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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부 사업

(1)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3년 10월 10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아주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 간호대학 국제학술대회’를 개
최하였다. ‘만성질환자를 위한 간호(Nursing interventions for adults with chronic disease)’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
술대회에서는 △만성질환 관련 간호중재에 대한 일본 내 최신 연구 동향(일본 후쿠오카대학교 간호학부 Ikuko
Miyabayashi), △만성질환자를 위한 신체활동과 중재전략(태국 탐마삿대학교 간호대학 Teeranut Harnirattisai), △
관절통증 관리를 위한 타이치 운동요법(충남대학교 간호대학 송라윤), △당뇨의 자가관리 프로그램(아주대학교 간
호대학 유혜라), △유방암환자의 증상관리와 적응증진을 위한 간호중재(아주대학교 간호대학 박진희)에 관한 강연
이 진행되었다. 간호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 간호대학, 의과대학 교수 및 간호사 보수교육자 등 약 240명이 참석
하여 성황을 이룬 본 국제학술대회는, 점차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질병패턴에 따라 질병치료만이 아니라 예
방과 자기관리 영역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만성질환 간호와 관련된 학문적, 임상실무적 발전방향과 국제교
류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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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집담회 개최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석⋅박사과정 학생, 교수진 및 연구진을 대상으로, 간호 실무와 대상자 교육, 교수 방법 관
련 주제로 학술집담회를 2013년 연간 9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 3월 학술집담회
· 주제: 티칭 포트폴리오 개발 및 활용전략
· 일시: 2013년 3월 28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조용개 교수 (계명대학교)

◎ 4월 학술집담회
· 주제: IRB 심의기준 및 신청방법
· 일시: 2013년 4월 11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성진옥 간사 (아주대병원 기관윤리심의사무국)

◎ 5월 학술집담회
· 주제: 연구방법 관련 - 통계강연1: 가설에 따른 통계컨셉
· 일시: 2013년 5월 2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이현영 통계학자 (아주대의료원 지역임상시험센터)

· 주제: 재원 알코올 의존자를 위한 인지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 병식, 금주 자기효능감, 회복 · 일시: 2013년 5월 30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우주현 박사 (2012 박사졸업자, 현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주제: 중증 정신장애인의 정신재활을 위한 한국형 ACT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일시: 2013년 5월 30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김영희 박사 (2011 박사졸업자, 현 이음병원 정신보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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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학술집담회
· 주제: 연구방법 관련 - 통계강연2: Sample size
· 일시: 2013년 6월 13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이현영 통계학자 (아주대의료원 지역임상시험센터)

◎ 10월 학술집담회
· 주제: 학생과 소통하는 대화의 기술
· 일시: 2013년 10월 17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신희천 교수(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주제: 음악감상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정서지능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 일시: 2013년 10월 31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유문숙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주제: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self-reported measure of medication adherence
· 일시: 2013년 10월 31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김춘자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11월 학술집담회
· 주제: Influencing factors to emotional labors of emergency room nurses
· 일시: 2013년 11월 14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이도영 박사과정생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주제: 장기요양 대상자의 방문간호 요구도와 급여계획에 대한 조사연구
· 일시: 2013년 11월 14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송미숙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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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아동의 약물복용, 부모의 투약에 대한 지식과 부작용에 대한 인식
· 일시: 2013년 11월 28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유미애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3) 산학협동 학술연구

2013년 아주대학교 병원 간호부 연구위원회와 간호과학연구소 교수연구원이 협동하여, 임상협동 학술연구를 지
속 수행하여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연구 제목 및 개재 학술지는 다음과 같다.

▪ 신입간호사의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가정간호학회지, 2013;20(2):124-132)
- 박정옥, 이미정 수간호사, 김경자 간호사, 장봉희 응급간호팀장, 유문숙 교수

(4) 2013학년도 하계 특강

2013학년도 하계방학 중 대학 구성원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통계분석에 대한 하계 특
강을 개최하였다. ‘연구설계와 통계분석 및 해석’이라는 주제로 미국 Florida University 간호대학의 안효철 교수를
초빙하여 Regression, Multi-level modeling, Longitudinal growth modeling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석박사과정생을 포함하여 약 40여 명이 참석하여 간호연구와 통계분석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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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부 사업

(1)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 운영

본 연구소에서는 제 17기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2013년 3월~2014년 2월)을 운영하였다. 본 과정은 보건복지
부의 위임을 받아 현명선 교수가 교육과정을 담당하였고, 총 1년간 이론 강의 150시간, 실습 850시간을 운영하였
다. 본 과정의 이수를 통해 총 20명의 수련생들이 정신보건간호사 2급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어 2014년 3월 4일
수료식을 거행하였고, 동시에 2014학년도 입학식도 거행하였다.

