상 시뮬레이션의
현황과 간호교육에서의 계획, 운영, 디브리핑 및 평가방법에 관한 강의와 가상 시뮬레이션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 제 13회 워크숍 Facilitators
이혜림 선생님(이화여자대학교)

▶2018. 06. 23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 하계 학술대회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 하계 학술대회가 2018년 6월 23일(토) 이화여자대학교
헬렌관 116호에서 ‘성과기반 간호시뮬레이션 교육과 운영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개최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김성희 학술위원장의 사회로 김영주
교수(성신여자대학교) ‘학습성과와 시뮬레이션 교육’, 전혜진 교수(나사렛대학교) ‘성과기반
간호시뮬레이션 교육 평가’, 최은희 교수(영남이공대학교)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운영I:
임상실습과 연계’, 김미옥 교수(단국대학교)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운영II: 통합운영, 교과목
운영’이 발표되었으며, 2부에서는 조미영 기획위원장의 사회로 이주연 간호사(이화여자대학교

병원)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 과정’, 하은호 교수(중원대학교) ‘효율적인 디브리핑 운영
방안’, 노영숙 교수(중앙대학교) ‘시뮬레이션 교육자의 역량 증진 방안’, 이명남
교수(강원대학교) ‘시뮬레이션 교육을 활용한 연구 설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날 교수, 대학원생 및 간호사 총 7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18. 08.07~09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캄보디아 워크숍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 김정희 회장(가톨릭대 교수)과 김아린 이사(청주대 교수)가 강사로
초빙되어 캄보디아 국립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교수진 13명을 대상으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워크숍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2018년 8월 7일에서 9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워크숍에 참석한 참여자들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 교수 방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황리에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학습성과 기반 모아 시나리오」 개발
한국간호시뮬레이션 학회 이순희 부회장(한국교통대학교 교수)과 김아린 이사(청주대학교 교
수), 전혜진 이사(나사렛대학교 교수), 홍지연 회원(호원대학교 교수)이 「학습성과 기반 모아
시나리오」를 개발하였습니다. 「학습성과 기반 모아 시나리오」는 △ 감염성 위장염 환아 △ 폐
렴환아 △ 산후출혈대상자 등 3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래어달 메디컬 코리아의 도움을 받아 시나리오 마켓인 심스토어(SimStore)에 탑재할 예
정이며, 홈페이지(mysimcenter.com)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회는 2017년 「신입간호
사를 위한 내·외과 시나리오」를 한국어로 개발하여 최초로 심스토어에 탑재한 이후 지속사업
의 일환으로 정책 연구비 지원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 출판
▶ 2018년도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 학술연구 지원사업
간호시뮬레이션 연구의 활성화와 본 학회 학술지의 발전을 위하여 2018년에도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상반기 2편, 하반기 2편 총 4편으로 1편당
500,000원이며 논문심사료와 게재료가 면제됩니다. 학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학회메일(simulationkorea@gmail.com)을 통하여 첨부 양식에 맞추어서 제출해야 하며
상반기 지원받은 연구는 2018년 12월에 본 학회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지원받은 연구는
2018년 9월까지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여야 합니다.

▶ 2018년도 상반기 학술연구 지원사업

▶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지 발간
2018년 상반기 학술연구지원을 통한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지 제 6권 1호가 발간되었으며
6권 1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 학회지 논문열람 기능 안내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는 2015년 9월부터 홈페이지 내 학술지 논문열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회지 메뉴에서 본 학회의 학술지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재 1권
1호부터 6권 1호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이후 발행된 논문들에 대해서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3. 2018년 해외 시뮬레이션 관련 행사
▶ 2018 NLN Education Summit
미국

National League for Nursing에서 주관하는 2018년 NLN Education Summit이

미국 시카고에서 9월 12일-14일에 개최됩니다. 올해 주제는 NLN 125기념 ‘Celebrating 125
Years of Leadership in Nursing Education’ 으로 정하여 NLN의 역사와 미래 방향에
대해 조망하고 그에 따른 간호교육과 리더십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 외 NLN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2018년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향후 교육일정은
http://www.nln.org/professional-development-programs/calenda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및 회비 안내 사항
▶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 회원은 평생회원과 연회원으로 구분되며 회비 내역과 자세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http://www.kssn.or.kr)의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송금영수증을 첨부하여 학회 이메일(simulationkorea@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회신청서와 송금영수증이 도착되는 대로 간호시뮬레이션학회의 회원으로
등록되고, 이후에 개최되는 학술 행사에 초대되며, 본회에서 발간되는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