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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부 사업

(1) 2016학년도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학술대회 개최

2016년 5월 26일 아주대학교의료원 별관 대강당에서 ‘2016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학술대회’를 개최하
였다. ‘보건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빅데
이터의 이해와 활용:소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빅데이터 연구센터 송태민 센터장)
△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임상 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아주대학교 박래웅 교수) △간호학 분
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중심으로(아주대학교 부선주 교수) 순으로 강의를 진
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평소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졌던 다양한 사람들이 참
석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그 중요성이 더욱 증명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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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연간 12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 3월 학술집담회
· 주제: Pubmed & CINAHL을 이용한 국외문헌의 효과적 검색 전략
· 일시: 2016년 3월 24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신성은 (아주대 의학문헌정보센터)

· 주제: 통계로 보는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 일시: 2016년 3월 31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이현영 (아주대 임상시험센터)

◆ 4월 학술집담회
· 주제: 성공적인 연구진행을 위한 적정 피험자수 산정
· 일시: 2016년 4월 14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이현영 (아주대 임상시험센터)

◆ 5월 학술집담회
· 주제: IRB 심의기준 및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신청 전략
· 일시: 2016년 5월 12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성진옥 간사 (아주대 병원 기관윤리심의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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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학술집담회
· 주제: Systematic review & Meta-Analysis의 이해와 적용
· 일시: 2016년 6월 2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배선형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9월 학술집담회
· 주제: 스마트기기와 SNS를 활용한 상호작용 교수법
· 일시: 2016년 9월 8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신종우 교수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 주제: 중환자에서 허약정도와 건강관련 요인
· 일시: 2016년 9월 22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서은지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10월 학술집담회
· 주제: Pubmed & CINAHL을 이용한 국외문헌의 효과적 검색 전략
· 일시: 2016년 10월 6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신성은 (아주대 의학문헌정보센터)

· 주제: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전문직 의사소통 온라인 모듈 개발
· 일시: 2016년 10월 27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안정아 교수 (아주대 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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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학술집담회
· 주제: IRB 심의기준 및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신청전략
· 일시: 2016년 11월 10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성진옥 간사 (아주대 병원 기관윤리심의사무국)

· 주제: 우울증 노인을 위한 현실요법 프로그램의 효과
· 일시: 2016년 11월 24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김진주 교수 (경동대학교 간호학부)

· 주제: 스마트폰 과다사용 대학생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효과
· 일시: 2016년 11월 24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최정은 교수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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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부 사업
(1)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 운영
본 연구소에서는 제 20기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2016년 3월~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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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7일 수료식과 함께 2016학년도 입학식도 거행하였다.

3. 간호관리연구부 사업
(1) 지역 방문보건사업 위탁운영
- 송미숙교수가 2016년 하남시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2016. 1. 1~2016. 12. 31)을 위탁받
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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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연구원 학술활동
(1) 학술활동
◆ 박지원 교수
- 논문: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urse-embedded assessment system for program outcome evaluation
in the Korean nursing education: A pilot study 외 5건
- 학회 발표: Effects of an Individualized Nutrition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 on Dietary Habits and
Nutritional Status of Older Adults Living Alone in Korea: A Preliminary Finding

◆ 유문숙 교수
- 연구비 수혜: 신입간호사의 심리적 자본과 직무열의가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논문: 보건교사가 인식하는 보건교육환경과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도 외 2편
- 학회 발표: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 송미숙 교수
- 연구비 수혜: 2016년도 하남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외 1건
- 논문: Job satisfaction and leaving intentions of midwives: analysis of a multinational cross-sectional survey 외 3편
- 학회 발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영향요인 외 1편

◆ 현명선 교수
- 논문: Effectiveness of the Cognitive Capacity Enhancement Program for Alcohol Dependence Inpatients 외 3편
- 학회 발표: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외 2편

◆ 유혜라 교수
- 논문: 임부의 행복에 대한 개념분석

◆ 김춘자 교수
- 연구비 수혜: 관절염을 동반하는 대사증후군 위험대상자에서 신체활동 측정 및 관련요인 외 1건
- 논문: Psychometric Evalu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Adherence to Refills and Medications Scale (ARMS) in
Adults With Type 2 Diabetes 외 4편
- 학회 발표: Methodological Quality of Self-Reported Medication Adherence Instruments: A Systematic Review 외 4편

