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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부 사업

(1) 2011학년도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학술대회 개최

2011년 10월 6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간호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론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아
주대학교 간호대학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론적 접근: 체계적 문
헌 고찰과 메타 분석을 중심으로(서울대 의학과 한서경),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통계기법 전략(호서대 정보통계
학과 강현철),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의 실제(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장 이선
희),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논문게재 전략(아주대 간호대학 박진희)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간호대학 학
부생과 대학원생, 간호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교수 및 수원시 간호사 보수교육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하여 성황
을 이룬 본 학술대회는, 간호연구 방법론에 대한 최신 동향을 이해하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연구 수행의 실제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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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집담회 개최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석⋅박사과정 학생, 교수진 및 연구진을 대상으로, 2011년 연간 9회에 걸쳐 간호 실무와
간호 교육 관련 주제의 학술집담회를 개최하였다.

◎ 3월 학술집담회
· 주제: 보건교사의 직무수행 평가도구 개발
· 일시: 2011년 3월 31일(목) 16:00-17: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최정분 장학사(경기도 교육청)

◎ 4월 학술집담회
· 주제: 당뇨병성 족부질환자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의 경제성 평가
· 일시: 2011년 4월 14일(목) 16:00-17: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송종례 파트장(아주대학교병원 가정간호센터)

◎ 5월 학술집담회
· 주제: 교육매체의 다양성 (1) - 토의와 협력학습
· 일시: 2011년 5월 12일(목) 15:00-16: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임규연 교수(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 주제: 교육매체의 다양성 (2) - PBL문제중심학습과 CBL사례중심학습
· 일시: 2011년 5월 26일(목) 15:00-16: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임규연 교수(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 6월 학술집담회
· 주제: 교육매체의 다양성 (3) - 액션 러닝과 학습공동체
· 일시: 2010년 6월 9일(목) 15:00-16: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임규연 교수(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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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학술집담회
· 주제: 경동맥 죽상경화 유발위험 의사결정 나무모형
· 일시: 2011년 9월 29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대강의실
· 강사: 안정아 연구강사(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10월 학술집담회
· 주제: 간호대학 우수인증평가를 위한 전략 (1) - 간호대학 평가관련 교육목표 수정안 검토
· 일시: 2011년 10월 13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세미나실
· 강사: 유문숙 교수(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11월 학술집담회
· 주제: 간호대학 우수인증평가를 위한 전략 (2) -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관련 2차 회의
· 일시: 2010년 11월 10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세미나실
· 강사: 유혜라 교수(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12월 학술집담회
· 주제: 모자보건 5개년 발전방안
· 일시: 2011년 12월 1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대강의실
· 강사: 유미애 교수(아주대학교 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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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학협동 학술연구

2011년 아주대학교 병원 간호부 연구위원회와 간호과학연구소 교수연구원이 협동하여, 총 5편의 임상협동 학술
연구를 작년에 이어 지속 수행하고 있다. 연구제목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의 조직 의사소통 만족 수준과 환자안전 태도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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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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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부 사업

(1) 경기도 초⋅중등 보건교사 보건교과교육 연수

경기도 초⋅중등 보건교사의 보건교과교육 연수를 2011년 7월 25일∼8월 19일에 걸쳐 시행하였다. 본 연수
에는 보건교사 약 250명이 참석하였으며, 총 120시간에 걸쳐 보건교과교육의 개념과 배경, 건강상담의 방법과
실제, 보건교과 교육론의 최신 동향, 건강증진, 보완대체요법, 전문직과 간호, 보건교과의 목표설정, 보건교육평
가의 이론과 실제, 보건과 교수학습자료제작 방법, 교수학습자료제작 평가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2)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

제 15기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을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과정은 보건복지부
의 위임을 받아 현명선 교수가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약 20명이 참여하여 총 1년간 이론 강의 150시간, 실습
850시간을 수행하였으며, 수련생들은 본 과정의 이수를 통해 정신보건간호사 2급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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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관리연구부 사업

