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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부 사업
(1)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2009년 학술대회
2009년 9월 25일 아주대학교 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간호실무 증진을 위한 연구전략’ 이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본 학술대회는 김소선 교수(연세대학교 간호대학장)가 주제강연으로 ‘근거중심의
연구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한 저명한 연자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간호학부 학생, 대학원생 및
간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본 학술대회는 간호 현장에서 실무증진을 위한 연구방법의 기초를 다
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2) 학술집담회 개최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석, 박사과정 학생, 교수진 및 연구진을 대상으로 2009년 9회에 걸쳐 간호계 관심주제를 중
심으로 학술집담회를 개최하였다.

◎ 4월 학술집담회
· 주제: 유산소 운동효과 메타분석
· 일시: 2009년 4월 16일(목) 16:00-17: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김춘자 교수(아주대학교 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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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한국형 뉴딜정책으로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일시: 2009년 4월 30일(목) 16:00-17: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송미숙 교수(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5월 학술집담회
· 주제: 간호교육의 New paradigm
· 일시: 2009년 5월 14일(목) 16:00-17: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유문숙 교수(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주제: 미국의 의료제도
· 일시: 2009년 5월 28일(목) 16:00-17:00
· 장소: 아주대학교 병원 별관 대강당
· 강사: 박주봉 교수(미국 USC Medical Center)

◎ 6월 학술집담회
· 주제: 임상간호연구 Proposal 발표
· 일시: 2009년 6월 18일(목) 16:00-17: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박미미 팀장(아주대학교 병원 간호부)

◎ 9월 학술집담회
· 주제: 만성질환 자가 관리의 최신동향
· 일시: 2009년 9월 17일(목) 16:00-17: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유혜라 교수(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10월 학술집담회
· 주제: 한국과 Vietnam의 임상간호시스템 비교
· 일시: 2009년 10월 15일(목) 16:00-17: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Ho Phuong Nga Nguyen(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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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NANDA International in Home Nursing Care
· 일시: 2009년 10월 28일(수) 16:00-17:00
· 장소: 송재관 1층 6강의실
· 강사: Darja Jarosova교수(체코 University of Ostrava 간호대학)

◎ 11월 학술집담회
· 주제: 다문화 가정 산모와 아동의 건강
· 일시: 2009년 11월 12일(목) 16:00-17: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방경숙 교수(아주대학교 간호대학)

(3) 임상협동 학술연구
아주대학교 병원 간호부 연구위원회와 간호과학연구소 교수연구원이 협동하여 9편의 임상협동 학술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제목은 다음과 같다.

▪ 중환자 분류도구를 이용한 일 대학병원 중환자실의 중증도와 사망예측 요인 분석
▪ 일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연구
▪ 일 대학병원 간호사의 간호기록 작성에 대한 지식과 실천 비교
▪ 일 대학병원 임상연구활동 관련 요인 분석
▪ 혈액종양환자의 자가 간호 지식, 가족지식, 자가 간호 행위와의 관계
▪ 락툴로스 용량이 배변에 미치는 효과
▪ 일병원 관상동맥 질환자의 퇴원교육내용 지침 개발
▪ 일병원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유병률 및 치료형태 조사 연구
▪ 욕창교육 프로그램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욕창지식 및 욕창 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

(4) 2010년 예정 학술대회 공지
2010년 10월 7일 Community Based Participatory Research(CBPR)를 주제로 미국 UCLA Center for vulnerable
populations research의 Co-Director인 Dr. Adeline Nyamathi를 초청하여 간호대학과 간호과학연구소 공동주관으
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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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부 사업
(1) 요양보호사 1급 교육과정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연구부에서는 요양보호사 1급 과정을 개설하여 총 6차에 걸쳐,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과정을 통해 신규과정(일반인) 74명과 자격과정(간호사,
간호조무사) 157명이 국가자격증을 획득하였다.

(2)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7명의 간호조무사가 이론
360시간, Lab 실습 100시간, 현장 실습 240시간 등 700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3) 2009년 경기도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2009년 6월 2차에 걸쳐 경기도 17시군 161개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과
보건진료원의 역할’의 주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보수교육과정을 통해 161명의 보건진료원은 요양보호
사 1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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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관리연구부 사업
(1) 지역 보건사업 위탁운영
- 2009년 수원시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방문보건사업을 위탁받아 수원시 방문보건센터를 운영하였다.
- 하남시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과 성남시 보건소의 ‘성남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성남시 치매환자 관리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원시 드림스타트 방문보건사업’ 위탁사업을 수행하였다.
- 수원시로부터 ‘수원시 위스타트 방문보건사업’ 위탁사업을 수행하였다.
- 수원시로부터 ‘수원시 노인 주간보호센터’ 위탁사업을 수행하였다.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전문전담인력 교육훈련과정’을 2009년 2월부터 11월
까지 실시하였으며, 2009년 3월부터 ‘2009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전담인력 중앙집체 교육 운영’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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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연구원 학술활동
◆ 김용순 교수
- 연구비 수혜: 간호학 교과과정의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의 연계성 분석
- 논문: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 외 4편
- 학회 발표: Family function and successful aging among low-income Korean elderly 외 3편