◆ 박진희 교수
- 연구비 수혜: 유방암환자의 항암요법관련 인지기능저하와 관련요인 외 1건
- 논문: 유방암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 2편
- 학회 발표: Change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Korean Women with Newly Diagnosed Breast Cancer 외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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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주은 교수
- 연구비 수혜: 기혼여성의 출산율 관련요인 분석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외 1건
- 논문: A qualitative review of immigrant women's experiences of maternal adaptation in South Korea 외 3편
- 학회 발표: Factors Related to Low Childbirth Rate of Married Women in Korea 외 1편

◆ 유미애 교수
- 연구비 수혜: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외 2건
- 논문: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urse-embedded assessment system for program outcome evaluation
in the Korean nursing education: A pilot study
- 학회 발표: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기 통제력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 부선주 교수
- 논문: Perceived and actual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in Korea a
cross-sectional study 외 5편
- 학회 발표: Nurse Survey on Venous Thromboembolism Prevention in Korea 외 3편

◆ 배선형 교수
- 연구비 수혜: 심부전 환자를 위한 인지강화-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평가
- 논문: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Psychologic Distress in Korean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 학회 발표: Change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Korean Women with Newly Diagnosed Breast Cancer 외 3편

◆ 서은지 교수
- 논문: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urse-embedded assessment system for program outcome evaluation
in the Korean nursing education: A pilot study 외 1편
- 학회 발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장기 임상결과에 영향 미치는 요인 – 생리적 지표와 간호활동을 중심으로

◆ 안정아 교수
- 논문: Peer Attachment, Perceived Parenting Style,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s in Adolescents with
Chronic Illness 외 2편
- 학회 발표: Methodological Quality of Self-Reported Medication Adherence Instruments: A Systematic Review 외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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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학년도 간호대학 하계 교수워크숍
본 간호대학 교수진은 2016년 7월 18일과 20, 21일 사흘에 걸쳐 2016학년도 하계 교수 워크숍을 시
행하였다. 7월 18일에는 간호대학 제1세미나실에 ‘불안과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인류를 이해하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노명우 교수), ‘2016학년도 입시백서 요약 설명회’(아주대학교 최정주 입학처장)를
주제로 특강을 들었으며, 교수업적평가 항목 정리 및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과정 통합운영(안)에 대해 논
의하였다. 7월 20-21일에는 학부 교육과정 변경(안) 논의와 종합토의 및 팀빌딩이 진행되었으며, 팀워크
증진 및 문화탐방의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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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대학 소식

◆ 간호대학 4학년 졸업 논문발표회
제16회 간호대학 4학년 졸업논문발표회를 2016년 8월 29일 아주대병원 별관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본 논문발표회는 정규과정 4학년 학생들이 팀별 교수의 지도하에 동료학생들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
과를 발표하는 자리로서, 간호대학 교수와 재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대학생의 회복탄
력성 관련요인: 감성지능, 사회적지지, 비판적 사고성향’ 외 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해외교환학생 연수 프로그램 – 미국
본 간호대학은 2016학년도 간호대학 해외교환학생 연수프로그램 참가결과 보고회를 2016년 9월 19
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강식을 하며 함께 개최하였다. 미국 UCLA Medical Center, LA
Children's Hospital, White Memorial Medical Center, the Inn on the Boulevard, CHA Hospital, White
Memorial Medical Center,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를 6월 27일부터 2주간 견학한 9명의 학
생들이 연수 결과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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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팅게일 선서식
제 18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2016년 10월 31일 아주대학교 종합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임상실
습을 앞둔 2학년 학생 70명과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간호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시간이 되었다. 본 행사에서 유문숙 학장의 인사말에 이어 탁승제 병원장의 격려사를
통해 선서생들이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강조하였고, 나이팅게일의 일대기에 관한 동
영상을 관람하면서 나이팅게일의 업적과 나이팅게일 선서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 졸업 논문발표회
제 18회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RN-BSN) 졸업논문발표회를 2016년 12월 20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여, ‘프리셉터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신규간호사의 극복력’외 8편의 졸업논문을 발
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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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프리셉터 간담회
‘현장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프리셉터 간담회’를 2016년 11월 7일 별관 지하1층 로비에서 개최하였
다. 본 간담회에는 프리셉터와 간호대학 교수진 등 90여명이 참석하여 현장실습지도에 대한 건의와
개선요청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실습지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간호사 국가고시 전원합격
2017년 1월 20일 실시된 제57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73명 중 73명이 전원
합격하였다.

