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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기회를,
더 좋은 기회를!

부총장
부총장인사말
인사말

“간호교육의
글로벌허브를 지향하는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간호교육의 글로벌허브를 지향하는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선진복지사회로의 진화와 인구의 고령화로 간호직에 대한 수요가 급증됨에
선진복지사회로의 진화와 인구의 고령화로 간호직에 대한 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따라 간호직은 미래사회의 가장 유망한 직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
간호직은 미래사회의 가장 유망한 직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다. 이러한 전망에 부응하여, 그동안 Academic excellence를 추구해 온
전망에 부응하여, 그동안 Academic excellence를 추구해 온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중앙대학교 간호학과와 Educational excellence 를 지향해 온 적십자간호
와 Educational excellence를 지향해 온 적십자간호대학이 통합하여, 2012년 국내
대학이 통합하여, 2012년 국내 최대의 간호대학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최대의 간호대학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은“간호교육의 글로벌 허브”를 기치로 내걸고,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은 “간호교육의 글로벌 허브”를 기치로 내걸고, 학부과
학부과정과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 건강간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과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 건강간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간호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영어능력 강화, 실
에서 경쟁력 있는 간호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영어능력 강화,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무능력 강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간호교육, 인도주의적 인성교육에 중점을
시뮬레이션 간호교육, 인도주의적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축적해 온 역량과 전통을 살려 글로벌 무
금까지 축적해 온 역량과 전통을 살려 글로벌 무대에서 지구촌 간호교육을 이끌어
대에서 지구촌 간호교육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가고자 합니다.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교육에 대한 응원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에 많은 응원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2015. 1.
2015. 4.

간호부총장 조 갑 출

간호부총장 조 갑 출

학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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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세계관을 지닌 세계화된 참 간호인재상 구현”
중앙대학교 간호대학은 2011년 11월 적십자간호대학과의 합병으로 국내 최대의 간
호대학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국내 최고의 간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큰 걸음
을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간호대학은 중앙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의와 참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지도자
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겸비
하여, 민족과 인류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열린 세계관을 지닌 세계화된 참 간호인
재상을 구현하여, 매년 사회와 의료기관이 최우선으로 선호하는 우수한 간호인재
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CAU 2018+의 중앙인 양성계획, 중앙팀 육성계획, 중앙터 조성계획의
성공적 수행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및 국제화 등에
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패
러다임을 활용하여 21세기 간호교육의 새 길을 개척하고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세
계화된 ‘창조적 혁신간호대학’으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교수,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님의 저력과 역량을 한데 모아 『학생이 오고 싶은 간
호대학』,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간호대학』, 『산업체가 뽑고 싶은 간호대학』으로 만
들어 가겠습니다. 국내 최고 간호대학으로의 힘찬 도약을 위한 우리 간호대학의 새
로운 변화와 도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간호대학장 김 경 희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연혁

2015.3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편제 완성
2013. 11
통합간호실습센터 개관
2013. 3
건강간호대학원 신설
2012. 3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승격
2011. 11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 학교법인 적십자학원 합병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2000년대

2005. 09.
대학원 간호학과 종양전문간호사 과정 개설

구) 적십자간호대학
2010. 09.
통합간호실습센터 구축

2005. 03.
대학원 간호학과 노인전문간호사과정
정신전문간호사과정 개설

2010. 03.
에이즈상담교육센터, 재난안전교육센터 개소
2008. 03.
전공심화과정(간호학사학위과정) 인가

2001. 03.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 개설

2007. 05.
간호교육이노센터, 지역사회간호센터 개소
2006. 03.
학점은행제(간호학사과정) 개설
2003. 03.
평생교육원 개원

1998. 08.
노인의료복지연구소 개소

1990년대

1998. 10.
적십간호대학으로 개칭(3년제)

1970년대

1979. 03.
적십자간호전문학교로 개칭

1996. 09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설립
1990. 10.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인가
1977. 10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인가
1974. 03.
제1회 신입생 입학

1975. 06.
학교법인 적십자학원 설립

1973. 12.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개설

1920년대~
1970년대

1962. 01.
적십자 간호학교로 개칭
1959. 03.
서울적십자병원부설에서 대한적십자사 직속 교육기관으로 전환
1950. 05.
적십자간호고등기술학교로 개칭
1945. 10.
서울적십자병원부설 적십자고등간호학교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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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미션, 비전,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핵심역량

미션

창의적인 교육, 연구, 간호를 통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

신뢰받는 간호대학을 구축한다.

