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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부

(1) 2019학년도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학술대회 개최

2019년 11월 7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19 간호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시뮬레
이션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시뮬레이션교육의 이론적 배경(아주
대학교 간호대학 유문숙 교수)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시뮬레이션교육 전략(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서은
영 교수) △간호학교육에서 시뮬레이션 사례개발 실제(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송주은 교수) △의학교육에
서 시뮬레이션 활용 사례(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영민 교수)에 관한 발표로, 2019년 6월 보건복지부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기관에 선정되어 경기권역 거점대학으로서 인근 지역 간호대학생과 교수,
간호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간호교육실습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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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집담회 개최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석⋅박사과정 학생, 교수진 및 연구진을 대상으로 간호연구와 교수방법 관련 주
제로 학술집담회를 2019년 연간 10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 3월 학술집담회
· 주제: 논문작성을 위한 참고문헌 검색법
· 일시: 2019년 3월 14일 (목) 16:00-17:00
· 장소: 홍재관 3층 1세미나실
· 강사: 김미래 (의학문헌정보센터)

· 주제: 대학원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 모색
· 일시: 2019년 3월 28일 (목) 16:00-17:00
· 장소: 홍재관 3층 1세미나실
· 강사: 이태화 교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장), 방경숙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장)

◆ 4월 학술집담회
· 주제: 연구 진행을 위한 의료원 IRB 심사 한 번에 신청하고 승인받기
· 일시: 2019년 4월 11일 (목) 16:00-17:00
· 장소: 홍재관 3층 1세미나실
· 강사: 최수경 주임 (임상연구윤리센터)

◆ 5월 학술집담회
· 주제: CDM을 이용한 다기관 공동연구
· 일시: 2019년 5월 9일 (목) 16:00-17:00
· 장소: 홍재관 3층 1세미나실
· 강사: 박래웅 교수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

· 주제: Sharing of research developments and experiences in women health nursing
· 일시: 2019년 5월 23일 (목) 16:00-17:00
· 장소: 홍재관 3층 1세미나실
· 강사: 송주은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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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학술집담회
· 주제: 수업을 위한 사례 중심의 저작권 이해 및 활용
· 일시: 2019년 6월 13일 (목) 16:00-17:00
· 장소: 홍재관 3층 1세미나실
· 강사: 윤태영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9월 학술집담회
· 주제: 국내외 시뮬레이션 Standards
· 일시: 2019년 9월 19일 (목) 16:00-17:00
· 장소: 홍재관 3층 1세미나실
· 강사: 서은지 교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10월 학술집담회
· 주제: 연구 진행을 위한 의료원 IRB 심사 한 번에 신청하고 승인받기
· 일시: 2019년 10월 10일 (목) 16:00-17:00
· 장소: 홍재관 3층 1세미나실
· 강사: 최수경 주임 (임상연구윤리센터)

· 주제: 디브리핑의 실제
· 일시: 2019년 10월 17일 (목) 16:00-17:00
· 장소: 홍재관 3층 1세미나실
· 강사: 김은정 교수 (한림대학교 간호대학)

◆ 12월 학술집담회
· 주제: 성공적인 팀기반 학습을 실현하는 심리학 기반의 설계전략
· 일시: 2019년 12월 5일 (목) 16:00-17:00
· 장소: 홍재관 3층 1세미나실
· 강사: 김지일 교수 (한림대학교 교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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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부
(1) 정신건강간호사 수련과정 운영
본 연구소에서는 제 23기 정신건강간호사 수련과정 (2019년 3월~2020년 2월)을 운영하였다. 본 과
정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현명선 교수가 교육과정을 담당하였고, 총 1년간 이론 강의 150시간,
실습 850시간을 운영하였다. 본 과정을 이수한 20명의 수련생들이 정신건강간호사 2급 자격증을 획
득하였다.

