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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부 사업

(1)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2010학년도 학술대회

2010년 10월 7일 아주대학교 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연구라는
’ 주제로 아주대학
교 간호대학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Adeline Nyamathi 교수(Associate dean at UCLA school
of nursing, USA)가 주제강연으로 ‘The power of community based participatory research in community
engagement’를 발표하였으며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연구에 대한 연자들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간호학과 학부생, 대
학원생, 교수 및 간호사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본 학술대회는 지역사회 참여연구의 이해 및 실제
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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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집담회 개최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석⋅박사과정 학생, 교수진 및 연구진을 대상으로 2010년 연간 10회에 걸쳐 간호계 관심주
제 중심의 학술집담회를 개최하였다.

◎ 4월 학술집담회
· 주제: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측모형 구축
· 일시: 2010년 4월 1일(목) 16:00-17: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김기숙 연구강사(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주제: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health outcomes of heart failure patients with device therapy
· 일시: 2010년 4월 15일(목) 16:00-17: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김진실 교수(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5월 학술집담회
· 주제: 척수장애인의 적응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 일시: 2010년 5월 13일(목) 16:00-17: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송충숙 파트장(아주대학교 병원 간호부)
· 주제: 신규간호사와 프리셉터가 인지하는 프리셉터의 교수효율성 연구
· 일시: 2010년 5월 27일(목) 16:00-17: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김지양 수간호사(아주대학교 병원 간호부)

◎ 6월 학술집담회
· 주제: 빈곤계층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령전기 아동의 행동문제
· 일시: 2010년 6월 10일(목) 16:00-17: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방경숙 교수(아주대학교 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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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학술집담회
· 주제: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quality of life intervention for successful transition from

treatment to survivorship in breast cancer patients

· 일시: 2010년 9월 16일(목) 16:00-17: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박진희 교수(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주제: 2010학년도 대학원 간호학과 일본 노인요양시설 연수보고
· 일시: 2010년 9월 30일(목) 16:00-17: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홍지은 간호사(아주대학교 병원 간호부)

◎ 10월 학술집담회
· 주제: 일병원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유병률 및 치료형태 조사연구
· 일시: 2010년 10월 14일(목) 16:00-17: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송종례 파트장(아주대학교 병원 간호부)
· 주제: 건강관리 서비스법
· 일시: 2010년 10월 28일(수) 16:00-17: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송미숙 교수(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11월 학술집담회
· 주제: 관상동맥 질환자의 퇴원교육지침 개발
· 일시: 2010년 11월 25일(목) 16:00-16:3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김화순 간호사(아주대학교 병원 간호부)
· 주제: 일 종합병원의 간호인력 증원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만족도 변화
· 일시: 2010년 11월 25일(목) 16:30-17: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서미숙 파트장(아주대학교 병원 간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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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학협동 학술연구

2010년 아주대학교 병원 간호부 연구위원회와 간호과학연구소 교수연구원이 협동하여 총 6편의 임상협동 학술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제목은 다음과 같다.
▪ 일개대학병원 간호사의 간호기록 작성에 대한 지식
▪ 신생아 목욕순서가 신생아 체온변화에 미치는 영향
▪ 수술용 장갑 천공의 관련 요인 분석
▪ 일개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로타바이러스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수준과 수행정도
▪ 혈액투석환자의 동정맥류 천자시 통증감소를 위한 리도케인 피하주사와 온요법 적용 비교 조사
▪ 일개대학병원의 임상전문직과 안전문화 인식의 상관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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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부 사업

(1) 경기도 초⋅중등 보건교사 보건교과교육 연수

경기도 초⋅중등 보건교사의 보건교과교육 연수를 2010년 8월 2일∼20일과 2011년 1월 3일∼28일 총 2회
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연수에는 각 회에 보건교사 211명과 225명이 참석하였으며, 122시간에 걸쳐 건강상담
의 이론과 실제, 건강증진, 전문직과 간호, 보완대체요법, 보건교과 교육의 개념과 배경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
어졌다.

(2) 교원능력평가 평가지표별 집합 연수

경기도 초⋅중등 보건교사 26명을 대상으로 2011년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31시간에 걸쳐 건강사정 요령,
정신건강 관리, 심폐소생술, 교수학습 자료활용, 창의적 수업, 학생 성장발달 이해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실시
하였다.

