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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부 사업

(1)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학술대회 개최

2015년 9월 2일 아주대학교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 2015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학술대회’를 개최
하였다. ‘간호실무 확장을 위한 최신 간호중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사 증후군에
서 심혈관 위험도 개선을 위한 심리행위적 간호중재(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김춘자 교수) △환자의 장재
력 활성을 위한 간호중재(한남대학교 박종덕 교수) △비만 여성을 위한 웃음치료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
과(경복대학교 이도영 교수) △중환자 섬망선별도구 개발과 임상 활용(아주대학교병원 남애리나 간호사)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간호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 및 간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
회는 간호 고유의 지식체 및 간호 중재를 개발하고 이를 간호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간호사의 역할을 확
대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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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집담회 개최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석⋅박사과정 학생, 교수진 및 연구진을 대상으로 간호 실무와 대상자 교육, 교
수 방법 관련 주제로 학술집담회를 2015년 연간 12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 3월 학술집담회
· 주제: 정보검색 - Pubmed & CINAHL검색
· 일시: 2015년 3월 26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신성은 (아주대 의학문헌정보센터)

◆ 4월 학술집담회
· 주제: 연구방법론 – Meta-Analysis Nursing Research
· 일시: 2015년 4월 9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강대용 교수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주제: 연구방법론 – Meta-Analysis Nursing Research
· 일시: 2015년 4월 30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강대용 교수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 5월 학술집담회
· 주제: Build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Research
· 일시: 2015년 5월 7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김춘자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주제: IRB심의기준 및 신청방법
· 일시: 2015년 5월 14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성진옥 간사 (아주대 병원 기관윤리심의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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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학술집담회
· 메르스 관련하여 집담회 취소

◆ 9월 학술집담회
· 주제: 연구방법론 - 통계기법
· 일시: 2015년 9월 17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강대용 교수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 10월 학술집담회
· 주제: 정보검색 - Pubmed & CINAHL검색
· 일시: 2015년 10월 1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신성은 (아주대 의학문헌정보센터)

· 주제: 연구방법론 - 통계기법
· 일시: 2015년 10월 15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강대용 교수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 주제: 증상관리모델 기반 신경계환자의 갈증사정 체크리스트 개발
· 일시: 2015년 10월 29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배소현 교수 (삼육보건대 간호대학)

· 주제: 중소병원 간호사의 임상경력제도 개발
· 일시: 2015년 10월 29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한영희 교수 (경동대학교 간호대학)

3

제 8 호

◆ 11월 학술집담회
· 주제: IRB심의기준 및 신청방법
· 일시: 2015년 5월 14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성진옥 간사 (아주대 병원 기관윤리심의사무국)

◆ 12월 학술집담회
· 주제: 간호사 극복력 측정 도구 개발
· 일시: 2015년 11월 26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박미미 간호부장 (아주대학교 병원)

· 주제: 성과기반 간호 시뮬레이션 실습평가 루브릭 개발
· 일시: 2015년 11월 26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이은희 교수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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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부 사업
(1)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 운영
본 연구소에서는 제 19기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2015년 3월~2016년 2월)을 운영하였다. 본 과정
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현명선 교수가 교육과정을 담당하였고, 총 1년간 이론 강의 150시간, 실
습 850시간을 운영하였다. 본 과정을 이수한 20명의 수련생들이 정신보건간호사 2급 자격증을 획득하
게 되었고 2016년 3월 7일 수료식과 함께 2016학년도 입학식도 거행하였다.

3. 간호관리연구부 사업
(1) 지역 방문보건사업 위탁운영
- 송미숙교수가 2015년 하남시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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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연구원 학술활동
(1) 학술활동
◆ 박지원 교수
- 연구비 수혜: 재가 독거노인 영양개선을 위한 방문교육의 효과
- 논문: Factors inﬂuencing evidence-based nursing utilization intention in Korean practice nurses 외 6건
- 학회 발표: Lifestyle Behaviors and Central Obesity among Community-Dwelling Female Older Adul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외 4편

◆ 유문숙 교수
- 연구비 수혜: 2015 학생 건강표준지표 개발 연구
- 논문: Effects of case-based learning on communication skills, problem-solving ability, and learning motivation
in nursing students 외 4건
- 학회 발표: Awareness of Health Education Environment, Teachers'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School
Health Teachers in Korea 외 4편

◆ 송미숙 교수
- 연구비 수혜: 2015년도 하남시 방문건강관리사업
- 논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가급여 유형별 이용권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외 4건
- 학회 발표: Development of the standard home care for the beneficiari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with
mild dementia 외 2편

◆ 현명선 교수
- 연구비 수혜: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관련 변인 연구 - 생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 논문: 일 대학의 간호교육목표 달성도 평가를 위한 간호실무능력 평가도구 개발
- 학회 발표: 고등학생의 외재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 3편

