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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부 사업

(1)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학술대회 개최

2014년 10월 29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아주대학교의료원 20주년 기념 간호대학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다. ‘응급간호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응급간호사의
역할과 전망(아주대학교병원 민영기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응급간호와 관련된 정책 이슈(병원응급간호
사회 장봉희 회장) △응급간호의 현재와 교육방향(동아대 이은남 교수) △응급간호 최신 연구 동향(아
주대학교 간호대학 유혜라 교수) △응급간호 실무 동향: 응급실·중증외상센터(길병원 최민경 간호사) △
응급간호 실무 동향: 응급의료정보관리(아주대학교병원 조영자 간호사)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간
호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 및 간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학회는 응급 간호와 관련된 이슈들과
연구뿐만 아니라 실무동향을 통해 응급간호의 학문적, 임상실무적 발전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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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연간 11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 3월 학술집담회
· 주제: 연구방법론1 -가설에 따른 통계컨셉
· 일시: 2014년 3월 20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이현영 (아주대 병원 지역임상시험센터)

◆ 4월 학술집담회
· 주제: 정보검색 - Pubmed & CINAHL검색
· 일시: 2014년 4월 3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안재희 (아주대 의학문헌정보센터)

· 주제: 연구방법론2 -샘플 크기
· 일시: 2014년 4월 17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이현영 (아주대 병원 지역임상시험센터)

◆ 5월 학술집담회
· 주제: IRB심의기준 및 신청방법
· 일시: 2014년 5월 8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성진옥 간사 (아주대 병원 기관윤리심의사무국)

· 주제: 프로그램 학습성과 간접평가도구 개발
-간호과정 적용능력을 중심으로· 일시: 2014년 5월 22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송주은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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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교과목 학습성과 평가결과와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결과와의 관계
· 일시: 2014년 5월 22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박지원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주제: 교수법1: 임상사례에 근거한 시나리오 중심 서술형 평가
· 일시: 2014년 5월 22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박진희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9월 학술집담회
· 주제: 정보검색 - Pubmed & CINAHL검색
· 일시: 2014년 9월 25일(목) 16:00-17:00
· 장소: 송재관 2층 혁신학습실
· 강사: 안재희 (아주대 의학문헌정보센터)

◆ 10월 학술집담회
· 주제: 간호학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자 수 구하기
· 일시: 2014년 10월 2일(목) 16:00-17:00
· 장소: 송재관 2층 7강의실
· 강사: 강대용 교수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 주제: 전달력, 설득력을 높이는 강의기법
· 일시: 2014년 10월 16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1세미나실
· 강사: 윤원선 강사(W스피치 커뮤니케이션)

◆ 11월 학술집담회
· 주제: 암생존자의 건강정보탐색능력 관련요인 조사
· 일시: 2014년 11월 13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1세미나실
· 강사: 이아름 박사수료생 (2014년 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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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재가노인의 만성통증 중재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분석· 일시: 2014년 11월 13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1세미나실
· 강사: 박형란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주제: 교육목표 달성 평가도구 개발 연구
· 일시: 2014년 11월 27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1세미나실
· 강사: 현명선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주제: 한국판 FACT-Cog의 타당도와 신뢰도
(the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Cognitive Function)
· 일시: 2014년 11월 27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1세미나실
· 강사: 박진희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3) 산학협동 학술연구

2014년 아주대학교 병원 간호부 연구위원회와 간호과학연구소 교수연구원이 협동하여, 임상협동 학술연구를
지속 수행한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 Effect of Trunk-to-Head Bathing on Physiological Responses in Newborns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2014;43(6):742-751)
- 소현숙, 문지영, 황명진, 김현경, 편숙진, 신미영 간호사, 장봉희 응급간호팀장, 유미애 교수

▪ 급성기 노인 입원 환자의 자기효능감과 가족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정간호학회지, 2014;21(1):52-59)
- 박병남 간호사, 박진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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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부 사업

