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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부 사업

(1)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학술대회 개최

2017년 5월 25일 아주대학교의료원 별관 대강당에서 ‘2017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
다. ‘심리사회적 측정도구 개발의 실제’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심리사회적 측정도구
개발의 개요(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주후 교수) △심리사회적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통계분석(호서대
학교 응용통계학과 강현철 교수) △간호사의 극복력 측정도구 개발(아주대학교병원 박미미 간호본부장)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심리사회적 측정도구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실제적이
고 귀중한 정보를 획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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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연간 13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 3월 학술집담회
· 주제: 논문작성을 위한 효과적인 참고문헌 검색법
· 일시: 2017년 3월 16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허유영 (아주대 의학문헌정보센터)

· 주제: 포커스 그룹의 연구계획과 설계
· 일시: 2017년 3월 23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김성재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주제: 포커스 그룹의 수행과 분석
· 일시: 2017년 3월 30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김성재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4월 학술집담회
· 주제: 포커스 그룹 연구의 예
· 일시: 2017년 4월 13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현명선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5월 학술집담회
· 주제: 연구진행을 위한 의료원 IRB 심사 한번에 신청하고 승인받기
· 일시: 2017년 5월 11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최수경 간사 (아주대병원 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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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학술집담회
· 주제: 연구진행을 위한 의료원 IRB 심사 한번에 신청하고 승인받기
· 일시: 2017년 5월 11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최수경 간사 (아주대병원 IRB)

◆ 6월 학술집담회
· 주제: [교수법 특강]PBL & CBL 의미(Passion Based Learning! & Capability Based Learning)
· 일시: 2017년 6월 8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유성미 교수 (한성대학교 공과대학)

◆ 9월 학술집담회
· 주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의 개요 및 전략
· 일시: 2017년 9월 14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안정아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주제: 메타 분석을 위한 자료의 추출과 분석방법
· 일시: 2017년 9월 28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안정아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10월 학술집담회
· 주제: 체계적 고찰 및 메타 연구의 예
· 일시: 2017년 10월 12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박진희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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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학술집담회
· 주제: 연구진행을 위한 의료원 IRB 심사 한번에 신청하고 승인받기
· 일시: 2017년 11월 9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최수경 간사 (아주대병원 기관윤리심의실)

· 주제: 생명존중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생명존중의식,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변화에 미치는 효과
· 일시: 2017년 11월 23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윤미경 박사(졸업생)

◆ 12월 학술집담회
· 주제: 한국 이주 중국 여성의 어머니 됨 [질적연구_근거이론]
· 일시: 2017년 12월 7일(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노은하 박사(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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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부 사업
(1)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 운영
본 연구소에서는 제 21기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2017년 3월~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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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의 수련생들이 정신보건간호사 2급 자격증을 획득하
게 되었고 2018년 3월 6일 수료식과 함께 2018학년도 입학식도 거행하였다.

3. 간호관리연구부 사업
(1) 지역 방문보건사업 위탁운영
- 송미숙교수가 2017년 하남시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2017. 1. 1~2017. 12. 31)을 위탁받
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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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연구원 학술활동
(1) 학술활동
◆ 박지원 교수
- 논문: Factors affecting aging cognitive function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외 1편
- 학회 발표: Is cortisol associated with increased cardio-metabolic risks in young adults? : A preliminary finding
외 4편

◆ 유문숙 교수
- 논문: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외 2편
- 학회 발표: Health promotion behaviors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외 2편

◆ 송미숙 교수
- 연구비 수혜: 2017년도 하남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외 1건
- 논문: Job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Midwives: Analysis of a Multinational Cross-Sectional
Survey 외 2편
- 학회 발표: Nursing practice of EOL care for a resident with asthma in Nursing Home in Korea 외 4편

◆ 현명선 교수
- 연구비 수혜: 노숙인 자립을 위한 의미치료를 적용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분석
- 논문: 문제행동 청소년을 위한 긍정심리학 기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외 3편
- 학회 발표: 간호교육목표 달성도 평가를 위한 간호실무능력 평가 외 2편