(2) 장기요양 방문간호 중재프로그램 훈련 보수교육 운영

본 연구소에서는 방문간호사들이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주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중심의 다양한 간호
중재를 교육받을 수 있는 보수교육을 2013년 5월 25일에 개최하였다. ‘장기요양 방문간호 중재프로그램 훈련’을
주제로 열린 보수교육에서는 △장기요양 대상자 간호계획에 대한 이해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송미숙 교수), △장기
요양 대상자 간호계획 모의작성과 평가 (너싱홈 해원 임경숙 원장), △사례관리틀을 이용한 허약노인 간호 및 사례
관리틀을 이용한 복합질환을 갖고 있는 장기요양 대상자 간호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송미숙 교수), △노인투약 약
물에 대한 이해 및 노인투약 간호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김춘자 교수),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아주대
학교 간호대학 송미숙 교수), △인지재활 프로그램 적용 (너싱홈 해원 임경숙 원장)에 관한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
였다. 경기지역 방문간호사 등 57명이 참석하여 보수교육 8평점을 이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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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대학 성과기반 간호교육 프로그램 운영 워크숍 운영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은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2주기 인증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소에서는
전국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 교수진을 대상으로 성과기반 간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워크숍을 2014년 6월 28일에
시행하였다. 본 워크숍에서는 △간호교육목표와 학습성과의 연계(현명선 교수),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 구성(김
춘자 교수),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체계 개발(송주은 교수), △새로운 교수법 운영-팀기반 수업(박형란 교수)에
관하여 강연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전국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 교수진 116명이 참석하여 본 대학의 사례
와 인증평가 관련 경험을 공유하였고, 추후에 성과기반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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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교사의 성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성 확장 직무연수과정 운영

본 연구소는 ‘경기도 초⋅중⋅고등 보건교사의 성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성 확장’이라는 주제로 2014년
1월 13일~2월 28일까지 총 10차에 걸쳐 직무연수를 시행하였다. 본 연수과정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할/자세/윤
리기준, 성폭력 발생의 기전(과학적 접근), 성폭력에 대한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지역사회와 연계한 성폭력 대처방
안, 성문제관련 학교에서의 행정적 업무, 학교에서의 성교육 실제, 강의경험나누기와 문제해결방안 찾기 등에 대한
강의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보건교사 약 1,634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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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관리연구부 사업

(1) 지역 방문보건사업 위탁운영

- 2013년 수원시로부터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의 방문보건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 2013년 하남시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2) 간호서비스 표준개발

대한간호협회에서 주관하는 방문간호서비스 표준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경도인지장애
대상자를 위한 방문간호서비스 표준”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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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연구원 학술활동

◆ 김용순 교수
- 논문: Moral sensitivity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code of ethics 외 2편

◆ 박지원 교수
- 연구비 수혜: 수원시 권선구 방문건강관리사업 외 4건
- 논문: 섬망교육프로그램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지식, 간호중재 중요도 및 수행에 미치는 영향 외 2편
- 학회 발표: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s from Korea and Cambodia 외 13편

◆ 유문숙 교수
- 논문: 요양병원 노인환자의 인지기능,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외 3편
- 학회 발표: The effectiveness of case-based learning on the problem solving abilities, communication skills,
and learning motivation on nursing students 외 2편

◆ 송미숙 교수
- 연구비 수혜: 2013년 하남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외 1건
- 논문: 노숙인 쉼터거주자의 건강행태, 건강수준과 보건의료기관 이용양상: 성인과 노인 남성 노숙인의 비교 외
1편
- 학회 발표: Development of "K-Model" for providing comprehensive health care to vulnerable population in
Korea 외 2편

◆ 현명선 교수
- 연구비 수혜: 교육목표 달성 평가 도구 개발 연구
- 논문: 알코올 중독 환자의 병식과 자아존중감 및 대처방식 연구
- 학회 발표: The mediating effect of therapeutic relationship with mental health professionals in the relation
between hope and recovery and recovery of the mentally ill 외 3편