(1)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 운영

본 연구소에서는 제 18기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2014년 3월~2015년 2월)을 운영하였다. 본 과정은 보건복
지부의 위임을 받아 현명선 교수가 교육과정을 담당하였고, 총 1년간 이론 강의 150시간, 실습 850시간을 운영
하였다. 본 과정을 이수한 20명의 수련생들이 정신보건간호사 2급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었고 2015년 3월 3일
수료식과 함께 2015학년도 입학식도 거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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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관리연구부 사업

(1) 지역 방문보건사업 위탁운영

- 2014년 수원시로부터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의 방문보건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 2014년 하남시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6

아주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4. 교수연구원 학술활동

◆ 박지원 교수
- 연구비 수혜: 수원시 권선구 방문건강관리사업 외 4건
- 논문: Relationships of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to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외 1편
- 학회 발표: 교과목 학습성과 평가결과와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결과 간의 관계 외 4편

◆ 유문숙 교수
- 연구비 수혜: 간호사의 근무환경에 따른 환자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 및 사고보고에 대한 태도
- 논문: 중환자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몰입 외 2편
- 학회 발표: 학습성과 평가의 이론 및 실제 외 2편

◆ 송미숙 교수
- 연구비 수혜: 2014년 하남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외 2건
- 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분류 틀 개발 및 타당도 검증 외 1편
- 학회 발표: 장기요양보험등급외 대상자를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 표준 개발 외 3편

◆ 현명선 교수
- 논문: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희망과 회복: 치료자와의 치료적 관계의 매개효과 외 1편
- 학회 발표: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instrument for Achievement of Education Objectives 외 1편

◆ 유혜라 교수
- 논문: 암환자의 건강정보 탐색 및 관련 요인 조사 연구
- 학회 발표: Collaboration for Health Communication Network in an Intergrative Health Center in South Korea
외 1편

◆ 김춘자 교수
- 연구비 수혜: 대사증후군 위험 대상자의 약물복용 순응도 증진을 위한 맞춤형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외1편
- 논문: Effects of a Community-Based Intervention on Cardio-Metabolic Risk and Self-Care Behaviour in
Older Adults with Metabolic Syndrome
- 학회 발표: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s of Depressive Symptoms to
Medication Adherence in Korean Older Adults with Type 2 Diabetes 외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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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 교수
- 연구비 수혜: 유방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HOPE 프로그램의 개발 외 2편
- 논문: 급성기 노인 입원 환자의 자기효능감과 가족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외 4편
- 학회 발표: 대학생의 신체상과 체중조절 지식이 운동중독에 미치는 영향 외 4편

◆ 송주은 교수
- 연구비 수혜: 중국인 결혼이민 초산모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후모성적응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외 2편
- 논문: Changes in Perceived Health Status, Physical Symptoms, and Sleep Satisfaction of Postpartum
Women over Time 외 3편
- 학회발표: 산후조리원 이용 초산모의 교육 및 간호요구도 분석 외 4편

◆ 유미애 교수
- 연구비 수혜: 청소년의 수면습관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외 1편
- 논문: 일반병동 전실예정의 중환자실 환자 가족의 부담감 영향요인 외 1편
- 학회발표: Sleep Proble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Receiving Chemotherapy 외 5편

◆ 부선주 교수
- 논문: Accuracy of Inhaler Use in Patients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외 1편
- 학회발표: Perspectives on Chronic Pain Management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 박형란 교수
- 논문: Effect of a Community-Based Intervention on Cardio-Metabolic Risk and Self-Care Behaviour in
Older Adults with Metabolic Syndrome
- 학회발표: Perspectives on Chronic Pain Management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 서은지 교수
- 논문: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수준과 정서지능, 자기 통제력과의 관계
- 학회발표: Effect of Home-based Oral Health Education for Community-dweling Elderly in Korea 외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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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 간호대학-태국 탐마삿대학교 상호교류 프로그램 실시
2014년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태국 Thammassat University 간호학과와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류를 위하여 태국 탐마삿대학교 간호학과에서는 교직원 4명과 학생 5명이 아주대학
교 간호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2박 3일 일정으로 교수 그룹과 학생 그룹으로 나누어 교류 일정을 진행하
였다.
8월에는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진 2명과 3,4학년 학생 8명이 19일부터 24일까지 태국 탐마삿대학
교를 방문하였다. Thammassat University의 병원견학과 어린이집 방문, 실습수업 참여 등의 일정이 진
행되었고, 송주은 교수의 논문 발표와 4학년 학생들의 논문발표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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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학년도 간호대학 동계 교수워크숍
본 간호대학 교수진은 2015년 2월 3일부터 8일까지 2014학년도 동계 교수 워크숍을 1,2차에 걸쳐 시
행하였다. 2월 3일 학습성과 평가체계 정련화를 주제로 1차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2월 5일부터 2월 8
일까지 대만에서 개최한 EAFONS 학회에 참석하여 국립대만대학교 간호학과장과 대학간의 상호 협력
및 교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대만 까오슝대학 간호대학장과 연구교류 및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하
였다. 또한 홍콩과 일본의 노인 간호 관련 국제연구회의에 참여하여 다국가간 비교연구와 관련된 추후
연구 진행방향과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학회 참석 및 워크숍을 통해서 국제연구팀에 참여하게
되어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의 Network를 형성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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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대학 소식

