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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Contents
1.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10주년을 기념하여 2008년 9월 18일부터 2일에 걸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N ursing Intervention for the Management of
Geriatric Syndrome”의 주제로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의 Tanji Hoshi교
수와 U niversity of Iowa의 Janet K. Specht교수 및 국내 저명한 교수와 전문
가를 초청하여 Geriatric Syndrome에 대한 최신 경향과 간호중재에 대한 강

2. Ajou-Life University.
국제 심포지움

의 및 워크숍을 진행하여 앞으로 간호계가 나아가야할 노인간호중재의 방
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3. 2009년 학술대회

4. 연구소 소식
-학술연구사업
-교육연구사업
-간호관리연구사업

2. Ajou-Life University 국제 심포지움
5. 교수연구원 학술활동
2008년 7월 14일 캄보디아 Life University와의 MOU 체결을 기념하여
AJOU -LIFE U niv. International Symposium을 개최하였다. “Building a Global
6. 간호학부 소식

Netw ork"의 주제로 Life University와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들의 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자리였다.

3. 2009년 예정 학술대회 공지
7. 대학원 간호학과 소식
2009년 하반기 간호실무증진을 위한 연구전략을 주제로 간호대학과 간호과
학연구소 공동주관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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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소 소식
1) 학술연구사업
- 아주대학교 병원 간호사와 간호대학 석·박사과정
학생 및 교수진을 대상으로 2008년 10회에 걸쳐
간호계 관심주제를 중심으로 학술집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호부 연구위원회와 간호대학 교수진이 협동으로
7편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산학 협동 연구 제목은

3) 간호관리연구 사업

다음과 같다.

- 2008년 수원시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의

▪ 일 종합병원 간호인력 증원에 따른 입원환자

방문보건사업을 수원시로부터 위탁받아 수원시

간호만족도 변화 연구

방문보건센터를 운영하였다.

▪ 간호등급변화에 따른 간호활동시간에 관한 연구

- 구리시 보건소의 ‘지역담당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

▪ 신규간호사와 프리셉터가 인지하는 프리셉터의

사업’과 하남시 보건소의 ‘하남시 방문보건사업’을

교수효율성 연구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 병동 신입간호사의 중복근무 연장에 따른 조직

-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의 ‘분당구 방문보건사업 및

사회화 비교

치매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 부분 모자동실 적용이 초산모의 영아돌보기

- 수원시 은빛사랑채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자신감과 모유수유 지속에 미치는 영향

운영하였다.

▪ 일개 대학병원 임상전담 간호사의 업무수행 역할

- 경기도청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노인 인지 강화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중재’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였다.

▪ 일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력별 실무수행

- 수원시청의 위탁으로 ‘수원시 위스타트 방문보건

능력 평가 비교 연구

사업 연구’를 수행하였고, ‘위스타트 수원마을 아동
욕구조사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2) 교육연구 사업

-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의 위탁으로 ‘건강실태조사

- 2008년 3월부터 11월까지 교육연구부에서는

및 건강전시장 평가연구’를 실시하였다.

요양보호사 1급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총 8차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걸쳐 일반인, 간호조무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업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과정을 통해

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간호사

신규과정(일반인) 130명과 자격과정(간호사,

직무 분석을 통한 적정업무량 산정’ 과제를

간호조무사) 255명이 국가자격증을 획득하였다.

수행하였다.

- 2008년 4월부터 7개월간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34명의 간호조무사가
700시간의 이론, 실기, 실습과정을 수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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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혜라 교수

5. 교수연구원 학술활동

- 미국 연수 중(2008.9-2009.8)

◆ 김용순 교수
- 연구비 수혜: 수원시 권선구 방문보건사업 외 4건

◆ 방경숙 교수

- 논문: 유연성 운동 프로그램이 노인의 관절각도,

- 연구비 수혜: 수원시 위스타트 방문보건사업 위탁
연구 외 2건

혈압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외 3편

- 논문: A nalysis of risk factors in children w ith

- 국내 학회 발표: 보건환경 변화에 따른 가정 전문

suspected developmental delays on the D D ST 외 4편

간호사의 역할 전망 외 2편

- 해외 학회 발표: Analysis on the risk factors of

- 해외 학회 발표: Korean nurses' awareness of patients'

children w ith suspected developmental delays

rights
◆ 박지원 교수

◆ 김춘자 교수

- 연구비 수혜: 한국형 실무자용 노인인지기능

- 연구비 수혜: 대사증후군 대상자를 위한 심혈관
위험도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 외 1건

사정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분석

- 논문: 경기도지역 대사증후군 근로자의 생활습관

- 논문: 한국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특성,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및 심혈관 위험도 외

외 1편

1편

- 국내 학회 발표: 가족기능 수준에 따른 취약가구

- 국내 학회 발표: Process of change, decisional

중년여성의 정신건강 외 2편

balance and self-efficacy corresponding to the stage of

- 해외 학회 발표: D ifferences of family function by

change for w eight control 외 5편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mong Korean low -income