비전

1. 새로운 간호교육 패러다임 실현
2. 융합연구를 통한 특성화
3. 경쟁력 있는 리더양성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대상자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간호전문

교육목적

직 지도자로서의 교양 및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실무통합능력을 겸비하여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국가와 인류공영에 기여 할 수 있는 열린 세계관을 지닌 참 간호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간호대학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은 세계화된 참 간호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교육목표

1. 교양과 전공지식의 통합능력을 습득한 자율적 간호교양인
2. 전문인의 자질과 역량을 겸비한 실용적 간호전문가
3. 비판적 사고능력과 연구능력을 함양한 창의적 간호연구자
4.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 세계화된 개방적 간호지도자
5. 섬김과 소통의 리더십을 실현하는 실천적 간호봉사인

1. 전인간호제공을 위한 교양 및 전공지식과 간호술의 통합적용능력
2. 대상자 건강개선을 위한 전문분야 간 의사소통과 협력 능력

핵심역량

3.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 능력
4.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법적·윤리적 책임인식 능력
5. 간호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리더십 능력
6. 간호실무의 과학적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능력
7. 글로벌 보건의료 정책변화 대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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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교과목 및 이수학점 		우리대학의 학부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전공 지식과 더불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을 균형 있게 개설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학년

교과목
1학기

교양 - 회계와사회, 창의와소통, 한국사, 심리학의이해, 음악의이해와감상
전공기초 - 해부학
전공필수 - 간호학개론

2학기

교양 - 글쓰기, Communication in English, 철학의이해, 건축과문화
전공기초 -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다문화건강

1학기

교양 - ACT
전공기초 - 병
 태생리학, 임상약리학, 건강사정, 건강사정실습, 상담이론과실제
전공필수 - 간호실무영어, 기본간호학1, 기본간호학실습1, 간호과정

2학기

교양 - English skills for Career Development
전공기초 - 생명윤리및철학, 글로벌리더십, 간호통계학
전공필수 - 기
 본간호학2, 기본간호학실습2, 지역사회간호학1, 성인간호학1,
아동간호학1

1학기

전공필수 - 노인간호학, 성인간호학2, 여성건강간호학1, 아동간호학2,
정신건강간호학1, 지역사회간호학2, 아동간호학실습, 성인간호학실습1

2학기

전공필수 - 성
 인간호학3, 여성건강간호학2, 간호관리학1, 정신건강간호학2, 성인
간호학실습2, 성인간호학실습3, 지역사회간호학실습, 선택임상실습1

1학기

전공기초 - 조사연구방법론
전공필수 - 간
 호관리학2, 성인간호학4, 선택임상실습2, 성인간호학실습4,
여성건강간호학실습, 정신건강간호학실습
트랙 1 - 보건의사소통
트랙 2 - 글로벌건강

2학기

전공선택 - International Exchange
전공필수 - 보
 건의료관계법규, 종양간호학, 간호관리학실습, 통합임상실습,
종합간호수기평가
트랙 1 - 응급및재난간호
트랙 2 – 근거기반간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트랙 : 3학년2학기 말에 트랙1과 트랙2중 한 개 과정만 선택

졸업이수학점

전공
학점/구분

이수학점

교양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트랙

교직

총계

일반과정

26학점

29학점

73학점

1학점

4학점

-

133학점

보건교사
과정

26학점

29학점

73학점

1학점

-

22학점

15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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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현황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간호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임상
실습을 수행함으로써 졸업 후에 세계화된 참간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운다. 간호
대학은 2012년 입학생부터 입학정원 300명으로, 2015년 4월 현재 총 1,202명이 재학중이다.
학년

편제정원 (단위: 명)

재학생수 (단위: 명)

1

300

315

2

300

307

3

300

280

4

300

300

계

1,200

1,202

교수 현황	간호대학의 교수진은 각 전공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교육활동을 통하여 꾸준히 업적을 생산
하고 있으며 세계화된 참간호 인재를 배출시키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5년 9월 현재, 교수
14명, 부교수 4명, 조교수 23명의 전임교수 41명과 강의전담교수 1명, 겸임교수 1명, 외래교수 및
현장실습지도자 등 총 220여 명이 교육, 연구와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대학원
대학원 간호학과	1) 교육 목적
	의와 참의 이념과 인간, 건강, 환경, 간호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간호이론과 기술을 개발하고 실
무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력과 학자적 자질 및 지도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실무, 교육, 연구 등의
분야에서 인간의 건강 성취를 통해 정의사회와 인류공영 및 간호 전문직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간호전문인을 육성한다.

