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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부 사업

(1)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8년 11월 2일 아주대학교의료원 별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2018 Ajou International Nursing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Innovative Strategies for Promoting Adherence in Chronic Care (만성질환
관리에서 건강관리 이행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 전략)’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만성질
환자의 건강관리 이행을 높이기 위한 전략 (School of Nursing University of Pittsburgh, Elizabeth
A.Schlenk) △천식 환자의 건강관리 이행을 높이기 위한 전략 (Faculty of Nursing Thammasat
University, Borwarnluck Thongthawee) △대사증후군 환자의 건강관리 이행을 높이기 위한 전략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Chun-Ja Kim)에 관한 발표로, 최근 간호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
는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대해 심도있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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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집담회 개최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석⋅박사과정 학생, 교수진 및 연구진을 대상으로 간호연구와 교수방법 관련 주
제로 학술집담회를 2018년 연간 11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 3월 학술집담회
· 주제: 연구주제 선택과 연구질문 구성
· 일시: 2018년 3월 15일 (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부선주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주제: 논문작성을 위한 참고문헌 검색법
· 일시: 2018년 3월 29일 (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신성은 (아주대학교 의학문헌정보운영팀)

◆ 5월 학술집담회
· 주제: 논문작성을 위한 문헌서지 활용법
· 일시: 2018년 5월 3일 (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배선형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주제: 연구진행을 위한 의료원 IRB 심사 한번에 신청하고 승인받기
· 일시: 2018년 5월 10일 (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최수경 주임 (아주대학교병원 임상연구윤리센터)

· 주제: 학위논문작성의 실제
· 일시: 2018년 5월 31일 (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김정숙 대학원생, 강나경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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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학술집담회
· 주제: 학생참여를 보증하는 토론수업방법 및 사례
· 일시: 2018년 6월 7일 (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2층 대강의실
· 강사: 박인우 교수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 9월 학술집담회
· 주제: 학위논문 성공적으로 작성하기 - 연구주제를 어떻게 정하고 접근할 것인가?
· 일시: 2018년 9월 13일 (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3층 1세미나실
· 강사: 이영진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10월 학술집담회
· 주제: 학위 논문 성공적으로 작성하기 - 질적연구
· 일시: 2018년 10월 4일 (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3층 1세미나실
· 강사: 이은영 박사 졸업생

· 주제: 학위 논문 성공적으로 작성하기 - 측정도구개발
· 일시: 2018년 10월 18일 (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3층 1세미나실
· 강사: 정영미 박사 졸업생

◆ 11월 학술집담회
· 주제: 연구진행을 위한 의료원 IRB 심사 한번에 신청하고 승인받기
· 일시: 2018년 11월 15일 (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3층 1세미나실
· 강사: 최수경 주임 (아주대학교병원 임상연구윤리센터)

· 주제: 파워포인트 교안작성 - 인포그래픽
· 일시: 2018년 11월 29일 (목) 16:00-17:00
· 장소: 간호대학 3층 1세미나실
· 강사: 이혜강 (컨텐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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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부 사업
(1) 정신건강간호사 수련과정 운영
본 연구소에서는 제 22기 정신건강간호사 수련과정 (2018년 3월~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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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간호사 2급 자격증을 획득하
였고 2019년 3월 4일 수료식과 함께 2019학년도 입학식도 거행하였다.

3. 간호관리연구부 사업
(1) 지역 방문보건사업 위탁운영
- 송미숙 교수가 2018년 하남시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
일)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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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연구원 학술활동
(1) 학술활동
◆ 유문숙 교수
- 연구비 수혜: 신규간호사의 적응기간별 임상수행능력, 간호업무 누락정도, 직무만족도 및 이직의도
차이 비교
- 논문: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capital and work engagement on intention to remain of new
graduates nurses 외 1편

◆ 송미숙 교수
- 연구비 수혜: 2018년 하남시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
- 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이용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5등급 인정자를 대상으로-

