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의 구조 및 생체 내에서

교과목개요

기능,

1학년 1학기

사람은 개개의 기관계통을

형성하는 장기들의 고유

작용에 의해 기능이 수행되지만 다른 부위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 사람의 전반적인 구조, 각 장기의
기능을 파악하여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이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이해한다.
Instruction in structures of a human body, and
associations between neighboring organs and basic
medical knowledge.

대하여

살펴보며,

이와

enzymes from a technochemical viewpoint: metabolism
and components of the body, energy generation and
metabolism in living cells from a dynamic perspective.

미생물학(Microbiology) 2학점 (1-2)
의학에

관련된

미생물의

생리,

소독과

멸균,

화학요법 등의 총론과 병원체의 병원성, 분리 및 동정,
검사실 진단 예방관리를 학습하며 숙주와 기생체 관계
및 면역학에 대하여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medical microbiology:

- 전공필수

classification, cultivation, growth and death of viruses;

간호학개론(Introduction to nursing) 2학점 (1-1)
간호전문직의

등에

Understanding of carbohydrates, proteins, fats and

해부학(Anatomy) 3학점 (1-1)

간호사업의

성상

한다.

- 전공기초

고유 구조와

생화학적

관련된 실습을 병행하므로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역사적

흐름과

기준,

각종

간호개념의
간호사업과

periods and mechanisms of immunity in the human
변천,

관련된

body, and defence mechanisms against pathogenic
bacteria.

전문직단체의 활동, 간호사업의 영역,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다룬다.
This course aimed at studying of the history of
nursing, practice,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world,
professionalization

process

of

nursing,

role

and

responsibility of professional nurse, practice of each
professional nursing group.

다문화건강(Multi-Cultural Health) 2학점 (1-2)
다문화 가정이 직면하는 심리, 사회, 문화적 갈등과
관련하여 문화적응 유형과 스트레스 등을 파악하고
건강증진 전략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 for studying health promotion
strategy for cultural adaptation and patterns of stresses
related to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conflicts
facing multi-cultural families.

* 1학년 2학기
- 전공기초
생리학(Physiology) 2학점 (1-2)
생물체 및 인체구조의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체의 거대구조에서부터 현미경적, 혹은
분자적 수준에서의 기능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본
과정의 학습목표이며 이를 바탕으로 질병과 관련된
병태생리학을 학습하는데 이론적 배경을 부여하고자
한다.
Observational analysis of an organism, especially
functional phenomena of individual structures in the
human body.

* 2학년 1학기
- 전공기초
Global Leadership(글로벌리더쉽) 2학점 (2-1)
본 과목은 글로벌 건강 체계 내에서 리더십에 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교육 및 환자간호의

틀을

제공한다.

글로벌

건강,

글로벌 건강 불평등에 중점을

둔다.
This

course

will

provide

the

conceptual

and

theoretical framework for examining the concept of
leadership within the contexts of global health systems.
It will focus on global health and global disparities in

생화학(Biochemistry) 2학점 (1-2)

quality of nursing education and patient care.

자신과 돕는 과정의 원리와 기술을 습득한 헬퍼가
되고자하는

병태생리학(Pathophysiology) 3학점 (2-1)
모든

질병의

일반적인

병리기전을

인체의

기본

구성요소인 세포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여 장기의 기능에
변화가

생겨

발생하는

병태생리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병리학 이론을 습득하고 질병의 원인, 병리기전,
증상, 증후, 합병증, 진단방법 및 치료원칙 등에 관한
기초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한다.

간호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상담의

기초이론과 실습이다.
This course offers the basis of counseling Theory to
the nursing major who, as self-perceptive and effective
individuals,

hope

to

master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helping the helpers themselves and
others.

Introduction to etiology, mechanisms, progress and
complications of diseases for the study of clinical

- 전공필수

pharmacy.

기본간호학Ⅰ(Fundamental NursingⅠ) 2학점 (2-1)
기본간호학1
간호과정,

임상약리학(Clinical Pharmacology) 2학점 (2-1)
약물이 생체에 미치는 효과 또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약물의 작용 및 기전, 부작
이해하고

임상적

이용에

투여된 약물이 생체에 나

대하여

용과 독성을

학습한다.

실습은

타내는 효과를 실험적으로

과정에서는

활동과

운동,

기본간호학의
개인위생,

기본개념,

감염관리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examines basic concepts and processes
of nursing and fundamental frameworks of nursing
practice to meet

needs of clients.

연구하는 분야로 약리학 이론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험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기본간호학실습Ⅰ

Examines the effects of medicine on an organism:
pharmakinetic toxicology, therapeutic pharmacology
and pharmacy.