2) 석사과정
▶간호학전공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학사과정의 출신학과 또는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총 이수학점은 32학점이다.
▶전문간호사 과정
	전문간호사과정은 노인전문과정과 종양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간호학 학사학위를 지니고
3년 이상의 해당분야 임상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지원 가능하다. 과정을 마치면 간호학 석사학
위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론 및 실기
시험에 합격 후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 자격을 받게 된다.

3) 박사과정
	박사과정은 연구중심 교과과정으로 간호학자로서 독립적 혹은 다학제적 팀의 한 멤버로서 연구
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박사과정 취득 후 국내건강 관리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연구능력을 갖게되며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간
호 지식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총 이수학점은 34학점(간호학전공 30학점,
전공연구 4학점)이다.

4) 석 박사 통합과정
	박사학위취득을 목표로 하는 석사 과정생이 석사학위 취득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거치지 아니
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201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신입생 선발이 이루어졌
다. 총 이수학점은 64학점이다.

건강간호대학원
건강간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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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목적

	건강관련 분야의 실무이론을 이해하고 임상전문가, 연구자, 교육전문가 및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뿐만이 아니라 창의력, 실무기술 및 행정능력을 개발하여 이를 실무, 교육 및 연구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2) 전공분야
▶글로벌간호전공(Global Healthcare: GHC 전공)
	글로벌 건강문제와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하고, 간호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연구활동을 통하
여 국제사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간호리더를 양성하고자 한다. 간호사, 국제구
호단체 종사자, 의료기관의 해외의료봉사 기획자,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해외봉사 담당자들이 리
더십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과정으로 졸업 후 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간호시뮬레이션전공(Health Professions Education: HPE 전공)
	건강전문직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현장 실무교육의 이론과 방법을 익혀 의료실무 발전
을 위해 시뮬레이션교육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며 간호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 영
양사 등 보건의료직에 해당하는 현장실무교육 담당자들이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과정으로 졸업 후 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보건학전공(Public Health Science: PHS 전공)
	인간집단의 건강문제를 연구하고 다학제간 협력을 바탕으로 보건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
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보건학의 지식체 구축과 정책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 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피부미용사
등 보건의료직, 기타 건강관련 종사자들이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과정으
로 졸업 후 보건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 노인전문간호사전공(Advanced Practice Nurse: Geriatric Nursing)
	노인간호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문제의 유형을 학습하며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정
립하고, 노인성 질환의 급·만성 및 재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여 노인전
문간호의 능력을 함양한다. 이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으며, 국
가에서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간
호사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 종양전문간호사전공(Advanced Practice Nurse: Oncological Nursing)
	종양환자,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해 가능한 최적의 삶의 질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하
고, 수행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종양전문간호사를 교육하는데 있다. 이 과
정을 마친 학생들은 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간호과학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는 간호학문의 지속적 발전 및 간호 전문성 향상을 주도할 과학적 지식체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996년 9월 1일, ‘만
성질환자 간호, 여성 건강 증진, 청소년 건강 증진, 노인보건, 지역사회 가정간호 이론 및 정책 수립’ 이라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국가
보건의료관리 체계 속에서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간호와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 기획, 평가 등 다양한 연구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간호과학연구소는 넓게는 학문적 범위를 아우르는 다학제연구 및 협동연구 활성화로 국민건강향상에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
하고 있다. 깊게는 통시적 안목을 통해서 간호이론들의 기원에서부터 최신지견까지 통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 기술의 발
전을 리드하고자 한다.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는 간호학자의 잠재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각 수준별 전인간호와 통합접근을 위한 간호과학의 넓이와 깊이를 통섭하는 연구 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소는 위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 국내외 학술 발표회 및 학술회의 개최
2. 간호교육에 관한 연구 수행
3. 간호학 저서 저술 및 출판 및 보급
4. 국내외 학술단체, 병원 및 지역사회 산업체와의 학술교류 및 협력 관계 추진
5. 병원 및 지역사회 산업체 종사자들의 실무, 재교육 및 연수 추진
6. 연구자료의 수집, 정리 및 발간
7.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8.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관련사업 추진
연구소는 소장 1인,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를 가지며, 학술위원회 산하에 만성질환간호 연구부, 노인간호 연구부, 간호
정보 및 보건통계 연구부, 청소년 간호 연구부, 여성건강간호 연구부, 보건간호 연구부등 5개의 분과를 두어 각 전문분야의 연구를 추
진하고 있다.