◆ 유혜라 교수
- 논문: 재가 갑상선암 환자를 위한 지역암센터 자가관리프로그램 중재 효과에 대한 예비연구
- 학회 발표: The Effect of Integrated relaxation intervention on patients with thyroid cancer between diagnosis
and surgery: A Preliminary case study 외 1편

◆ 김춘자 교수
- 연구비 수혜: 대사 증후군 위험 대상자의 약물복용 순응도 증진을 위한 맞춤형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외 2건
- 논문: Assessment of Cardiovascular Risk in Adults With Type 2 Diabetes and Metabolic Syndrome:
Framingham Versus UKPDS Equations 외 8편
- 학회 발표: Self-determined Motivation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Acculturation Pattern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외 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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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 교수
- 연구비 수혜: 암생존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건강증진 중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외 2건
- 논문: Depression and Anxiety as Predictors of Recurrent Cardiac Events 12 Months After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s 외 6편
- 학회 발표: Psychological distress and unmet supportive care needs of patients with breast cancer 외 7편

◆ 송주은 교수
- 연구비 수혜: 중국인 결혼이민 초산모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후모성 적응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평가 -생태학적 이론과 통합적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외 2건
- 논문: A Systematic Review of Psychosocial Interventions for Women with Postpartum Stress 외 3편
- 학회 발표: A Systematic Review about Health of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in Korea 외 1편

◆ 유미애 교수
- 논문: Perceptions regarding medication administration errors among hospital staff nurses of South Korea 외 5편
- 학회 발표: Relationships between sleep hygiene and problem behaviors in Korean adolescents 외 1편

◆ 부선주 교수
- 연구비 수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의 주관적 및 객관적 위험도 비교 외 1건
- 논문: 뇌종양 수술 후 대상자의 자가간호역량과 삶의 질 외 1편
- 학회 발표: Is self-perceived health associated with actual cardiovascular disease risks? 외 1편

◆ 배선형 교수
- 논문: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 외 5건
- 학회 발표: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cognitive FACT-Cog in Korea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외 6편

◆ 서은지 교수
- 연구비 수혜: 중환자의 질병 및 건강관련 요인, 허약 정도와 임상결과 간의 관련성
- 논문: 간호대학생 핵심역량의 종단적 분석:대인관계 및 협력 역량 외 1편
- 학회 발표: Self-management, Perceived Health, and Job stress among School Health Teachers 외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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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r Coop GMS 2015 국제 학술대회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유문숙 교수팀(유문숙, 부선주 교수)이 지난 7월23일부터 24일까지 태국 Science
Park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제1회 Inter Coop GMS 2015 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 제목은 “Is self-perceived health associated with actual cardiovascular disease risk? (주관
적 건강인식과 심혈관질환 위험도 비교)"로, 심혈관질환의 수정 가능한 위험인자 중 이상지질혈증, 비
만,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인식하는 정도에 영향을 주지 못함을 보여,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간호교육이 필요함을 발표했다.

(2) 2015학년도 간호대학 동계 교수워크숍
본 간호대학 교수진은 2015년 1월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2015학년도 동계 교수 워크숍을 시행하
였다. 1월 25일에는 간호대학 제1세미나실에 KAIST 조기순 교수를 초청하여 효과적인 교수법
Flipped-learning에 대해 특강을 들었으며,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 교육과정 검토 및 개발에 대해 논
의하였다. 1월 27일에는 대학원 교육과정 검토를 위한 2차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팀워크 증진 및 문화
탐방의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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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대학 소식

◆ 간호대학 4학년 졸업논문발표회
제15 간호대학 4학년 졸업논문발표회를 2015년 8월 31일 아주대병원 별관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본 논문발표회는 정규과정 4학년 학생들이 팀별 교수의 지도하에 동료학생들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
과를 발표하는 자리로서, 간호대학 교수와 재학생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대학생의 표준주
의 인식, 표준주의 수행과 환자안전태도’ 외 1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해외교환학생 연수 프로그램 – 미국
본 간호대학은 2015학년도 간호대학 해외교환학생 연수프로그램 참가결과 보고회를 2015년 9월 7
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강식을 하며 함께 개최하였다. 미국 White Memorial Medical
Center, City of Hope Medical Center, LA Children's Hospital, Lomita Adult Day Health Care Center, the Inn
on the Boulevard, UCLA Medical Center,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그리고 미국의 Home
Health Care를 6월 27일부터 2주간 견학한 8명의 학생들이 연수 결과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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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캄보디아 Health Sciences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실시
캄보디아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간호학과 교수 1명, 학생 7명이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을 방
문하여 8박 9일 일정으로 병원견학과 실습수업 참여, 시뮬레이션 수업을 참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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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팅게일 선서식
제 1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2015년 11월 13일 아주대학교 종합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임상실
습을 앞둔 2학년 학생 69명과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간호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난 5월 제45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
상하신 김용순 전 간호대학장이 참석해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되새기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본 행사에
서 유문숙 학장의 인사말에 이어 탁승제 병원장의 격려사를 통해 선서생들이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강조하였고, 나이팅게일의 일대기에 관한 동영상을 관람하면서 나이팅게일의 업적과
나이팅게일 선서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 졸업 논문발표회
제17회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RN-BSN) 졸업논문발표회를 2015년 12월 16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여,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관리활동’외 10편의 졸업논문을 발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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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프리셉터 간담회
‘현장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프리셉터 간담회’를 2015년 11월 2일 종합관 12층에서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는 67명의 프리셉터와 간호대학 교수진이 참석하여 현장실습지도에 대한 건의와 개선요청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실습지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간호사 국가고시 전원합격
2016년 1월 22일 실시된 제 56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65명 중 65명이 전원
합격하였다.