◆ 유혜라 교수
- 연구비 수혜: 암생존자의 건강정보탐색능력(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관련요인 조사
- 논문: Gender differences of health begaviors and quality of life of Koreans with asthma
- 학회 발표: Self-management program for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외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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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자 교수
- 연구비 수혜: 대사증후군 위험 대상자의 약물복용 순응도 증진을 위한 맞춤형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논문: Psychometric evalu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8 item medication adherence scale in rural older
adults with hypertension 외 2편
- 학회 발표: Prevalence and associated factors of medication adherence among Korean adults with
hypertension and type2 diabetes 외 7편

◆ 박진희 교수
- 연구비 수혜: 유방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HOPE 프로그램의 개발 외 2편
- 논문: Effects of a psychoeducational intervention for secondary prevention in Korea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A pilot study 외 2편
- 학회 발표: Interventions to enhance health outcomes for women diagnosed and surviving breast cancer 외
5편

◆ 송주은 교수
- 연구비 수혜: 생태학적 관점과 통합적 애착이론에 기초한 산후조리원 이용초산모를 위한 모성적응
증진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평가 외 1편
- 논문: 국내 모성적응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외 3편
- 학회발표: 분만실 실습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와 알고리듬 개발 연구 외 5편

◆ 유미애 교수
- 논문: 중년여성의 골감소증 위험요인 외 2편
- 학회발표: Parental experience and knowledge on medication administration to their children 외 2편

◆ 박형란 교수
- 연구비수혜: 재가노인의 만성통증 중재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분석
- 논문: 수동적 음악청취가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 학회발표: The impact of team-based learning on students' teamwork percep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외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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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Thammasat University 간호대학장 방문
2013년 5월 9일 태국 Thammasat University 간호대학장 일행이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을 방문하였다. Manyat
Ruchiwit 간호대학장을 비롯하여 간호대학 교수 2명과 Kampol Ruchiwit 탐마삿 대학 부총장이 방문하여 MOU 체
결 이후 상호 협력 및 연구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2013학년도 하계 교수 워크숍 및 일본 Fukuoka University 간호학부 방문
본 간호대학 교수진은 2013년 7월 2일~6일까지 2013학년도 하계 교수 워크숍을 시행하고 일본 Fukuoka
University 간호학부를 방문하였다. 본 행사를 통해 간호교육과 연구 부문에서의 양 대학간 협력증진의 방안을 모색
하였고,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에 후쿠오카 대학 간호학부장을 연자로 초청하는 등 연구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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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대학 소식

-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이 2013년도 간호교육인증평가의 인증을 받았다. 2012학년도 하반기 인증평가를 신청하여
2013년 5월 1일에 방문평가를 받았으며, 학습성과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과 임상현장에 필요한 핵심실무능력 강
화를 위한 총 6개 영역(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교육성과,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의 32개 항목에 대해
모두 『인증 (2013년 6월 14일부터 2018년 6월 13일까지 5년)』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은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간호교육기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 제 13회 간호대학 졸업논문발표회가 2013년 10월 28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본 논문발
표회는 정규과정 4학년 학생들이 팀별 교수의 지도하에 동료학생들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서, 간호대
학 교수와 재학생 등 약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NS사용이 대학생의 사회적 유대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
향' 외 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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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간호대학은 2013학년도 간호대학 해외교환학생 연수프로그램 참가결과 보고회를 2013년 9월 30일 아주대학
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6월 28일부터 2주간 미국 Holy Cross Medical Center, Regency Park Oak
Knoll, City of Hope Medical Center, LA Children Hospital, UCLA Medical Center,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그리고 미국의 Home Health Care를 견학한 간호대학 7명 학생들이 연수 결과를 보고하였다.

-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UR (Undergraduate Research) day에 간호대학 10개 팀이 참가하여 포스터 전시와
발표 시간을 가졌다.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11월 29일에 개최한 본 행사에서 유문숙 교수의 지도하에 “대학
생의 스마트폰 중독, 상태불안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박지영 외 6명이 간호대학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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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2013년 11월 26일 아주대학교 종합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임상실습을 앞둔 2
학년 학생 71명과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시간이 되었다. 본 행사에서
박지원 학장의 인사말에 이어 소의영 아주대 의료원장의 격려사를 통해 선서생들이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강조하였고, 동영상으로 제작된 나이팅게일의 일대기를 개괄하며 나이팅게일의 업적과 나이팅게일
선서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 제15회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RN-BSN) 졸업논문발표회가 2013년 12월 18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대강당에
서 개최되어, ‘신규간호사의 유머감각 및 유머스타일과 현장적응과의 관계’외 10편의 졸업논문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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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24일 실시된 제 54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77명 중 77명이 전원합격하였다.