◆ 현명선 교수
- 연구비 수혜: 노숙인의 자립을 위한 의미치료를 적용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외 1건
- 논문: Incivility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in South Korea 외 3편
- 학회 발표: Effects of the life-respect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in South Korea 외 3편
◆ 김춘자 교수
- 연구비 수혜: 대사증후군 위험 대상자의 약물복용 순응도 증진을 위한 추후관리 프로그램의 심혈관
위험개선의 종단적 효과평가
- 논문: Effects of an

individualized nutritional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me on dietary habits,

nutritional knowledge, and nutritional status of older adults living alone 외 1편
- 학회 발표: Cross- cultural validation of the perceived therapeutic efficacy scale for physical activity
in Korean adults with diabetes at risk for metabolic syndrome: A preliminary finding 외 7편

◆ 박진희 교수
- 연구비 수혜: 화학요법 관련 무월경이 있는 유방암 환자를 위한 모바일 기반 적응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외 2건
- 논문: 대학생의 과민성 증후군의 유병률과 영향요인 외 1편
- 학회 발표: Effects of tailored psychoeducational program for newly diagnosed breast cancer: A
pilot study 외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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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주은 교수
- 연구비 수혜: 취업 초산모를 위한 모바일웹 기반 산후 성공적인 모성 적응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평가 -생태학적 관점과 전환이론을 중심으로- 논문: Factors related to low birth rate among married women in Korea 외 1편
- 학회 발표: Influencing factors on the fertility rate among the married career women 외 4편
◆ 유미애 교수
- 연구비 수혜: 아동의 부모 대상 가정 내 안전한 투약을 위한 모바일웹 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논문: Association of perceived stress and self-control with health-promoting behaviors in
adolescents: A cross-sectional study
- 학회 발표: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health index for Korean adolescents 외 2편

◆ 부선주 교수
- 연구비 수혜: 류마티스 관절염 대상자의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인지행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외 1건
- 논문: Evaluating the prevalence, awareness, and control of hypertension, diabetes, and
dyslipidemia in Korea using the NHIS-NSC database: A cross-sectional analysis 외 2편
- 학회 발표: Factors affecting physical activity levels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 배선형 교수
- 연구비 수혜: 심부전 환자를 위한 인지강화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평가- 외 3건
- 논문: Psychoeducational approach to distress management of newly diagnosed patients with
breast cancer
- 학회 발표: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사회 중재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외 3편

◆ 안정아 교수
- 연구비 수혜: 이완기 심부전 대상자를 위한 SNS기반 포괄적 자기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평가
외 1건
- 논문: Health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A systematic review
외 5편
- 학회 발표: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heart failure care team 외 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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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교수
- 연구비 수혜: 간호대학생 및 신규간호사의 「compassion역량」 변화과정과 간호오류 및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종단연구 외 1건
- 논문: Potential adverse health outcomes of digital textbook use: Teachers' perspectives 외 3편
- 학회 발표: Relations of sleep quality on wellness among nursing students: with focus on quality
of life and wellness 외 1편

◆ 서은지 교수
- 논문: Depressive symptoms and physical frailty in older adults with chronic heart failure 외 4편
- 학회 발표: Psycho-behavioral predictors on the quality of life among emerging adult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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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학년도 간호대학 교수 워크숍
본 간호대학 교수진은 2018년 7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하계 교수 워크숍을 시행하였다. 하계 교
수 워크숍에서는 성과중심의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술기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간호대 신축 건물 이전과 운영 계획,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8학년도 1차 동계 교수 워크숍은 2019년 1월 14일과 15일 그랜드 워커힐 더글라스 호텔에서 시행
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아주대학교 중장기 발전전략 중 연결지성 연구 전략과 관련하여 향후 10년의
목표를 중점으로 추진방향과 주요 성과지표, 추진사업을 모든 교수진과 공유하였다. 또한 중앙일보 대
학평가 지표현황 및 추진과제, 교수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실행전략과제 중 교내 연구비 지표 개선방
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8학년도 2차 동계 교수 워크숍은 2019년 2월 26일 간호대학에서 시행하였으
며 대학원 교육과정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하계 워크숍