(3)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

2011년 3월부터 교육연구부에서는 정신보건간호사 2급 수련과정의 교육을 위임받아 교육과정을 현명선 교수
가 운영키로 하였다. 본 과정은 총 1년간 이론 강의 150시간, 실습 850시간으로 구성되며, 수련생들은 본 과정
의 이수를 통해 정신보건간호사 2급 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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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관리연구부 사업

(1) 지역 방문보건사업 위탁운영

- 2010년 수원시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방문보건사업을 위탁받아, 수원시 방문보건센터를 운영하였다.
- 2010년 하남시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과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성남시 분당구
치매환자 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 2010년 수원시로부터 ‘수원시 은빛 사랑채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수원시로부터 ‘2010 수원시 드림스타트 방문보건사업’ 위탁을 수행하였다.
- 수원시로부터 ‘2010 수원시 위스타트 방문보건사업’ 위탁연구를 수행하였다.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의 ‘2010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경력간호사 교육과정’을 2010년 3월부터 12월
까지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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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연구원 학술활동

◆ 김용순 교수
- 논문: 한국형 주 보호자용 노인우울 간이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외 4편
- 학회 발표: The effects of drama method on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learning motivation in new
nurses
◆ 박지원 교수
- 연구비 수혜: 수원시 권선구 방문보건사업 외 4 건
- 논문: 고혈압대상자의 방문간호 중재프로그램의 효과 외 6편
- 학회 발표: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Vietnames immigrant women in Korea 외 2편
◆ 유문숙 교수
- 연구비 수혜: 드라마기법을 이용한 간호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외 1건
- 논문: 남녀 중학생의 신체관심도, 절제식이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외 5편
- 학회 발표: 간호대학생의 의사결정능력 증진을 위한 교수법 개발 및 효과 외 3편
◆ 송미숙 교수
- 연구비 수혜: 2010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재프로그램 개발 외 4건
- 논문: 자조관리 프로그램이 여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외 3편
- 학회 발표: 2011년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발전 방안
◆ 현명선 교수
- 연구비 수혜: 생태학적 관점에 기반을 둔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외 1건
- 논문: 최근 2년간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게재논문 분석-연구 동향, 실험중재, 연구의 근거
등급을 중심으로 외 8편
- 학회 발표: 알코올 의존 환자의 자아존중감과 병식 및 대처방식 연구 외 4편
◆ 유혜라 교수
- 연구비 수혜: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만성질환 자가관리 프로그램의 국내 연구 논문 분석: 고혈압과 당뇨
질환을 대상으로
- 논문: 빈곤계층 양육자의 양육 관련 특성과 학령기 아동의 성별에 따른 문제 행동 외 2편
- 학회 발표: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기관리프로그램의 분석 외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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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경숙 교수
- 연구비 수혜: 2010 수원시 드림스타트 방문보건사업 위탁연구 외 2건
- 논문: 급만성질환 영유아 부모의 건강관리 특수보육에 대한 요구 외 3편
◆ 김춘자 교수
- 연구비 수혜: 대사증후군 근로자에서 인터넷기반 심혈관위험개선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외 1건
- 논문: 대사증후군이 있는 당뇨병 환자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건강과 자가당뇨관리 외 4편
- 학회 발표: Development of an internet-based cardiovascular risk reduction program in workers with
metabolic syndrome 외 4편
◆ 박진희 교수
- 연구비 수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후 심질환 재발예방을 위한 자기주도적 위험개선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
과 평가 외 1건
- 논문: 간호대학생에서 e-러닝의 학업성취도 영향요인-웹기반 건강사정 전자교과서를 중심으로 외 4편
- 학회 발표: Effects of a psychoeducational support program on quality of life and symptom experience
in breast cancer survivors after primary treatment 외 2편
◆ 채선미 교수
- 연구비 수혜: 2010 위스타트 수원마을 방문보건사업 위탁연구 외 2건
- 논문: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dapted illness intrusiveness rating scale 외
2편
- 학회발표: 동료평가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기술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외 1편
◆ 김진실 교수
- 연구비 수혜: 심제세동기 이식환자의 자기감시 행위 외 1건
- 논문: Memory dysfunction, psychomotor slowing, and decreased executive function predict mortality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 and low ejection fraction 외 2편
- 학회발표: Urine sodium predicted event-free survival in heart failure patients with depressive symptoms
외 3편
◆ 유미애 교수
- 연구비 수혜: 2011 위스타트 방문보건사업 위탁연구 외 1건
- 논문: Family planning practice and related factors of married women in Ethiopia 외 1편
- 학회발표: Bone mineral density and lifestyle among middle-aged women 외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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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학년도 동계 교수 워크숍