(Fundamental Nursing PracticeⅠ) 1학점 (2-1)
개인 및 가족 등의 간호대상자들에게 전인간호를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해결과정에 필요한 기본간호행위
기술을 간호현장에 적용하기에 앞서 모델을 이용하여
학습한다.

Health Assessment and Practice(건강사정및실습)

This course introduces the practice of basic nursing

2학점 (2-1)
간호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 방법으로서 간호대상의
건강문제를
간호과정을

해결해

주는

기초로

일련의

한다.특히

체계적인

과정인

신체검진에

principles in simulated settings, with a focus on needs
of clients.

의한

간호사정을 통하여 간호문제를 찾아내어 보다 과학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assists the student in developing a

* 2학년 2학기

system for comprehensive physical assessment of

- 전공기초

clients by conducting health histories and performing

Imaging Science and Healing(영상과치유) 2학점 (2-2)

systematic physical examinations of various body

영상은 책이나 음악과는 달리 구체적이어서 다양하고

systems. Review of relevant anatomy and physiology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해주는 교육과 치료의 매개체이다.

will

건강대상자를

be

incorporated

in

order

to

explain

the

위한

건강교육자료에

interpretation of the systematic assessment of body

이용한다면

systems.

교육수준에 의한 이해도의 차이와 관계없이 접근이
용이하고

상담이론과실제(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2학점 (2-1)
이 과정은 자각적이고 효과적인 인간으로의 헬퍼

간호대상자의
경제적이다.

간호대상자들의

이

사회문화적

영상물을

과목을

간호중재에

통하여

영상물을

배경과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학습한다.
Being specific, Images are medium of education and
therapy that provide various and sensuous experience.

Using images on health education material for patients
is convenient for access and economical regardless of
patients'

sociocultural

background

or

gap

of

intelligibility which is correspond to eductioan level.
Through this class, students acuire means that they can
use actively in nursing intervention.

English for Nursing PracticeⅠ(임상실무영어)
2학점 (2-2)
본 강의는 의료인들이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인 의학용어를 학습하는데 중점을 둔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udy the medical
terminology, which is a specialized language used by
the health care professional.

의료윤리및철학(Medical Ethics and Philosophy)
2학점 (2-2)
본

교과목은

학생들이

간호학의

철학적

배경과

생명윤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본 교과는 전반적인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This course aims at helping students to understand
philosophic background of nursing and fundamental
concepts of bioethics.

Also, this course is oriented to

get recognizing and understanding proper judgements
and

decisions

about

overall

ethical problems

in

nursing.

성인간호학Ⅰ(Adult NursingⅠ) 2학점 (2-2)
성인기의

체계적

건강문제(총론/호흡기계)에

간호문제를 파악하고 간호과정을

적용한

따른

전인간호를

학습한다.
This course concentrates on understanding basic
knowledge

of

adults

with

health

problems

and

problem solving. This course focuses on current trends
in nursing practice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fluid
and

electrolyte

imbalance

,surgical

and

hemato

oncologic nursing
and respiratory problems.

사회와봉사(Social Service) 1학점 (2-2)
간호사로서의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인격적 소양을
갖춘

전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임상

및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xperience volunteer
activities in order to grow into experts having not only
knowledge and skill but also noble character.

아동간호학Ⅰ(Child NursingⅠ) 2학점 (2-2)
아동 및 아동의 가족을 간호하는데 기본이 되는
개념을 습득하고, 신생아, 영아, 유아, 학령전기, 학령기
및 청소년기 아동의 성장발달 및 성장발달과 관련된
건강문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습득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acquire basic concepts to

- 전공필수

nurs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기본간호학Ⅱ(Fundamental nursingⅡ) 2학점 (2-2)
기본간호학2 과정에서는 개인의 요구별 간호문제를
확인하여 기본간호술을 익힌다.

neonate, infants, preschoolers and children in the
school age and adolescence and health problems
related to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Continued from Fundamentals of Nursing Ⅰ.

기본간호학실습Ⅱ(Fundamental Nursing PracticeⅡ)

* 3학년 1학기

1학점 (2-2)

- 전공필수

개인 및 가족 등의 간호대상자들에게 전인간호를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해결과정에 필요한 기본간호행위
기술을 간호현장에 적용하기에 앞서 모델을 이용하여
학습한다.
Continued from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e Ⅰ.

English for Nursing PracticeⅡ(임상실무영어)
2학점 (3-1)
본 강의는 English for Nursing PracticeⅠ을 기반으로

의료인들이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인

의학용어를 심화 학습하는데 중점을 둔다.

the students study the basic concepts of mental health
nursing.