▶ 1차 동계 워크숍

▶ 2차 동계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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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대학 소식
◆ 중앙일보 이공계 대학평가에서 ‘최상’ 등급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이 2018 중앙일보 이공계열 학과평가에서 ‘최상’ 등급으로 평가됐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대상인 전국 주요 63개 대학의 학과를 대상으로 했다. 2018 중앙일보 학과평가 자료에 따
르면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은 교수 1인당 학생 수(명) 21.2,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26.7, 중도
탈락률(%) 0, 국제 논문당 피인용(회) 1.32, 교수 1인당 교외 연구비(원) 5,423만 등 주요 평가영역 지
표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2018 중앙일보 학과평가 평가 결과는 ▶교수 연구역량 및 여건 부문 6개
지표 ▶학생 교육여건 및 성과 부문 6개 지표로 총 12개 지표에 걸쳐 학과별로 10~11개를 적용해
200점 만점 (간호학과는 18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 각 지표의 값은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 한국연구재단 교수연구실적자료 등을 활용하고 대학별로 자신의 지표 값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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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대학 준공식 개최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이 9월 18일 간호대학 신축건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추호석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장, 이영현 상임이사, 박형주 총장, 유희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김희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 등 약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경과보고 △감사패 증정 △인사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축사 (총장)
△테이프 컷팅 △간호대학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간호대학 신축건물은 약 2,793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로 약 150억 원의 예산으로 2016
년 12월 첫 삽을 뜬 후 2018년 8월까지 약 20개월 만에 완공됐다. 1-4층에는 교수연구실, 강의실, 세
미나실, 간호학실습실 시뮬레이션실, 동아리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5-6층에는 첨단의학연구
원 오픈랩실, 의학통계실, 의료정보학과 연구실 등이 있다. 또한 자연채광과 대리석의 실내 인테리어,
자연친화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우수한 간호지도자 양성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과 연구공간을 제공
하고 있다.
간호대학 신축건물명인 홍재는 정조의 호로 ‘홍(弘)’이라는 글자에는 ‘뜻을 크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자신이 공부하던 곳에 홍재(弘齋)라는 편액을 걸었던 만큼 세상에서 가장 큰 뜻을 품고 살았던
사람의 서재라는 의미의 홍재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가장 큰 뜻을 이루라는 의미를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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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연수 프로그램 (미국)
미국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City of Hope Medical Center, LA Children's Hospital,
White Memorial Medical Center, Sierra States University에서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2주간 10명의 본
간호대학 학생들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18학년도 간호대학 해외연수 프로그램 결과
보고회를 2018년 10월 1일 ‘간호인의 밤‘ 축제와 2018년 11월 26일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개최하여
전 학부생들과 해외연수 경험을 공유하였다.

◆ 자기개발 장학 동계 해외연수 (태국)
태국 탐마삿대학교에서 2019년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6일 간 5명의 본 간호대학 학생들이
자기개발 장학 동계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전 학부생들과 해외연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자기개발
장학 동계 해외연수 결과 보고회를 2019년 3월 18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강식과 함
께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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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대학 교수 및 아주대병원 현장실습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간호대학 교수 및 아주대병원 현장실습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2018년 7월 12일 아주대학교병
원 별관대강당 및 소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은 총 67명의 아주대학교병원 현장실습지도자와
간호대학 교수진이 참석하여, 성과중심 실습교육 강화 및 학생술기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과 긴
밀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동근 선생님의 ‘예술을 통한 심리
적 치료’ 특강으로 워크숍을 시작하여, 전공별 현장실습에 대한 의견조사와 실습운영을 평가하는 시
간을 가졌다. 이를 위해 실습 부서별로 지식, 태도, 술기를 중심으로 하여 성과중심 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집중 토론 후 발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였다.

◆ 간호대학 4학년 졸업 논문 포스터 전시회
‘제 17회 간호대학 4학년 졸업논문 포스터 전시회’를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 아
주대학교 홍재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하였다. 본 논문발표회는 정규과정 4학년 학생들이 팀별 교수의
지도하에 동료학생들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전시하는 자리로서, 간호대학 교수와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대학생의 음주습관, 월경태도가 월경 전 불편감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총 9편의
논문을 포스터로 게재하였다.