◆ 중앙일보 이공계열 학과평가 전국 62개교 중 4위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이 2014 중앙일보 이공계열 학과평가에서 4위로 평가됐다. 평가대상은 전국 62
개 간호학과이다. 2014 중앙일보 학과평가 자료에 따르면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은 전임 1인당 국제논
문 0.421편, 중도탈락률 0.3% 등 주요 평가영역 지표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전임 1인당 교외연
구비 2억4783만원으로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2014 중앙일보 학과평가 항목은 ▲교육환경 ▲교수역량
▲재정지원 ▲교육효과 등 4개 부문의 8개지표이며, 자료는 교육부의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
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수집했다.

◆ 간호대학 4학년 졸업논문발표회
제14회 간호대학 4학년 졸업논문발표회를 8월 26일 아주대병원 별관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본 논
문발표회는 정규과정 4학년 학생들이 팀별 교수의 지도하에 동료학생들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서, 간호대학 교수와 재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의 카페인 음료섭취
정도와 수면의 질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외 1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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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교환학생 연수 프로그램 - 미국
본 간호대학은 2014학년도 간호대학 해외교환학생 연수프로그램 참가결과 보고회를 2014년 9월 29일 아주대학
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6월 28일부터 2주간 미국 White Memorial Medical Center, Grand Park
Convalescent Hospital, LA Children's Hospital, UCLA Medical Center,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그리고 미국의 Home Health Care를 견학한 간호대학 8명 학생들이 연수 결과를 보고하였다.

◆ 아주대학교 UR day 참여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UR (Undergraduate Research) day에 간호대학 10개 팀이 모두 참가하여 포스터
전시와 발표 시간을 가졌다.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11월 28일에 개최한 본 행사에서 박지원 교수의 지도하
에 “대학생의 카페인 음료 섭취정도와 수면의 질 및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홍민영 외 5명이 간호대학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나이팅게일 선서식
제 1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2014년 11월 21일 아주대학교 종합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임상실습을 앞둔
2학년 학생 74명과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시간이 되었다. 본 행사에서
유문숙 학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문성 제1 진료 부원장의 격려사를 통해 선서생들이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강조하였고, 동영상으로 제작된 나이팅게일의 일대기를 개괄하며 나이팅게일의 업적과 나이팅게일
선서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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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 졸업 논문발표회
제16회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RN-BSN) 졸업논문발표회를 2014년 12월 17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대강당
에서 개최하여, ‘노인 당뇨 환자의 사회활동참여, 자아존중감, 자가간호행위간의 관계’외 10편의 졸업논문을
발표 하였다.

◆ 현장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프리셉터 간담회
‘현장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프리셉터 간담회’를 2014년 11월 3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
는 72명의 프리셉터와 간호대학 교수진이 참석하여 현장실습지도에 대한 건의와 개선요청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실습지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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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국가고시 전원합격
2015년 1월 23일 실시된 제 55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76명 중 76명이 전원 합격하였다.