3. 간호관리연구부
(1) 지역 방문보건사업 위탁운영
송미숙 교수가 2019년 하남시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
일)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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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센터
(1) 보건복지부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 선정
간호대학이 보건복지부 ‘2019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간호대학 학생들의 임상 실습과 실기교육을 강화해 향후 의료 현장에서 신규간호사의 적
응력을 높이고 의료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간호대학 8개소를 지원하는 것이다.
간호대학은 지난해 8월 신축한 간호대학 전용 건물과 별도의 시뮬레이션 교육 공간, 시뮬레이션 교
육·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임교원과 국내·외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교수진 등 우수한 교육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사업에 선정되어 6억원 지원받았으며, 2019년 시뮬레이션룸 1개, 조정실 1개를 신설하
고, 센터 내에 고성능시뮬레이터 3대를 포함하여 총 33대의 교육 기기 및 장비 구축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은 경기권역 내 21개 간호대학, 5개 상급종합병원, 56개 종합병원 교육 수요에 대응하
는 시뮬레이션실습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인근 대학 교수진의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근 대학 학생·교수진, 인근 병원 간호 인력 등에게 교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시
설 이용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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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연구원 학술활동
(1) 학술활동
◆ 유문숙 교수
- 논문: 신입간호사의 근무기간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의 영향요인 외 2편
- 학회 발표: Development of training protocol to promote safety culture for newly registered
nurses 외 4편

◆ 송미숙 교수
- 연구비 수혜: 2019년 하남시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 외 1건
- 논문: Staff mix and nursing home quality by level of case mix in Korea 외 2편
- 학회 발표: Perspectives on gerontological nursing services under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외 1편

◆ 현명선 교수
- 연구비 수혜: 노숙인의 자립을 위한 의미치료를 적용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외 1건
- 논문: Effects of an empowerment program for community-dwelling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South Korea 외 4편
- 학회 발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외 1편
◆ 김춘자 교수
- 연구비 수혜: 대사증후군 위험 대상자의 약물복용 순응도 증진을 위한 추후관리 프로그램의 심혈관
위험개선의 종단적 효과평가
- 논문: The moderating role of acculturation mo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 학회 발표: The role of perceived therapeutic self-efficacy on self-care activities, waist hip ratio,
and CVD risk in Korean adults with diabetes and metabolic syndrome 외 4편

◆ 박진희 교수
- 연구비 수혜: 유방암환자를 위한 모바일웹 기반의 Survivorship coaching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외 2건
- 논문: The effects of debate-based ethics education on the moral sensitivity and judgment of
nursing students: A quasi-experimental study 외 4편
- 학회 발표: Menopausal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in breast cancer patients undergoing
chemotherapy-induced menopause 외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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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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atient-centered care scale for hospital
nurses 외 1편
- 학회 발표: 간호학교육에서 시뮬레이션 사례개발 실제 외 2편
◆ 유미애 교수
- 연구비 수혜: 사회생태학적 모형을 활용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터넷 건강정보
활용능력(eHealth literacy)과 건강증진행위간의 관계 탐색
- 논문: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측정도구개발
- 학회 발표: Development of mobile web-based education program for safe medication
administration 외 2편

◆ 부선주 교수
- 연구비 수혜: 류마티스 관절염 대상자의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인지행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외 4건
- 논문: Women’s smoking: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labor,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promotion 외 5편
- 학회 발표: 지역별 주관적 건강상태와 복합질병 관련 요인 다수준 분석 외 2편

◆ 배선형 교수
- 연구비 수혜: 관상동맥중재술 환자를 위한 전환관리이행 (Adherence on Transitional Care) 측정도구
개발 및 임상타당도 검증 외 1건
- 논문: D유형 성격이 관상동맥질환의 우울, 불안과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외 2편
- 학회 발표: A Preliminary results of effectiveness of cognitive training self-management program
for heart failure patients 외 4편

◆ 안정아 교수
- 연구비 수혜: 심부전 환자와 가족 돌봄제공자의 모바일 연결형 자기관리 이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외 2건
- 학회 발표: Caregiver burden, stress,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heart failure 외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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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교수
- 연구비 수혜: 임상간호사의 「compassion 역량」성장모형과 간호사 결과 및 환자안전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종단연구 외 2건
- 논문: Wellness and sleep quality in Korean nursing students: A crosssectional study 외 3편
- 학회 발표: 임상간호사의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이차피해경험과 삼차피해경험 및 일-삶의 균형의
관계 외 2편