Care for individuals & patients
Care for families
Care for groups & organizations
Care for community
Care for society

통합간호실습센터 (Center for Simulation Practice in Nursing)
통합간호실습센터는 간호교육을 선도하는 최고의 간호시뮬레이션 센터라는 비전하에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평가, 연구를 통한 환자안
전과 간호의 질 향상을 미션으로 한다. 효율적인 간호교육을 위해 간호시뮬레이션 교육과정 혁신, 시뮬레이션 기반 간호역량 평가, 시뮬
레이션 연구, 시뮬레이션 교육자 훈련, 시뮬레이션 교육 리더십과 파트너십 구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센터는 표준화환자와 고충실도 시뮬레이터 (SimMan, 3G SimMan, SimMom, SimBaby, SimJunior, Noelle) 등 다양한 실습 기자재를 활용
하여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과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범위의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다.

센터 내에는 특수부서인 집중치료실(Intensive Care Unit), 응급실(Emergency Room), 신생아/소아 집중치료실(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분만실(Delivery Room), 지역사회 간호 실습실(Community health Nursing Lab), 재해 시뮬레이션실(HELP Unit) 외에 8인 일반병실
4실, 디브리핑 룸 2실, 자율실습실 1실, 중앙공급실과 조정실, 디브리핑을 위한 Sim View 등 시청각 녹화시스템 등 센터내의 실습실과 실
습장비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간호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통합간호실습센터는 2014년 5월 국내 시뮬레이션 센터로는 최초로 래어달 우수교육센터 (CoEE: Center of Educational Excellence)로
재지정 되었다. 인력은 센터장 1인과 5인의 직원이 있으며, 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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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강의실 및 세미나실 	강의실은 규모에 따라 소강의실(40석), 중강의실(80석),
대강의실(105석)로 구분하고 있으며, 103관(간호대학
전용공간) 전관에 거쳐 총 18개 강의실과 7개의 세미나
실(대학원 세미나실 3개, 실습컨퍼런스룸 4개)을 보유
하고 있다. 각각의 강의실은 전자교탁과 공기청정제 등
의 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역사관	역사관은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와 학교법인 적십자학
원의 합병이후, 두 대학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최고
의 간호사학으로서의 전통을 다시 세우기 위한 취지로
2013년 11월에 구축되었다. 103관 2층에 위치한 역사관
은 66.38m2 규모로서, 각종 사료(使料)를 비치하고 있
으며, 디지털 박물관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영어라운지	영어라운지는 영어와 제2외국어 학습을 위한 자유공간
으로, 학생 스스로가 세계화된 참간호인으로써 역량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3
년부터 학기 중에는 외국인 교환학생을 배치하여 회화,
문법, 작문 등을 지도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기타시설	이 외에도 간호대학 건물(103관)에는 컴퓨터실, 동아리
실, 학생회실 및 락카룸 등이 있다.

학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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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 학생회 소개, 행사안내 및 동아리의 축하공연으
간호대학 학생회
로 구성되며, 재학생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행사이다.
행사 및 활동
해오름제	

새내기 새로 배움터	신입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행사로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진다.

체육대회 에피오네(epione)	간호대학 학생들이 함께 땀 흘리며 즐기는 체육대회이다.

백의제	학생회가 주관하는 간호대학의 축제로 1박 2일간의 행
사이다. 미니게임, 가요제, 일일주점 및 동아리 공연 등
의 프로그램이 있다.