- ‘현장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프리셉터 간담회’가 2013년 11월 4일 수원 호텔 캐슬에서 개최되었다. 본 간담회에
는 72명의 프리셉터와 간호대학 교수진이 참석하여 현장실습지도에 대한 건의와 개선요청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 실습지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임상-간호대학 연찬회’가 2014년 2월 17일 수원 호텔 캐슬에서 개최되었다. 본 연찬회에는 83명의 현장실습지
도자와 간호대학 교수진이 참석하여 현장실습지도 및 졸업생의 임상현장적응을 위한 학교와 병원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고, 2014학년도 실습지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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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원 간호학과 소식

◆ 재학생 현황
- 대학원에는 2013년 12월 현재, 응급전문간호사 과정 15명, 노인전문간호사 과정 8명, 가정전문간호사 과정 2
명, 임상전문간호사 과정 9명, 일반대학원 과정 35명 등 총 69명의 석사과정 학생과, 총 33명의 박사과정 학
생이 재학 중이다.

◆ 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 2013년 제 10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총 31명(중환자전문간호사 6명, 응급전문간호사 8명, 노인전문간호
사 12명, 가정전문간호사 5명)이 최종 합격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 전공탐색프로그램 시행
- 2013년 6월 5일에 대학원 간호학과의 전공탐색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대학원 간호학과 전공별로 교수와 재
학생이 모여 대학원생 간의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고 각 전공에 대한 탐색의 시간을 가졌다.

◆ 노인요양시설 연수교육
- 2013학년도 대학원 간호학과는 노인복지요양시설 연수교육프로그램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에서 시행하였다. 인솔자 1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참가자는 후쿠오카의 純眞대학을 방문하여 일본 간호학과 교육
시설을 견학하였고, 사가杵藤(기도)보건복지사무소와 의료법인 竜門堂(Ryumondo), 종합케어센터 泰生理를 방문
하여 지역고령자 상담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노인 그룹홈, 주간보호프로그램, 소규모 다기능 거택수발, 쇼트스테
이 서비스 등을 견학하였다. 이어, 오이타개호연수센터에서 일본의 개호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요양실무에 대
한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일본의 실버주택모델과 복지용구 전시장을 견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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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간호학과 워크숍 시행
- 대학원 간호학과는 2014년 2월 21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신입생/재학생과 수료생/졸업생 및 교수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한 ‘2013학년도 대학원 간호학과 워크숍‘을 시행하였다. 대학원 간호학과 주요현황 및 교수를 소개
한 후, 2013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전공별 교육과정 지도 및 학위과정에 대
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17

제 6 호

◆ 학위 취득
- 2013년 8월과 2014년 2월에 총 17명의 대학원생이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학위수여자와 논문 제목은 아래
와 같다.

l 「2013년 8월」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최민아(간호학): 뇌졸중 후 피로와 일상생활기능과의 관계
김정임(가정): 갑상선암 여성환자의 수술 후 심리사회적 적응 관련 요인
주경원(노인): 복강경 위절제술 환자를 위한 자가통증조절기 교육효과
강 문(노인): 대장내시경 전 걷기운동이 대장정결도와 불편감에 미치는 효과
김지혜(노인):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양육태도,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오성은(응급): 임상간호사의 감성지능, 감정노동과 소진

l 「2014년 2월」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이예리(간호학): 여자 청소년 어머니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의도 영향 요인
김아영(간호학): 종합병원 의료종사자의 직종별 표준주의 인지도와 수행도
김유경(간호학): 임상간호사의 팀워크와 직무만족도
김문선(간호학): 중년여성의 운동행위와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거주지역 환경
나은미(간호학): 프리셉터 간호사의 업무부담감과 스트레스 대처유형
박미현(간호학): 취학전 아동이 있는 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우혜진(간호학): 임상간호사의 사회적 지지와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
최은미(간호학):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
권미나(가정):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감정노동 및 소진
김성남(가정): 중환자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몰입간의 관계
김정숙(중환자):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와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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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사
능력을 발휘하는 간호사
세계화를 추구하는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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