◆ 박지원 교수
- 연구비 수혜: 수원시 권선구 방문보건사업 외 4 건
- 논문: 산업장 재활간호서비스의 중요도에 대한 간호사의 지각과 수행의 차이 외 5편
- 학회 발표: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for pain control 외 4편

◆ 유문숙 교수
- 연구비 수혜: 드라마기법을 이용한 간호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외 2건
- 논문: Video-based self-assess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in a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
외 4편
- 학회 발표: The effects of self-evaluation using a video-recording of foley catheterization on nursing
students 외 3편

◆ 송미숙 교수
- 연구비 수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간호사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업무량 산정 외 7건
- 논문: The effects of cognitive training on community-dwelling elderly Koreans 외 2건
- 학회 발표: 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intensive health care program for the community dwelling
elderly

◆ 현명선 교수
- 연구비 수혜: RN-BSN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개발 외 1건
- 논문: Reynolds Adolescent Depression Scale-Second edition: initial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외 4편
- 학회 발표: Factors influencing Korean soldiers' mental health 외 6편

◆ 유혜라 교수
- 연구비 수혜: RN-BSN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개발 외 1건
- 논문: 금연의도에 대한 계획된 행위이론의 적용 타당성에 대한 연구
- 학회 발표: An assessment of community readiness, knowledge, and beliefs for a voluntary local
smoke-free policy development 외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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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경숙 교수
- 연구비 수혜: 수원시 위스타트 방문보건사업 위탁 연구 외 4건
- 논문: 빈곤계층 영유아의 발달과 어머니의 양육을 위한 조기간호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외 6편
- 학회 발표: “WE start", Early intervention program, is required for children in poverty residing in South
Korea 외 2편

◆ 김춘자 교수
- 연구비 수혜: 대사증후군 대상자에서 인터넷 기반 심혈관 위험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외 1건
- 논문: A meta-analysis of aerobic exercise interventions for women with breast cancer
- 학회 발표: Psychometric testing of the decisional balance scale for weight control 외 8편

◆ 박진희 교수
- 연구비 수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후 심질환 예방을 위한 자기주도적 위험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평가 외 1건
- 논문: Symptom experience and quality of life in breast cancer survivors 외 4편
- 학회 발표: Factor associated with learning achievement for nursing students on Web-based health
assessment E-book 외 2편

◆ 채선미 교수
- 연구비 수혜: 베트남 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논문: Bio-behavioral outcomes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prenatally exposed to cocaine:
Evidence from animal models
- 학회발표: Weight control behaviors of female adolescents in South Korea 외 6편

◎ 2009학년도 동계교수 워크숍
- 2009학년도 동계교수 워크숍의 일환으로 2010년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에서 개최된 제 13회 East Asia Forum of Nursing Scholars Conference에 참석하고 총 6개의 포스터를 발
표하였다.
· Factor associated with learning achievement for nursing students on Web-based
health assessment E-book (박진희, 김용순, 유문숙 교수)
·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concerns, discipline method, and child-rearing
confidence and behavior problems of poor, urban children in South Korea
(방경숙, 유혜라 교수)
· Psychometric testing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decisional balance scale for
weight control (김춘자, 채선미 교수)
· Self-esteem and coping strategies of college students by their parents' drinking behaviors in South Korea (현명선, 방경숙
교수)
· Self-expansion in successful aging of Korean older adults (박형란 대우전임강사)
· The parents-related factors prediction model for internet game addiction (김기숙 연구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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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대학 소식

- 2010년 1월 22일 실시한 제 50회 간호사 국가고시에 간호대학 응시생 36명 모두가 합격하여 9년 연속
100% 국가고시 합격의 기록을 세웠다.

-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40명에서 30명 증원되어 2009학년도에는 간호대학 신입생 73명이 입학하였다.

- 간호대학 송미숙 교수가 국가보건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9년 4월 7일(보건의 날) 대한민국 근정포장
을 수여받았다.