- 2010학년도 동계 교수 워크숍이 2011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아주대학교 송재관에서 개최되어 ‘간호대학 우
수 인증평가를 위한 세부전략 수립’을 주제로 각 인증평가 영역별 발표 및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 제 14회 East Asia Forum of Nursing Scholars(EAFONS)

- 2011년 2월 11~12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된 제 14회 East Asian Forum of Nursing
Scholars(EAFONS)에서 김용순 교수가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김춘자 교수가 조직위원회 간사를, 김용순,
김춘자, 박진희, 김진실 교수가 좌장의 역할을 수행하여 학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간호
대학의 여러 교수들이 참석하여 총 7개의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발표 제목과 연자는 다음과 같다.
· Comparison of health behaviors and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among the middle-aged (박지원 교수)
·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decision-making and work performance in emergency room nurses
(유문숙, 김춘자 교수)
· Subjective experiences of stigma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현명선 교수)
· Psychometric testing Korean version of medication adherence measure among rural older adults with
hypertension in Korea (김춘자 교수)
· Effect of an internet-based cardiovascular risk reduction program in Korean workers with metabolic
syndrome: a preliminary finding (김춘자, 강세원 교수)
· The influence of marital intimacy on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breast cancer survivors
(박진희 교수)
· ICU nurses'perceptions of discharge planning in Korea: a pilot study (유미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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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대학 소식

- 2011년 1월 21일 실시한 제 51회 간호사 국가고시에 간호대학 응시생 44명이 전원 합격하여 10년 연속 100%
국가고시 합격의 기록을 세웠다.

- 2010년 3월 27일 실시한 제 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2급 1명, 3급 4명의 학생이 합격하였다.
- 간호대학 김용순 교수가 2010년 5월 29일 ‘올해의 연세대 여동문상을
’ 수상하였다.
- 간호대학 유혜라 교수의 ‘건강행동과 건강교육(2009), 군자출판사’ 번역도서가 대한민국 학술원이 지정한 2010
자연과학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 간호대학에서 2000년 9월부터 10년간 교수로 재직했던 방경숙 교수가 2010년 8월 퇴사를 앞두고 간호대학 발
전기금으로 300만원을 기탁하였다.
- 간호대학 송미숙 교수가 고인이 되신 부친의 유언에 따라 학교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2010년 10월 21일
간호대학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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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회 간호대학 졸업논문발표회가 2010년 8월 25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본 논문
발표회는 정규과정 4학년 학생들이 지도교수 및 동료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노력한 연구의 결과로 교수, 재학
생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 6편의 논문을 발표하
였다.

- 2010학년도 간호대학 해외교환학생 연수프로그램 참가 결과 보고회가 2010년 9월 13일 아주대학교 다산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7월 5일부터 4주간 미국 UCLA와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에서 수업
과 실습을 마친 정규과정 5명, 특별과정 1명 학생들의 연수 보고와, 8월 2일부터 4주간 하와이 CAPE(The
Center for Asia-Pacific Exchange) 프로그램에 참가한 정규과정 2명 학생들의 참가 결과 발표의 시간을 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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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체결한 캄보디아 Life University와의 MOU 체결 사업의 일환으로 Life University의 간호대학 4학년
남학생 2명(Long Veasna, Ev Vothy)이 2010년 9월 27일부터 4주간의 교환학생 연수 프로그램을 마쳤다. 아
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된 본 프로그램은 학부 3, 4학년 학생과 함께 수업과 실습에 참여케
함으로써 서로의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간호대학 학생회 축제 ‘스텝업(Step Up)’이 2010년 9월 29일부터 3일간 개최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전야제,
학술제(성과 사랑), 다양한 동아리 행사 및 간호인의 밤이 아주대학교 캠퍼스 곳곳에서 다채롭게 개최되어 간
호대학 및 본교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2010년 12월 1일 제 1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임상실습을 앞
둔 2학년 학생 72명과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
다. 본 행사에는 소의영 아주대 의료원장의 격려사와 前 대한간호협회장 및 캄보디아 라이프대학 총장을 역
임하시고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및 성서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김조자 교수의 축사가 이어져 선서식의
의미를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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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대학은 2010년 12월 13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아주대병원 간호부 프리셉터 70여명과 ‘현장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프리셉터 간담회’와 2011년 2월 23일 수원 J & J에서 임상실습지도자 70여명과 ‘임상-간호대학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 및 연찬회에서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지도에 대한 토론과 건의, 개선방향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 2010년 12월 22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RN-BSN) 4학년 학생들의 ‘교대
근무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전략’ 외 8편의 졸업논문 발표회가 있었다.