(1) 지역 방문보건사업 위탁운영

- 2011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의 방문보건사업을 위탁받아, 수원시 방문보건센터를 운영하였
다.
- 2011년 하남시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과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하였다.
- 2011년 수원시로부터 ‘수원시 은빛 사랑채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수원시로부터 ‘2011 수원시 드림스타트 건강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 수원시로부터 ‘2011 수원시 위스타트 건강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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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연구원 학술활동

◆ 김용순 교수
- 연구비 수혜: 임상간호사의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 대한 인식 및 적용
- 학회 발표: Compare the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actors in vunerable elderly by family type 외
5편

◆ 박지원 교수
- 연구비 수혜: 수원시 권선구 방문보건사업 외 4건
- 학회 발표: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Cardiovascular Risk Level in Vulnerable
Populations 외 3편

◆ 유문숙 교수
- 연구비 수혜: 드라마기법을 이용한 간호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외 3건
- 논문: Effects of Peer Review on Communication Skills and Learning Motivation Among Nursing
Students
- 학회 발표: Relationship between intra-organizational communication level and safety attitude of
nurses 외 3편

◆ 송미숙 교수
- 연구비 수혜: 2011년 하남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외 3건
- 학회 발표: The estimation of the cost saving effects of community-based customized visiting nursing
services on long-term care insurance budgets in Korea 외 1편

◆ 현명선 교수
- 연구비 수혜: 생태학적 관점에 기반을 둔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외 1건
- 논문: 부모의 음주정도와 대학생 자녀의 정신건강 관련요인
- 학회 발표: Subjective experiences of stigma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외 3편

◆ 유혜라 교수
- 연구비 수혜: 간호대학생의 수업평가 영향요인 조사연구
- 논문: Self-efficacy associated with self-management behaviours and health status of South Koreans 외
1편
- 학회 발표: Self-efficacy associated with self-management behaviours and health status of South
Koreans with chronic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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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자 교수
- 연구비 수혜: 대사증후군 근로자에서 인터넷기반 심혈관위험개선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외 2건
- 논문: Effects of a cardiovascular risk reduction intervention with phychobehavioral strategies for Korean
adults with type 2 diabetes and metabolic syndrome 외 3편
- 학회 발표: Effect of an internet-based best exerciser super trainer program on cardiovascular risk
reduction among Korean workers with metabolic syndrome 외 7편

◆ 박진희 교수
- 연구비 수혜: 화학요법관련 인지장애가 있는 유방암환자를 위한 통합적 인지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
과검증
- 논문: 관상동맥질환자의 심질환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외 2편
- 학회 발표: The influence of marital intimacy on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breast cancer
survivors 외 4편

◆ 유미애 교수
- 연구비 수혜: 수원시 위드림스타트 건강사업
- 논문: 남녀 대학생의 남녀평등의식, 성태도와 성희롱 통념간의 관계 외 2편
- 학회발표: The relationships among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s and sexual harassment myth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외 1편

◆ 강세원 교수
- 논문: Effects of visiting nurses’ individually tailored education for low-income adult diabetic patient in
Korea 외 1편
- 학회발표: Moral sensitivity of clinical nurses on the application of the code of ethics for nurses in
Korea 외 2편

◆ 박형란 교수
- 논문: Effects of a cardiovascular risk reduction intervention with phychobehavioral strategies for Korean
adults with type 2 diabetes and metabolic syndrome
- 학회발표: Cardiometabolic risk and state anger with and without hypertriglyceridemia among Korean
male workers with metabolic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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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학년도 동계 교수 워크숍 및 베트남 Hanoi Medical University 간호학과 방문
- 2011학년도 동계 교수 워크숍 및 베트남 Hanoi Medical University 간호학과와 Hanoi Medical Hospital 방문
이 2012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베트남 Hanoi Medical University에서 이루어졌다. 본 행사를 통해 간호
교육과 연구 부문에서의 양 대학간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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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대학 소식

- 2012년 1월 31일 실시된 제 52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간호대학 응시생 41명이 전원 합격하여 11년 연속
100% 국가고시 합격의 기록을 세웠다.