-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은 2009년 10월 26일 미국 UCLA 간호대학과 MOU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아주
대학교 간호대학과 UCLA 간호대학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상호 발전을 위한 것으로, 두 대학은 학생 및 교수 교
환 프로그램, 석·박사 과정의 Research training, 박사 후 과정 교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2008년 체결한 캄보디아 Life University와의 MOU 체결 사업의 일환으로 Life University 간호대학 4학년 남
학생 2명(Nget Manndy, lov Sothon)이 2009년 8월 31일부터 6주간의 Clinical practicum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갔다.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된 본 과정은 학부 3, 4학년 학생과 함께 수업과 실습
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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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학년도 해외교환학생 연수결과 발표회가 9월 3일 아주대학교 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재학생
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4주간 미국 LA UCLA대학과 병원, Good Samaritan Hospital에서 수업과
실습을 마친 정규과정 4명과 특별과정 1명의 학생의 연수보고 시간을 가졌다.

- 제 9회 간호대학 논문발표회가 2009년 9월 23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본 논문발표
회는 4학년 학생이 한 학기동안 지도교수 및 동료학생과 팀을 이루어 노력한 연구결과로 교수, 학생 등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혈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헌혈형태에 미치는 영향' 외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간호대학 학생회 축제 ‘올래(Olleh!)’가 2009년 9월 23일부터 3일간 있었으며 이 기간동안 학술발표회, 영화
제, 수화나눔제, 농구대항전, 간호인의 밤 등 아주대학교 캠퍼스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어 간호대
학 및 본교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 2009년 12월 1일 제 1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임상실습을
앞둔 2학년 학생 45명과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前
대한간호협회장이며 2009년 제 42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상하신 최영희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명
예교수)의 축사가 이어져 선서식의 의미를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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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은 2009년 12월 1일 라마다 호텔에서 ‘학생실습의 프리셉터 역할정립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프리셉터와 간호대학 교수 80여명이 참여한 본 연찬회는 학생실습 방향 정립과 실습지도의 효율
성 향상을 위한 교수와 프리셉터간의 의견교환의 장이 되었다

- 2009년 12월 16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RN-BSN) 4학년 학생들의 ‘청소
년의 신체만족도, 자기 효능감 및 자아 존중감 간의 관계’ 외 7편의 졸업논문 발표회가 있었다.

- 2010년 3월부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진행하는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을 통하여 국가 자격증이 발
급된다. 이에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에서는 재학생들이 보건교육사 2급 국가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격을 갖추
기 위하여 2010학년도부터 교과과정을 개편 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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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원 간호학과 소식
◆ 재학생 현황
- 2009년 12월 현재 중환자전문간호사 과정 4명, 응급전문간호사 과정 11명, 노인전문간호사 과정 14명, 가정
전문간호사 과정 6명, 일반대학원 과정 20명 등 56명의 석사과정 학생과 9명의 박사과정 학생이 재학 중이
다.

◆ 외국인 재학생
-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는 Huynh Thi Phuong, Nguyen Thi Hong Minh,
Nguyen Thi Hien, Nguyen Ho Phuong Nga, Nguyen Thi Ngoc Phuong 등
5명의 베트남 학생이 2009년 3월부터 재학 중이다.

◆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 2009년 11월 전문 간호사 자격시험에 12명(노인전문간호사 4명, 응급전문간호사 3명, 중환자 전문간호사 5
명)이 최종 합격하여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 영어강좌 개설
- 2009년 1학기부터 석사과목으로 Advanced Health Assessment, Advanced Nursing Practice, Nursing
Research Methodology, Nursing Theory and Practice, Nursing and Health Policy, Advanced Nursing
Seminar 및 석박공통과목인 Health related Theory 과목이 영어로 개설되어 외국인 학생 뿐 아니라 일반 박
사과정 학생도 세계화에 발맞춘 높은 수준의 간호학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 학위취득
- 2009년 8월과 2010년 2월 4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특히 2010년 2월 2009학년도 전기 대학원 졸업식
에서는 대학원 간호학과 2006년 박사과정 신설 이래 첫 박사 학위자가 배출되었다. 학위수여자와 논문 제목
은 다음과 같다.
· 2009학년도 전기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송충숙: 척수장애인의 적응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 2008학년도 후기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김보형: 경장영양의 주입방법에 따른 설사발생 양상과 영양상태 비교
· 2009학년도 전기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김진영: 쇄석위 수술체위에서의 피부통합성 손상 위험요인
김세은: 간호사의 갈등관리유형과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구
오숙희: 고혈압 대상자의 방문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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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사
과학적 간호실무능력을 발휘하는 간호사
세계화를 추구하는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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