◆ 서은지 교수
- 연구비 수혜: 체외순환 및 무체외순환 관상동맥우회술 후 재입원 위험요인 분석 및 사정도구 개발
- 논문: Relationship between the frequency of nursing activities and adverse outcomes in patients
with acute coronary syndrome: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외 3편
- 학회 발표: The effect of frailty on clinical outcomes in patients with critical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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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학년도 간호대학 교수 워크숍
2019학년도 하계 워크숍은 「2019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0학년도 시뮬레이
션실습 교과목 개설 및 운영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1차 하계 교수 워크숍은 2019년 7월 3일과 4
일 용평리조트에서 시행되었으며 시뮬레이션실습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
였다. 2차 하계 교수 워크숍은 2019년 7월 15일과 16일 간호대학 회의실에서 시행되었으며, 시뮬레이
션실습 교과목 개설로 인한 교육과정 개편과 실습 과목별 모듈개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9학년도 동계 교수 워크숍은 “시뮬레이션 교육과정 운영 및 3주기 인증평가 중간점검보고서 준비
점검”을 주제로 2020년 1월 15일에서 17일까지 3일에 걸쳐 간호대학 회의실과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
서 시행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시뮬레이션 교육역량강화를 위해 교내교수진 간 시뮬레이션 실습운영
법을 공유하고 3주기 인증평가 중간점검보고서 준비를 위해 교과목 평가기준을 검토하였다.

▶ 하계 워크숍

▶ 동계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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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호대학 소식
(1) 캄보디아 학생 연수프로그램
해외 학생 연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University of Health Science 간호학과 학생 4명을 초
청하여 2019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학교 캠퍼스 투어와 병원견학 및 실습
을 진행하였다.

(2) 해외연수 프로그램 (미국)
미국 Columbia College와 연계하여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INOVA Hospital과 재활센터, Sunrise Senior Living Center, 미국 국립보건원 등에서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8명의 간호대학 학생들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한편, 2019년 10월 7일
‘간호인의 밤‘ 축제에서 간호대학 해외연수 프로그램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전 학부생들과 해외연
수 경험을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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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대학 4학년 졸업 논문 포스터 전시회
‘제 18회 간호대학 4학년 졸업논문 포스터 전시회’를 2019년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1주일간
아주대학교 홍재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하였다. 본 논문발표회는 정규과정 4학년 학생들이 팀별 교수
의 지도하에 동료 학생들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전시하는 자리로서, 간호대학 교수와 재학생 등
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 외 7편의
논문을 포스터로 게재하였다.

(4) 간호대학 허한나・홍영은 학생 ‘메풀 전산초 학술대회’ 최우수상 수상
간호대학 4학년 허한나・홍영은 학생(지도교수: 배선형)이 지난 10월 10일 계명대학교에서 열린 제
13회 메풀 전산초 전국 간호대학생 학술대회에서 구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논문 제목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이다. 두
학생은 3~4학년 간호대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과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측
정・분석하고,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교내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한편, 메풀 전산초 간호대학생 학술대회는 현대 간호의 선구자 故전산초 박사(1921~1999)의 정신을
기리고 간호대학생의 학술 능력 향상하기 위해 매년 계명대학교가 개최하는 학술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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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실습지도 역량강화 워크숍
‘현장실습지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2019년 10월 22일 아주대학교홍재관 3층 1세미나실에서 개최하
였다. 이 워크숍은 총 65명의 아주대학교병원 현장실습지도자와 간호대학 교수진이 참석하여, 성과중
심 실습교육 강화 및 학생술기 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과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실시되
었다. 이를 위해 전공별 실습 모듈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타당도를 검증하고,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였다.