- 제 11회 간호대학 졸업논문발표회가 2011년 8월 24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본 논문
발표회는 정규과정 4학년 학생들이 지도교수 및 동료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노력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
로써, 교수와 재학생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 대학 피임에 대한 지식 및 태도와 피임 실천행위관
계 연구' 외 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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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학년도 간호대학 해외교환학생 연수프로그램 참가결과 보고회가 2011년 9월 19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6월 27일부터 2주간 미국 Sierra International College에서의 수업과 UCLA, Saint
John's 병원에서 견학을 마친 정규과정 10명 학생들이 연수 보고 및 생생한 소감을 전달하였다.

- 간호대학 학생회 축제 ‘청춘예찬’이 2011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전야제,
학술제(우울해도 청춘이다), 다양한 동아리 행사 및 간호인의 밤이 아주대학교 캠퍼스 곳곳에서 다채롭게 개
최되어 간호대학 및 본교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제 1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2011년 12월 6일 아주대학교 종합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임상실습을 앞둔
2학년 학생 74명과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본 행사에는 소의영 아주대 의료원장의 격려사와 김효심 경기도 간호사회장의 축사가 이어져 선서생들의 앞
날을 축복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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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회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RN-BSN) 졸업논문발표회가 2011년 12월 14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
에서 개최되어, ‘암환자 배우자의 스트레스 수준과 간호요구도’ 외 8편의 졸업논문이 발표되었다.

- ‘현장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프리셉터 간담회’가 2011년 10월 17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임상-간호대학 연
찬회’가 2012년 2월 15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본 간담회 및 연찬회에는 약 95명의 프리셉터,
88명의 현장실습지도자 및 간호대학 교수진이 참석하였으며, 현장실습지도에 대한 건의와 개선사항, 졸업생
의 임상현장적응을 위한 학교의 역할에 대한 의견 수렴 등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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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원 간호학과 소식

◆ 재학생 현황
- 대학원에는 2011년 12월 현재, 중환자전문간호사 과정 9명, 응급전문간호사 과정 10명, 노인전문간호사 과정
15명, 가정전문간호사 과정 7명, 일반대학원 과정 25명 등 총 66명의 석사과정 학생과, 총 14명의 박사과정
학생이 재학 중이다. 특히 2011년 3월에는 본 간호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캄보디아 라이프대학 졸업생 4명
이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이론 및 실습 수업에 매진하고 있다.

◆ 영어강좌
- 2011년 석사과목으로 Nursing theory and practice(3학점) / Advanced nursing practice(3학점) / Advanced
health assessment(3학점) / Advanced nursing seminar(3학점) / Nursing researh methodology(3학점) /
Nursing and health Policy(3학점) 등의 강의를 영어로 개설하여, 대학원과정 학생 및 외국인 학생들이 세계
화에 발맞춘 다양한 분야의 영어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 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 2011년 제 8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총 14명(중환자전문간호사 1명, 응급전문간호사 9명, 노인전문간호사
2명, 가정전문간호사 2명)이 최종 합격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 학위 취득
- 2011년 8월과 2012년 2월에 총 11명의 대학원생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위수여자와 논문 제목은 다음
장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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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1년 8월」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강유정: 응급실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남영진: 중환자실 간호사, 의사, 중환자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비교
조영자: 응급실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임종간호태도의 관계

l 「2012년 2월」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고영옥: 중환자실 노인 환자의 욕창예방 중재가 피부의 pH, 수분량 및 욕창발생에 미치는 영향
김기남: 요양보호사를 위한 감염관리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김민정: 구강냉요법이 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구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맹은영: 30도 기울인 체위변경이 중환자실 환자의 욕창예방에 미치는 효과
서인영: 양로시설 여성노인을 위한 하지근력운동 프로그램의 효과
신현경: 캉가루식 돌보기가 미숙아의 성장, 수유량 및 어머니의 역할수행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이임정: 신규간호사의 수면질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지각된 건강상태
조윤주: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중요성 인식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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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사
과학적 간호실무능력을 발휘하는 간호사
세계화를 추구하는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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