◆ 김춘자 교수
- 연구비 수혜: 대사증후군 위험 대상자의 약물복용 순응도 증진을 위한 추후관리 프로그램의 심혈관 위험개선의
종단적 효과평가 외 1편
- 논문: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imulation teaching strategies in an integrated nursing practicum 외 2편
- 학회 발표: Role of self-efficacy for appropriate medication use on the relationship of emotional distress to
medication adherence among adults with diabetes: A preliminary finding 외 10편

◆ 박진희 교수
- 연구비 수혜: 대학생의 과민성장증후군의 발생률과 위험요인 외 1건
- 논문: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trajectories in the first year after a breast cancer diagnosis 외 4편
- 학회 발표: Chemotherapy-induced Amerrnorrhea in Woen Undergoing Adjuvant Treatment for Breast Cancer
외 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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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주은 교수
- 연구비 수혜: 취업여성의 모성적응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외 1건
- 논문: Sexual harassment during clinical practicum and mental health of female nursing students in Korea: A
cross-sectional, correlation study 외 2편
- 학회 발표: Differences in obstetric and psychosocial factors according to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in Korea 외 6편

◆ 유미애 교수
- 연구비 수혜: 아동의 부모대상 가정내 안전한 투약을 위한 모바일 웹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논문: Impact of health literacy on medication adherence in older people with chronic diseases 외 2편
- 학회 발표: Pediatric over-the-counter medicine dosing labels and tools 외 1편

◆ 부선주 교수
- 연구비 수혜: 류마티스관절염 대상자의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인지행동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외 1편
- 논문: Knowledge and percep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risk among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외 7편

◆ 배선형 교수
- 연구비 수혜: 한국판 Mac New Heart Disease HRQL questionnaire(MacNew)의 타당도와 신뢰도 외 1편
- 논문: Effects of compensatory cognitive training intervention for breast cancer patients undergoing
chemotherapy: a pilot study 외 3편
- 학회 발표: Subjective and Objective Cognitive Functions Among Patients with Heart Failure 외 5편

◆ 서은지 교수
- 연구비 수혜: 혈관 재개통술을 받은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중단기 임상결과에 대한 혈소판 활성과 염증 상태의 영향
- 논문: 심부전 환자 대상 국내 양적 간호연구 분석 및 중재연구의 질평가 외 1편
- 학회 발표: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Frailty in Elderly Patients with Heart Failure 외 3편

◆ 안정아 교수
- 연구비 수혜: 이완기 심부전 대상자를 위한 SNS 기반 포괄적 자기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 논문: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efficacy of Asian immigrant, first-time mothers: A cross-sectional,
correlational survey
- 학회 발표: A systematic review of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and outcome measurements for patients
with diastolic heart failure 외 9편

◆ 이영진 교수
- 연구비 수혜: 간호대학생 및 신규간호사의 「compassion 역량」 변화과정과 간호오류 및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종단연구 외 1편
- 학회 발표: The compassionate love for strangers and humanity among nursing students : with focus on
compassionate love and wellness 외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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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학년도 간호대학 하계 교수워크숍
본 간호대학 교수진은 2017년 7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2017학년도 하계 교수 워크숍을 시행하
였다. 7월 10일에는 간호대학 제 1세미나실에서 ‘인증평가 준비 사례 특강’(성신여대 김동희 교수), ‘학
습동기와 참여유발 전략 특강’(성신여대 박승호 교수)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특강 후에는 인증평
가 준비 및 진행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결과 영역별 1차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간호
교육평가원 자체설명회 참가 후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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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대학 소식

◆ 간호대학 4학년 졸업 논문발표회
제16회 간호대학 4학년 졸업논문발표회를 201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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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 외 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총 9편의 논문을 포스터로 게재하
였다.

◆ 자기개발 장학 동계 해외 연수(태국)
본 간호대학은 자기개발 장학 동계 해외 연수 결과 보고회를 2017년 3월 20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강식과 함께 개최하였다. 태국 탐마삿 대학교에서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6일간
10명의 학생들이 자기개발 장학 동계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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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마삿 대학교 간호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본 간호대학은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태국 탐마삿 대학교 간호대학생을 초청하여 연수 프로그
램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아주대학교병원 투어 및 건강증진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서 실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보령머드축제 참가하고 간호대학생들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하는 등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해외 연수 프로그램(미국)
본 간호대학은 2017학년도 간호대학 해외 연수 프로그램 결과 보고회를 2017년 9월 19일 아주대학
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강식과 함께 개최하였다. 미국 the Inn on the Boulevard, City of Hope, LA
Children's Hospital, White Memorial Medical Center, UCLA Medical Center를 6월 25일부터 2주간 견학한
10명의 학생들이 연수 결과를 보고하였다.