장학제도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들을 선발해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의
종류로는 성적 상위자 10%~20% 이내 학생에게 지급하는 성적 우수장학금, 전학기 성적대비
성적향상이 높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일취월장장학금, 학생들에게 해외의료봉사, 교환학생 기회
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해외단기교류장학금이 있다. 이외에도 중앙사랑장학금, 봉
사장학금, 특별장학금, 근로장학금, 직계및부속기관장학금, 공로직계장학금, 가족장학금, 외국인
장학금, 보훈장학금, 국가고시장학금, 기금장학금, 멘토링장학금 등이 있다.

간호대학 동아리
FC 썬크림

정기적인 축구연습, 학교 체육대회 및 전국 간호대학 축구대회 등에
참가하여 체력 향상과 교우관계를 증진
봉사 동아리로 매주 토요일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비정기적

그루터기

으로 외부 봉사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봉사
활동에 참가
보건교육 동아리로 매년 정기사업으로 루카우스제에서 동작구 보건

두런(Do Run)

소 및 교내 건강센터와 연계하여 보건교육 부스사업을 진행하며, 관
악구청의 톡톡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매주 고등학생들과 함
께 보건교육 멘토링을 진행

Intercepters

농구 동아리이며, 매주 정기모임 및 연습을 하며, 타학과와의 친선경
기를 통해 교우관계를 증진
어쿠스틱 밴드인 비트라이스는 보컬, 기타, 키보드와 젬베, 카혼 등의

Veatrice

기타 퍼커션으로 세션이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새터, 백의제 등 간
호대 행사시 공연하고 있으며, 동아리 단독 연 2회 정기공연을 개최

Agape
Luminol

CCC 소속의 기독의료 봉사단이며 의대, 간호대, 약대 연합동아리(성
경공부 및 의료선교)
음악적 소양 증진과 공연 활동
영어회화 동아리로, 주1회 한시간씩 튜터와의 프리토킹 시간을 가지

E.R.(English Room)

며 영어회화 능력을 키우고, 교환학생들에게 한국문화 소개, 민속촌
투어 등을 진행하며 영어회화에 흥미를 갖게 함.

블루스카이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로 테마를 정해 다 같이 여행을 떠나 대학생
활 속에서 소중한 낭만을 추억속에 담는 친목 동아리임

국제교류
적십자간호대학은 간호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의 명문 간호대학과 교수-학생 교류 및 상호 학술교류 등, 활발
한 국제교류할동을 하고 있다. 간호대학과 교류하고 있는 기관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San Diego State University, College of Health and Human Sciences, School of Nursing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위치한 SDSU는 간호대학과 2011년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 한 후, 매년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양교 학생들이 서로의 대학을 방문하여 수업 참여, 임상실습 참관 등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문화는 물론, 간호대학 생활을 직
접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 Asia Pacific College
미국 하와이 Center for Asia-Pacific Exchanges (CAPE)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수프로그램에 우리 학부생들이 2009년부터 참가하
기 시작했고, 2012년에는 간호과학연구소와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생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CAPE 간호대학생 프로그램은 4주간 토론과 발표를 중점적으로 하는 영어수업과 간호학특강, 의료기관 방문과 실습, 그리고 문화체
험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학과 문화학습, 그리고 대학생들간의 교류를 위주로 하는 국제대
학생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 University of San Francisco, School of Nursing and Health Prof essions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USF와는 2013년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USF의 간호대학원생이 우리대학을 방
문하는 Immersion 프로그램과 우리대학의 학부생이 USF를 방문하여 간호대학 수업과 실습을 참관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단기연수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College of Nursing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위치한 UWM와는 2009년 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2013년 간호대학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우리대학 학부
생 단기 파견연수를 시작하였다.
● 鹿児島大学(Kagoshima University), School of Health Science
일본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가고시마대학 건강과학대학과 2012년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양교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각
대학을 방문하여 간호대학 수업참관 및 병원 방문 등을 통해 간호교육 현장을 참관하며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 高知大学(Kochi University), Medical College
일본 고치현에 위치한 고치대학 의과대학 간호학과와 2013년 간호학 연구자 학술교류를 시작으로 교류를 진항하고 있고, 2013년 국
제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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