- 해외 학회 발표: Predictors for risk of cardiovascular

elderly 외 1편

diseases in type 2 diabetes w ith metabolic syndrome

◆ 송미숙 교수

외 1편

- 연구비 수혜: 지역담당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사업

◆ 채선미 교수

외 7건

- 논문: 한국판 체중조절 변화과정 측정도구의 타당

- 국내 학회 발표: 인지강화를 위한 간호중재

도와 신뢰도 검증; 비만한 대사증후군 대상자를 중

◆ 유문숙 교수

심으로 외 1편

- 연구비 수혜: 수원시 은빛사랑채 노인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 외 2건
- 논문: 방문간호를 받은 결혼이민여성의 건강관리와
건강상태 외 2편
- 국내 학회 발표: 간호연구의 최신동향
- 해외 학회 발표: V ideo-based self-assessment: New
method to teach clinical skills
◆ 현명선 교수
- 연구비 수혜: 군 병사의 정신건강상태 조사 및
정신건강 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외 1건

◆ 박진희 교수

- 논문: 부모의 문제음주 행위와 청소년 자녀의

- 연구비 수혜: 유방암 환자의 성공적인 survivorship

정신건강 외 2편

transition을 위한 적응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 국내 학회 발표: 청소년의 대처방식과 가족기능 및

효과 외 1건

자아존중감 외 4편

- 논문: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irritable bowel

- 해외 학회 발표: Perceptions of human papilloma

syndrome in Korean adolescent girls 외 3편

virus vaccination among Korean w omen 외 1편

- 해외 학회 발표: Korean N urses' A w areness of
Patients' Rights 외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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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의 화합과 단결의 시간을 가짐

6. 간호학부 소식

- 2008년 12월 5일 간호학부 2학년 47명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있었음.

- 제 49회 간호사 국가고시를 비롯하여 8년 연속

- 2009년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정규과정의

100% 국가고시 합격

김보연, 김지민, 백지원, 이지현, 특별과정

- 2009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이 40명에서 70명으로

(RN-BSN )의 박유진, 이혜미등 6명의 학생이 미국

증원

L.A.의 St. V incent medical center로 연수

- 간호대학 학생회주관으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 2008년 12월 17일 특별과정(RN -BSN ) 졸업생을

‘생명과 생명을 이어가는 희망의 다리’ 행사를

위한 홈 커밍 데이 행사

주최하여 67명이 장기기증을 서약

- 2008년 12월 17일 특별과정(RN -BSN ) 4학년의

- 2008년 5월 20일 간호대학 10주년 기념 행사가

논문발표회를 통해 8편의 논문 발표

아주대학교 별관 대강당에서 진행

- 졸업생 역량강화 워크샵이 2008년 12월 1일 IBIS
hotel 몽마르뜨 홀에서 개최

7. 대학원 간호학과 소식
- 2008년 12월 현재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는
중환자 전문간호사과정13명, 응급전문간호사과정
8명, 노인전문간호사 과정 14명, 가정전문간호사
과정 14명, 가정전문간호사 과정 2명, 일반대학원
과정 14명 등 51명의 석사과정 학생과 7명의

- 2008년 8월 28일 정규과정 4학년의 ‘산후 6개월

박사과정 학생이 재학 중임

이내 산모의 사회적 지지와 산후우울의 관계’외

- 2008년 11월 전문 간호사 자격시험에 9명이 최종

4편의 논문 발표

합격하여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함

- 2008년 9월 22일 간호대학 10주년 기념
교수-학생 체육대회와 9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 2009년 2월 20일 14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함

간호대학 가을축제가 있었으며, 간호대학 학생과
세부전공

성명

논문제목

간호학

김수정

저소득층 노인의 약물 사용과 오용 실태

응급전문

김성희

교육매체에 따른 소아 단순열상 상처관리의 지식 및 교육만족도 비교

응급전문

최성희

응급실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도

중환자전문

박성희

음악중재가 중환자실 환자의 불안과 활력징후에 미치는 효과

간호학

김미영

노인요양보호교육이 기혼여성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

박 진

섬망 교육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 지식, 간호중재 중요도 및 수행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

안선화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주도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간호학

이금덕

여고생의 피임지식, 성 행태에 대한 연구

노인전문

김선희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낙상예방운동프로그램 적용효과

노인전문

박병남

허혈성심질환자의 지식, 불안 및 환자역할행위 이행과의 관계

노인전문

황명숙

장기 통원환자의 질병관리인식, 진료만족도와 환자역할행위 이행과의 관계

중환자전문

김화순

중환자실 간호사의 요로감염관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중환자전문

남애리나

중환자전문

조일지

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발생 유무에 따른 수면의 질 비교
기관내 삽관 중환자의 기계환기이탈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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