Continued from English for Nursing PracticeⅠ
지역사회간호학Ⅰ
성인간호학Ⅱ(Adult NursingⅡ) 2학점 (3-1)

(Community Health NursingⅠ) 2학점 (3-1)

성인기의 체계적 건강문제(소화기계/근골격계)에 따른
간호문제를 파악하고 간호과정을

적용한

전인간호를

학습한다.

본

강의는

지역사회간호의

기본적인

개념과

지역사회보건에서의 역할에 관한 거시적인 틀을 배우고
관련 지식을 연마하는 과정이다. 이론, 역사 뿐 만

This course focuses on developing problem-solving

아니라

지역사회간호과정에

skills and sound clinical judgments, especially for adult

배움으로서

patients

배양하게 된다.

with

gastrointestinal

and

musculoskeletal

problems.

보건행정

관련

관한
실무

실천

지식을

지식과

기술을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role and function of community health nursing services
through the understanding theories and methods

여성건강간호학Ⅰ

related

(Women's Health NursingⅠ) 2학점 (3-1)
This course focuses on the nursing care of women
preconception,

conception,

antenatal,

community,

population

based

health,

epidemiology, environmental health and occupational

여성건강 개념 및 정상산모의 간호내용을 다룬다.
during

to

health, school health nursing.

and

postnatal periods. It also includes care of women with

성인간호학실습Ⅰ

gynecological conditions.

(Adult Nursing Clinical PracticeⅠ) 2학점 (3-1)
성인간호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간호술에 중점을

아동간호학Ⅱ(Child NursingⅡ) 2학점 (3-1)
고위험신생아와 급 만성질환, 장애, 사망 및 복합적
건강문제를 지닌 아동과 가족에 대한 통합적 간호를
습득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acquire integrated nursing
skills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with high-risk
infants, acute-chronic diseases, disabilities and fatal or

두고 체계적 건강문제( 내외과계, 호흡기계, 중환자 간호
등)에 따른 간호문제를 파악하여 간호과정을 적용한
전인간호 수행을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clinical practice with selected
adult patients, with a focus on efficient nursing
processes

in

medical

situations.

(medical-surgical

unit/Intensive care unit etc.)

composite health problems.
아동간호학실습
정신건강간호학Ⅰ
(Mental Health NursingⅠ) 2학점 (3-1)
정신건강간호학1 과정은 대상자의 정신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을 기본적으로
다루며 더불어 정신간호의 개념을 이해하고 환자의
문제를 사정, 계획, 수행,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3학년 1학기에는 정신간호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This courses deal with the mental aspects of the

(Child Nursing Clinical Practice) 2학점 (3-1)
아동간호학실습은
건강문제를

지닌

신생아와
아동과

고위험신생아

가족에

대한

임상

및
관련

아동간호에 대한 통합적 간호중재능력을 습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acquire integrated nursing
intervention skills for the clinical nursing of neonates,
high-risk neonates, an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with
health problems.

subjects for maintaining and promoting their mental
health as well as assessing, planing, performing and
evaluating. During the first semester of junior course,

시뮬레이션실습Ⅰ(SimulationⅠ) 1학점 (3-1)
간호사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간호실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내 실습이다. 간단한 시뮬레이션

계/내분비계)에 따른 간호문제를 파악하고 간호과정을

실습을 통해 임상실습지로 나가기 전 기본간호학 관련

적용한

지식과 수기를 숙달되도록 실습한다.

전인간호를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developing problem-solving

This course is a nursing practice in laboratory

skills and sound clinical judgments, especially for adult

settings to increase basic nursing competency which is

patients

required to professional nurse. Students will learn

endocrine problems.

with

cardiovascular,

hematology,

and

nursing skills and knowledge using simple simulators
until mastering basic nursing skills before clinical
experience.

정신건강간호학Ⅱ(Mental Health NursingⅡ)
2학점 (3-2)
정신건강간호학2 과정은 대상자의 정신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을 기본적으로
다루며 더불어 정신간호의 개념을 이해하고 환자의

* 3학년 2학기

문제를 사정, 계획, 수행,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 전공필수

습득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내용을 습득한다.

English for Nursing PracticeⅢ(임상실무영어)

This courses deal with the mental aspects of the

2학점 (3-2)

subjects for maintaining and promoting their mental

본 강의는 English for Nursing PracticeⅡ을 기반으로
의료인들이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인

의학용어를 심화 학습하는데 중점을 둔다.

health as well as assessing, planing, performing and
evaluating. During the following semester, mental
disorders.