◆ 간호대학 교수 및 아주대병원 현장실습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간호대학 교수 및 아주대병원 현장실습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2017년 2월 8일과 15일 두차례
에 걸쳐 별관 제3소강당에서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에는 총 55명의 현장실습 지도자와 간호대학 교
수진이 참석하여 실습운영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춘자교수가 학생 실습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를 발표하였으며 실습지도자 조별로 지식, 태도, 술기 중심으로 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집중 토론 후
에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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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간호대학 연찬회 개최

‘임상-간호대학 연찬회’를 2017년 2월 22일 호텔캐슬 사파이어홀에서 개최하였다. 본 연찬회에는 89
명의 현장실습지도자와 간호대학 교수진이 참석하여 간호대학의 정규 과정 및 학사학위 특별과정과
대학원 간호학과 임상실습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였다. 학생들의 효과적인 실습을 위해 토론을 진행하
였고, 2016학년도 실습지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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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원 간호학과 소식

◆ 재학생 현황
대학원에는 2017년 3월 현재 응급전문간호사 과정 19명, 노인전문간호사 과정 7명, 임상전문간호사 과
정 7명, 일반대학원 과정 31명으로 총 64명의 석사과정 학생과 26명의 박사과정 학생이 재학 중이다.

◆ 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2016년 제 13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총 19명(노인전문간호사 7명, 임상전문간호사 6명, 응급전문
간호사 6명)이 최종 합격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 전공탐색프로그램 시행
2016학년도 대학원 간호학과에서는 각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선·후배간 유대관계 조성을 통해 즐
겁고 유익한 대학원 생활을 위하여 5월 26일(목)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 및 로비에서 전공탐색프
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교수와 재학생 76명이 참석하여 자격시험 유형 등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애교심 함양 및 향후 동창회 활동을 위한 유대강화를 마련하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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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간호학과 워크숍 시행
대학원 간호학과는 2017년 2월 23일 아주대학교 송재관 선인재에서 신입생/재학생과 수료생/졸업생
및 교수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2017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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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위 취득
2016년 8월과 2017년 2월에 총 24명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위수여자와 논문
제목은 아래와 같다.

- 「2016년 8월」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최정은(간호학): 스마트폰 과다사용 대학생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효과
노은하(간호학): 한국 이주 중국 여성의 어머니 됨
정영미(간호학): 암환자의 외상후 성장 측정도구 개발

- 「2016년 8월」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오선정(간호학): 간호사의 죽음불안,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이화숙(간호학): 간호사의 신체화증상과 감정노동 및 소진과의 관계
김명주(간호학): 남자 알코올중독자의 스트레스, 금주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회복에 미치는 영향
김희영(간호학): 생활습관, 복부비만과 대장용종의 관계
조유정(노인전문): 뇌졸중 환자의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 중심으로
서란영(응급전문): 응급실 간호사의 대인관계(보호자-환자)스트레스와 극복력
김국진(임상전문): 교대간호사의 주간수면과다증 정도과 관련요인
강보람(임상전문): 노인 환자를 돌보는 주 돌봄자의 흡인성 폐렴 예방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나현(임상전문):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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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조은미(간호학): 임부의 행복 측정 도구 개발
주경연(간호학): 응급실 경력간호사의 직관 경험
최은녀(간호학): 유방절제술 후 림프부종이 발생한 여성의 경험
이혜진(간호학): 성조숙증 아동 어머니의 돌봄 유형 : Q방법론적 접근
윤미경(간호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Ellis의 ABCDE 모델을 기반으로

- 「2017년 2월」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구은희(간호학): 신규간호사의 극복력, 대인관계능력과 조직사회화
김수경(간호학): 프리셉터 간호사의 소진, 사회적 지지 및 임파워먼트의 관계
노미나(간호학): 간호사가 인지하는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과 환자안전태도
조은별(간호학): 성인전기 직장여성의 골다공증 관련 지식, 건강신념과 건강증진행위
천세령(간호학): 산욕기 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산후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홍은주(간호학): 신생아 아버지의 부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현주(중환자전문): 중환자실 간호사의 욕창간호에 대한 지식과 중요도 인식 및 수행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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