(6) 졸업생 역량강화 워크숍
‘졸업생 역량강화 워크숍’을 2019년 12월 3일 홍재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에는
2017~2019년도 졸업생과 간호대학 교수진 등 68명이 참석하여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 현장적응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통해 졸업생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또한, 재학생들의 교육과정 개선에 활
용하고자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에 대해 졸업생들의 교육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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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이팅게일 선서식
’제 2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2019년 11월 19일 아주대학교 연암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임상
실습을 앞둔 2학년 학생 72명이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환자에게 헌신하고 참다운 의료인으로 거듭
날 것을 맹세하였고,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간호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
내는 시간이 되었다. 본 행사에서 송미숙 학장이 선서를 통해 간호사의 직업적 가치와 윤리를 마음에
다지길 당부하였고, 이어 한상욱 병원장은 선서생들이 실습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나이팅게일의 일대
기에 관한 동영상을 관람하면서 나이팅게일의 업적과 나이팅게일 선서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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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 졸업 논문발표회
’제 21회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 (RN-BSN) 졸업 논문발표회‘를 2019년 12월 11일 아주대학교 홍재
관 3강의실에서 개최하여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불안과 우울’ 외 7편의 졸업논문을 발표하였다.

(9) 현장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프리셉터 간담회
‘현장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프리셉터 간담회’를 2019년 12월 18일 홍재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는 프리셉터와 간호대학 교수진 등 73명이 참석하여 현장실습지도에 대한 건의와 개선요
청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실습지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0) 간호사 국가고시 전원합격
2020년 1월 22일 실시된 제60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간호대학생 74명이 전원 합격하였다. 이번 제
60회 간호사 국가시험은 전국 2만 2,432명이 응시해 2만 1,582명이 합격하여 96.2%의 합격률을 기
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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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학원 간호학과 소식
(1) 재학생 현황
대학원에는 2019년 4월 1일 기준 응급전문간호사 과정 19명, 노인전문간호사 과정 5명, 임상전문간호
사 과정 1명, 일반대학원 과정 53명으로 총 78명의 석사과정 학생과 10명의 박사과정 학생이 재학 중
이다.

(2) 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2019년 제 16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총 17명 (노인전문간호사 5명, 임상전문간호사 3명, 응급전문
간호사 9명)이 최종 합격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3) 전공탐색프로그램
2019학년도 대학원 간호학과에서는 각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선·후배간 유대관계 조성을 통해 즐
겁고 유익한 대학원 생활을 위하여 5월 22일 홍재관 1층 로비에서 ‘전공탐색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교수와 재학생 95명이 참석하여 자격시험 유형 등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애교심 함양 및 향후
동창회 활동을 위한 유대강화를 마련하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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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 취득
2019년 8월과 2020년 2월에 총 22명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위수여자와 논문
제목은 아래와 같다.

- 「2019년 8월」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배지연(간호학): 임상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의 영향요인
이시연(간호학): 항암화학요법 단계의 위 ․ 대장암 환자 디스트레스와 대처
정수진(간호학): 환자 안전 사건으로 인한 임상간호사의 이차피해 현상
서혜정(간호학): 임부의 스트레스․우울․사회적 지지가 모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우현희(간호학): 기혼 간호사의 직장-가정 갈등, 여가만족과 재직의도
김보람(전문간호):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사회적 지지 및 직장 삶의 질
신지선(전문간호): 응급실 간호사의 감정노동, 소진, 공감만족과 환자안전관리활동의 관계
이수진(전문간호): 응급실 간호사의 방사선 방어행위 영향요인
장미래(전문간호): 응급실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 의사결정능력

- 「2020년 2월」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이경미(간호학): 응급실간호사의 폭력경험, 고객지향성과 직무만족도
고수형(간호학):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동료협력이 간호업무 누락에 미치는 영향
홍수정(간호학): 저년차 병원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조직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허지예(간호학): 유자녀 취업모의 후속출산의도에 따른 생태학적 요인
김미영(간호학): 혈액투석환자의 증상경험, 자가간호이행 및 삶의 질
박소연(간호학): 중환자실 간호사의 언어폭력경험, 대처양상 및 경력몰입과의 관계
박지연(간호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 병동 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몰입 비교
이수경(간호학): 성인 고혈압환자의 약물복용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혜신(간호학):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의 불확실성과 배우자 지지가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조영진(간호학): 혈액투석을 받는 당뇨병성 신증 환자의 자가관리행위 영향요인
홍기화(간호학): 혈액투석환자의 자가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수진(전문간호):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간호조직문화가 직무착근도에 미치는 영향
박해진(전문간호): 상급초보 간호사의 감정노동, 극복력과 재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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