12

아주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 나이팅게일 선서식
’제 2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2018년 11월 26일 아주대학교 종합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임상
실습을 앞둔 2학년 학생 76명과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간호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시간이 되었다. 본 행사에서 송미숙 학장의 인사말에 이어 한상욱 병원장의 격려사를
통해 선서생들이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강조하였고, 나이팅게일의 일대기에 관한 동
영상을 관람하면서 나이팅게일의 업적과 나이팅게일 선서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 간호사 국가고시 전원합격
2019년 1월 25일 실시된 제 59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간호대학 64명이 전원 합격하였다. 이번 제
59회 간호사 국가시험은 전국 2만 1,391명이 응시해 2만 615명이 합격했고 96.4%의 합격률을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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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 졸업 논문발표회
’제 20회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 (RN-BSN) 졸업 논문발표회‘를 2018년 12월 11일 아주대학교 홍재
관 3강의실에서 개최하여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외 7편의 졸업
논문을 발표하였다.

◆ 현장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프리셉터 간담회
‘현장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프리셉터 간담회’를 2018년 12월 18일 홍재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는 프리셉터와 간호대학 교수진 등 56명이 참석하여 현장실습지도에 대한 건의와 개선요
청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실습지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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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간호대학 연찬회 개최
‘임상-간호대학 연찬회’를 2019년 2월 21일 홍재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하였다. 연찬회에는 49명의 현
장실습지도자와 간호대학 교수진이 참석하여 간호대학의 정규과정 및 학사학위 특별과정과 대학원
간호학과 임상실습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였다. 학생들의 효과적인 실습을 위해 조별 토론을 진행하였
고, 2019학년도 실습지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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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원 간호학과 소식

◆ 재학생 현황
대학원에는 2019년 3월 현재 응급전문간호사 과정 19명, 노인전문간호사 과정 5명, 임상전문간호사 과
정 1명, 일반대학원 과정 53명으로 총 78명의 석사과정 학생과 8명의 박사과정 학생이 재학 중이다.

◆ 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2018년 제 15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총 14명 (노인전문간호사 2명, 임상전문간호사 2명, 응급전문
간호사 10명)이 최종 합격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 전공탐색프로그램 시행
2018학년도 대학원 간호학과에서는 각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선·후배간 유대관계 조성을 통해 즐
겁고 유익한 대학원 생활을 위하여 5월 24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 및 로비에서 전공탐색프로그
램을 실시하였다. 교수와 재학생 98명이 참석하여 자격시험 유형 등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애
교심 함양 및 향후 동창회 활동을 위한 유대강화를 마련하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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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간호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학원 간호학과는 2019년 2월 20일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홍재관 1층 로비에서 신입생과 교수 등
52명이 참석한 ‘2018학년도 대학원 간호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였다. 신입생 대상으로 오
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대학원 간호학과 주요현황 및 교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학원 전
공별 교육과정 지도 및 학위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 학위 취득
2018년 8월과 2019년 2월에 총 20명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위수여자와 논문
제목은 아래와 같다.

- 「2018년 8월」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이은영(간호학): 중환자실 환자의 전실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마진경(간호학): 문제음주 대학생을 위한 자기결정성증진 절주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2018년 8월」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장희수(간호학): 수술간호팀 간호사의 환자존엄성에 대한 실천과 관련요인
김정임(간호학):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이른둥이 전문가 지지중재 프로그램이 미숙아 어머니의 상태불안,
스트레스와 모성정체성에 미치는 효과
최은미(간호학):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공감피로 및 간호업무수행
김영신(간호학): 중환자실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조직의사소통만족과 환자안전관리활동
김현정(간호학): 회상프로그램이 우울노인에게 미치는 효과
이하나(간호학): 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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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김경란(간호학): 대사증후군 노인을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 생활습관 중재효과
박보영(간호학): 흡연대학생의 니코틴 의존도 예측모형
서지영(간호학): 결혼이주 베트남여성을 위한 자녀양육 통합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강나경(간호학): 생태학적 접근에 의한 고등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설명모형
김정숙(간호학): 슬관절염 비만 노인을 위한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 「2019년 2월」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박미남(간호학): 인공폐경 유방암 여성과 자연폐경 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삶의 질
김희준(간호학): 응급실 간호사의 언어폭력경험과 공감피로 및 직무열의의 관계
박담비(간호학): 대학생의 간접흡연 경험과 금연주장행위 관련요인
이진향(간호학):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 VDT 증후군과 수면의 질
전지혜(간호학): 임상 간호사의 심리사회적 업무환경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임유순(전문간호): 지역사회 노인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와 가족기능
김은지(전문간호): 부서이동 간호사의 부서이동태도와 직무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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