- 간호대학은 2011년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자기개발장학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간호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에는 인솔교수 2명(유문숙, 박진희 교수)과 간호대학 학생 10명이 참가
하여 캄보디아 라이프대학 부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생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신체검사와 보건교육 프
로그램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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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원 간호학과 소식

◆ 재학생 현황
- 본 대학원에는 2010년 12월 현재 중환자전문간호사 과정 4명, 응급전문간호사 과정 11명, 노인전문간호사 과
정 12명, 가정전문간호사 과정 5명, 일반대학원 과정 19명 등 총 51명의 석사과정 학생과 7명의 박사과정 학
생이 재학 중이다.
◆ 영어강좌
- 2010년 석사과목으로 Advanced Health Assessment, Advanced Nursing Practice, Nursing Research
Methodology, Nursing Theory and Practice, Nursing and Health Policy, Advanced Nursing Seminar 및 석
박사 공통과목으로 Health related Theory 강의를 영어로 개설하여 석박사과정 학생 및 외국인 학생들이 세
계화에 발맞춘 다양한 간호학 강의를 수강한 바 있다.
◆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 2010년 제 7회 전문 간호사 자격시험에 총 18명(중환자전문간호사 7명, 노인전문간호사 9명, 가정전문간호
사 2명)이 최종 합격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 학위취득
- 2010년 8월과 2011년 2월 총 18명의 대학원생이 석사학위를, 2011년 2월 총 3명의 대학원생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특히 2011년 2월에는 5명의 베트남 학생(Huynh Thi Phuong, Nguyen Ho Phuong Nga,
Nguyen Thi Hien, Nguyen Thi Hong Minh, Nguyen Thi Ngoc Phuong)이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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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자와 논문 제목은 다음과 같다.






2009학년도 후기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노예서: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과 간호업무 수행과의 관계
이도영: 정보제공이 침습적처치시 부모 지지행위와 불안 및 환아불안에 미치는 영향
정망래: 말초정맥주사 합병증 예방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지도 및 수행도
최지현: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능력, 직몰입간의 관계
한수연: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기능과 건강증진 행위
2010학년도 전기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김경순: 혈액투석환자의 동정맥루 천자시 국소마취제 연고와 온요법의 통증완화 효과 비교
김묘연: 퇴원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노인암환자의 자가간호수행에 미치는 효과
김미연: 뇌졸중치료실 입원환자의 폐렴 발생 관련요인 분석
김성은: 죽음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식과 임종간호 수행과의 관계
김성희: 가정전문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임파워먼트 및 직무만족 관계
유진미: 간호사의 억제대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
이시라: 남자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이혜미: 냉촉각 자극법이 뇌졸중 환자의 연하기능에 미치는 효과
Huynh Thi Phuong: A study of the nursing competence in three public hospitals in Vietnam
Nguyen Ho Phuong Nga: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sexuality among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Nguyen Thi Hien: The accuracy of glasgow coma scale knowledge and performance among
Vietnamese nurses
Nguyen Thi Hong Minh: Identification of nursing activities at general medical and surgical nursing
units in Vietnam
Nguyen Thi Ngoc Phung: Stress, coping behaviors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in Vietnam
2010학년도 전기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송종례: 당뇨병성 족부질환자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의 경제성 평가
이은하: 자기결정성이론을 적용한 동기강화프로그램의 건강행위유지 효과
최정분: 보건교사의 직무수행 평가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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