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E-포스터 논문 발표상 수상 내역
포스터 제목
8. 서울시 1인 가구 절주교육자료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1인 가구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중심으로

포스터 제목

저자 및 소속
한혜리*, 임세은*, 강진아*, 추진아**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저자 및 소속

수상내역
최우수

수상내역

2. 책임있는 음주 문화를 위한 캐나다와 한국의 음주제한 정책 비교

백명주*, 고광욱**, 김혜숙***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우수

7.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

최준영*, 홍민기*, 박정민*, 박지원*, 박예지*, 최현주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우수

박정아*, 고광욱**, 김혜숙***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감염관리,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우수

유민지*, 신예림, 장남, 이수비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FOUR)

우수

9. 미국과 우리나라의 음주 제한정책 비교

10. 여성 음주의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 잠재성장계층분석을 활용한 종단연구
11. 중년층의 우울과 음주행동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12. 코로나19로 인한 17개 시·도 보건의료·건강증진 사업 변화 분석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심으로-

윤명숙*, 노엽*, 박형주*

우수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유정* ; 전우휘 ; 이수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우수

포스터 제목

1.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리투아니아와 우리의 음주제한 정책 비교

3. 난임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저자 및 소속
기시우*, 고광욱**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
송보경
, 지영주＊＊＊＊
＊
창원한마음병원,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장려

장려

*

4.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지영주**

수상내역

*

예정요양병원,

**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장려

장윤서*, 고승현*, 서혜린*, 이다원*,
5. 코로나19로 인한 음주 문화의 변화 고찰 및 대응방안 모색

이희주* 지애린*, 한수빈*

장려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융합보건학과

6.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영향요인

13. 소생활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지도 및 만족도 분석
- 소생활권 건강증진서비스 체계구축 시범지역 중심-

최문영*, 지영주2*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 ; 박현숙 ; 이수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려

장려

2021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구연 발표 논문상 수상 내역

구연 발표 제목

1. 코로나19 유행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경제적 불안감이 음주빈도에 미치는 영향

2. 실직자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자 및 소속

강은정*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신정훈,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수상내역

우수

최우수

백민아*, 함영은**, 주소연*, 최지원*,
3. 대학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요인: 충남 1개 대학을 중심으로

유기민*, 강은정*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효산건강환경재단

장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