◆ 간호대학 교수 및 아주대병원 현장실습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간호대학 교수 및 아주대병원 현장실습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2015년 2월 12일 강원도 원주 뮤지엄 산에서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에는 33명의 현장실습 지도자와 간호대학 교수진이 참석하여 실습운영 평가내용을 공유하
고 향후 실습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 임상-간호대학 연찬회 개최
‘임상-간호대학 연찬회’를 2015년 2월 24일 아주대학교 종합관에서 개최하였다. 본 연찬회에는 71명의 현장실습
지도자와 간호대학 교수진이 참석하여 현장실습지도 및 졸업생의 임상현장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
기 위해 토론을 진행하였고, 2015학년도 실습지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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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원 간호학과 소식

◆ 재학생 현황
대학원에는 2014년 12월 현재, 응급전문간호사 과정 15명, 노인전문간호사 과정 13명, 임상전문간호
사 과정 15명, 일반대학원 과정 33명 등 총 76명의 석사과정 학생과, 총 29명의 박사과정 학생이 재
학 중이다.
◆ 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2014년 제 11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총 13명(중환자전문간호사1명 , 가정전문간호사2명, 노인전
문간호사3명, 응급전문간호사7명)이 최종 합격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 전공탐색프로그램 시행
2014학년도 대학원 간호학과에서는 각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즐겁고 유익한 대학원 생활을 위하
여 5월 29일(목) 간호대학 1층 야외광장에서 전공탐색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교수와 재학생 117명
이 참석하여 선·후배간 멘토-멘티를 형성하고, 대학원 과정과 연구 영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대학원 해외 연수교육
2014학년도 대학원 간호학과는 해외 교육프로그램을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독일 및 네덜란드에서 시행하였
다. 박지원 학장을 비롯한 14명의 참가자는 독일 쾰른대학교병원, 카이저스베르트 간호학교 및 네덜란드 가정방
문간호센터 등을 견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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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간호학과 워크숍 시행
대학원 간호학과는 2015년 2월 25일 아주대학교 송재관 선인재에서 신입생/재학생과 수료생/졸업생 및 교수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2015학년도 대학원 간호학과 워크숍‘을 시행하였다. 대학원 간호학과 주요현황 및
교수를 소개한 후, 2014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전공별 교육과정 지도 및 학
위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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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취득
2014년 8월과 2015년 2월에 총 23명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위수여자와 논문제목은
아래와 같다.

-「2014년 8월」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이종원(간호학: 장기요양급여대상 재가여성 노인의 요실금 관련 요인
강대숙(가정): 관상동맥 재협착질환자의 가족지지와 건강행위 이행에 관한 연구
김인숙(응급): 응급실 소아환자에게 적용한 열요법이 정맥주사 소요시간, 수행 횟수와 일차 성공률에
미치는 효과

-「2015년 2월」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전미영(간호학): 혈액투석환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환자역할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용희(간호학): 대학생의 생활습관과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과의 관계
김경희(간호학): 임상간호사의 분노표현유형과 정신건강
마진경(간호학): 임상간호사의 코칭유형에 따른 감성지능과 조직몰입
심수경(간호학): 학업 병행간호사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김영임(간호학):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감과 치매지식 및 사회적 지지
조정화(간호학): 임상간호사의 심폐소생술 금지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수행
김라미(간호학): 간호사의 문화간호역량 교육요구와 문화적 역량
오자영(응급): 시뮬레이션기반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전문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이순미임상): 간호사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주희(임상): 신규 간호사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조직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서숙진(임상):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오진환(가정):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임종간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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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월」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남애리나: 한국 중환자 섬망 선별도구 개발
박미미 : 간호사 극복력 측정도구 개발
배소현 : 증상관리모델 기반 신경계 환자의 갈증사정 체크리스트 개발
이도영 : 비만여성을 위한 웃음치료프로그램의 효과 : 스트레스, 심리신경내분비 면역반응
이은희 : 성과기반 간호 시뮬레이션 실습평가 루브릭 개발
한영희 : 중소병원 간호사의 임상경력제도 개발
황명숙 : 기능강화 웃음치료가 노인의 우울, 인지 및 폐기능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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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사
능력을 발휘하는 간호사
세계화를 추구하는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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