◆ 간호대학 교수 및 아주대병원 현장실습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간호대학 교수 및 아주대병원 현장실습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2016년 1월 12일과 2월 4일 두차
례에 걸쳐 송재관에서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에는 33명의 현장실습 지도자와 간호대학 교수진이 참
석하여 실습운영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진희교수가 학생 실습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
였으며 실습지도자 조별로 지식, 태도, 술기 중심으로 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집중 토론 후에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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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간호대학 연찬회 개최

‘임상-간호대학 연찬회’를 2016년 2월 23일 호텔캐슬 토파즈홀에서 개최하였다. 본 연찬회에는 85명
의 현장실습지도자와 간호대학 교수진이 참석하여 간호대학의 정규 과정 및 학사학위 특별과정과 대
학원 간호학과 임상실습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였다. 학생들의 효과적인 실습을 위해 토론을 진행하였
고, 2016학년도 실습지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6. 대학원 간호학과 소식

◆ 재학생 현황
대학원에는 2016년 2월 현재 응급전문간호사 과정 15명, 노인전문간호사 과정 4명, 임상전문간호
과정 15명, 일반대학원 과정 39명으로 총 73명의 석사과정 학생과 25명의 박사과정 학생이 재

사

학 중

이다.

◆ 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2015년 제 12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총 13명(노인전문간호사 3명, 임상전문간호사 4명, 응급전문
간호사 6명)이 최종 합격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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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탐색프로그램 시행

2015학년도 대학원 간호학과에서는 각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즐겁고 유익한 대학원 생활을 위하
여 5월 28일(목) 간호대학 2층 세미나실1외 강의실 5개에서 전공탐색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교수와 재
학생 119명이 참석하여 선·후배간 멘토-멘티를 형성하고, 대학원 과정과 연구 영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대학원 간호학과 워크숍 시행

대학원 간호학과는 2016년 2월 24일 아주대학교 송재관 선인재에서 신입생/재학생과 수료생/졸업생
및 교수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2016학년도 대학원 간호학과 워크숍’을 시행하였다. 신입생들 대상
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으며, 대학원 간호학과 주요현황 및 교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6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대학원 전공별 교육과정 지도 및 학위과
정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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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취득
2015년 8월과 2016년 2월에 총 24명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위수여자와 논문
제목은 아래와 같다.

- 「2015년 8월」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김진주(간호학):우울증 노인을 위한 현실요법 프로그램의 효과
이아름(간호학):혈액암 환자의 삶의 질 설명모형

- 「2015년 8월」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김경강(간호학):진료협력센터 간호사의 역할 규명에 관한 연구
이주성(간호학):혈액투석 환자의 희망과 자가간호행위
정복희(간호학):가정간호대상자 주돌봄자의 간호요구도와 부담감
강나경(간호학):독거노인의 치매에 대한 지식, 내적 건강통제위 및 치매예방행위
김진희(노인전문):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몰입
신주희(응급전문):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 공감만족과 공감피로
한유진(응급전문):소아환자를 돌보는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정현숙(임상전문):교대근무 간호사의 수면의 질, 피로와 직무몰입

- 「2016년 2월」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최경은(간호학): 고위험군과 정상군 임부배우자의 결혼만족도, 태아애착과 부성정체성 비교
홍소연(간호학): 아토피피부염 환아 어머니를 위한 전화코칭프로그램의 효과
금주라(간호학): 임상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조직몰입과 환자안전관리활동의 관계
배지원(간호학): 만성통증 재가노인의 통증, 통증대처, 삶의 질
신호순(간호학):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저염식 이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윤주희(간호학):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영향요인
최정순(노인전문):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생활습관, 자기효능감, 삶의 질관의 관계
이미영(노인전문): 편도선 절제술 환아 어머니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효과
신용숙(노인전문):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 낙상관련 지식과 낙상예방행위
김민성(응급전문): 응급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업무 수행능력
이구슬(응급전문): 응급실 간호사의 공감피로 영향요인
윤희제(응급전문): 임상간호사의 제세동 시행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윤혜경(임상전문):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외래환자의 건강관련 지식과 삶의 질 비교
이현정(임상전문): 조기경력 간호사의 언어폭력 경험과 소진, 이직의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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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사
능력을 발휘하는 간호사
세계화를 추구하는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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