제 10 호

◆ 나이팅게일 선서식
제 19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2017년 11월 20일 아주대학교 종합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임상실
습을 앞둔 2학년 학생 73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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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회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RN-BSN) 졸업논문발표회를 2017년 11월 29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여, ‘자궁경부암과 인유두종 바이러스 관련 지식도와 건강신념 및 예방접종의향’ 외
8편의 졸업논문을 발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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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프리셉터 간담회
‘현장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프리셉터 간담회’를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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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26일 실시된 제58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65명 중 65명이 전원
합격하였다. 이번 제58회 간호사 국가시험은 전국 2만731명의 응시자 중 1만 9,927명이 합격해
96.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 간호대학 교수 및 아주대병원 현장실습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간호대학 교수 및 아주대병원 현장실습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2018년 1월 23일 아주대학교 종
합관에서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에는 총 58명의 현장실습 지도자와 간호대학 교수진이 참석하여 실
습운영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춘자교수가 학생 실습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실
습지도자 조별로 지식, 태도, 술기 중심으로 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집중 토론 후에 발표를 통해서 다
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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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간호대학 연찬회 개최
‘임상-간호대학 연찬회’를 2018년 2월 20일 호텔캐슬 비취원에서 개최하였다. 본 연찬회에는 79명의
현장실습지도자와 간호대학 교수진이 참석하여 간호대학의 정규 과정 및 학사학위 특별과정과 대학
원 간호학과 임상실습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였다. 학생들의 효과적인 실습을 위해 토론을 진행하였
고, 2018학년도 실습지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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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원 간호학과 소식

◆ 재학생 현황
대학원에는 2018년 3월 현재 응급전문간호사 과정 19명, 노인전문간호사 과정 6명, 임상전문간호사 과
정 5명, 일반대학원 과정 48명으로 총 78명의 석사과정 학생과 17명의 박사과정 학생이 재학 중이다.

◆ 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2017년 제 14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총 15명(노인전문간호사 3명, 임상전문간호사 6명, 응급전문
간호사 6명)이 최종 합격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 전공탐색프로그램 시행
2017학년도 대학원 간호학과에서는 각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선·후배간 유대관계 조성을 통해 즐
겁고 유익한 대학원 생활을 위하여 5월 25일(목)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 및 로비에서 전공탐색프
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교수와 재학생 8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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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22일 아주대학교 송재관 선인재에서 신입생과 교수 등 41여명이 참
석한 ‘2018년도 대학원 간호학과 워크숍’을 시행하였다. 신입생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대학원 간호학과 주요현황 및 교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학원 전공별 교육과정 지도 및
학위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 학위 취득
2017년 8월과 2018년 2월에 총 14명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위수여자와 논문
제목은 아래와 같다.

- 「2017년 8월」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고정미(간호학): 초산모의 모성적응측정도구 개발

- 「2017년 8월」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김수진(간호학):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혜정(간호학): 위아전절제술 후 1개월 환자의 회복탄력성 영향요인
안수민(노인전문): 완화의료기관 간호사의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 스트레스, 수행
김미화(응급전문):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의 유용성 평가

- 「2018년 2월」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이혜진(간호학):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측정도구 개발
김월주(간호학): 아카데미 토론학습기반 간호윤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김진주(간호학): 알코올 중독자의 재발 유형-Q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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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CHAN Soren(간호학): Relationship between nurse practice environment and burnout of clinical nurses in Cambodia
김보민(노인전문): 슬관절 전치환술 노인환자의 자가통증조절기 교육효과
황수경(노인전문): 노인 당뇨병 대상자의 자가간호역량과 삶의 질
오혜욱(응급전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
박준영(응급전문): 권역외상센터 간호사의 외상사건 경험, 지각된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이하나(임상전문): 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사
능력을 발휘하는 간호사
세계화를 추구하는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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