Continued from English for Nursing PracticeⅡ
여성건강간호학Ⅱ(Women's Health NursingⅡ)
Nursing ManagementⅠ(간호관리학Ⅰ) 2학점 (3-2)

2학점 (3-2)

간호관리와 관련된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고위험 산모와 분만간호, 부인과 간호내용을 다룬다.

간호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구체적으로

This course focuses on the nursing care of women

기획, 조직, 지휘, 인사, 지휘과정의 기본적인 이론과

during

방법을 다룬다.

postnatal periods. It also includes care of women with

In order to produce quality nursing care, this course
concentrates

on

nursing

management

preconception,

conception,

antenatal,

and

gynecological conditions.

processes

involving planning and resource

PBLⅠ 1학점 (3-2)
이 과정은 문제 중심 접근의 팀 학습이다. 학생들은

지역사회간호학Ⅱ(Community Health NursingⅡ)

간호와 건강의 주 개념 중 배설, 교환, 활동, 휴식에

2학점 (3-2)

관한

대상자의
지역사회간호의

적정기능
목표를

수준의
성공적으로

향상이라는
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을

학습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자기

상황의

주도적

근거기반과

개인에게

학습과

최선의

적용하여

그룹토론을

가이드라인의

통해
원칙을

적용하여 임상상황을 분석하고 간호계획을 세운다.

이론적 지식의 습득, 실무수행 및 대처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is team learning with problem-based

Students will develop, implement and evaluate the

approach.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apply knowledge

nursing interventions for each community settings

of

addressing community health and integration.

elimination/exchange and activity/rest to individuals in

core

nursing

and

health

care

content

of

various situations. Through self direct learning and
small group discussion, students will analyze clinical

성인간호학Ⅲ(Adult NursingⅢ) 2학점 (3-2)
성인기의

체계적

건강문제(심혈관

계/혈액

practice situations from a application principles of
evidence-based /best practice guidelines in their plan

basic requirement of the clinical subject.

of care.

지역사회간호학실습

(Community

Health

Nursing

Clinical Practice) 2학점 (3-2)

장기요양실습
(Practicum: Long-Term Care in Elderly) 1학점 (3-2)

지역사회간호 현장에서 지역사회 진단, 중재, 평가

이 교과목은 장기요양 노인 질환을 가진 개인과

과정의 사례들을 통해 지역사회간호 이론과 방법의

가족에게 간호실습을 제공 한다. 체계적인 간호사정에

실제를

과정에서는

있어서 기술을 증가 시키고, 선택된 간호 치료 중재의

보건소, 보건진료소, 가정간호실, 노인복지관, 학교보건소,

역량을 개발하고, 노인을 위한 돌봄으로서의 역할을

재가노인시설, 지역사회보건센터 등의 현장을 중심으로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경험하고

익히는

과목이다.

본

건강증진, 보건교육, 보건사업기획 및 평가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보건과 간호의 업무과 기능을 다룬다.

Provides supervised nursing care to individuals and
families with Long-Term Care Geriatrics. Emphasis on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may learn and practice

increasing

skill

in

systematic

nursing

assessment,

community health nursing theories and practice from

developing competency in selected nursing therapies,

various cases of community assessment, interventions,

and developing role as caring agent for elderly.

and evaluations. We focus on public health centers,

* 4학년 1학기

nursing visiting centers, senior welfare centers, school
health center, day care centers and community health
care centers as settings. Comprehensive nursing ranged

- 전공기초

from health promotion, health education to health
planning and evaluation will be handled during the
course.

통계학(Statistics) 2학점 (4-1)
본 과정은 통계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하여
간호연구에 활용 가능한 기초통계기법의 분석과정을

성인간호학실습Ⅱ(Adult Nursing Clinical PracticeⅡ)

습득하고 관련 사례를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2학점 (3-2)

본 과정은 간호연구에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통계와

성인대상자의

체계적

건강문제(심혈관계,근골격계,암환자간호,응급간호등)에

그래픽 기법의 포괄적인 이해에 초점을 둘 것이다.
The course provides the foundations necessary to

따른 간호문제를 파악하여 간호과정을 적용한 전인간호

understand elementary biostatistics and applications of

수행을 학습한다.

biostatistics in the medical literature. It will concentrate

This course focuses on clinical practice with selected

on the interpretation and comprehension of graphical

adult patients, with a focus on efficient nursing

and

processes

components to nursing and medical research. The

in

medical

situations.

(cardiac

unit/orthopedic unit/oncology/emergency unit etc.)

statistical

techniques

that

are

essential

ability to understand basic arithmetic and high school
algebra is required.

시뮬레이션실습Ⅱ(SimulationⅡ) 1학점 (3-2)
임상실습지로 나가기 전, 교과 실습에서 요구되는

- 전공필수

간호역량과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내
실습이다. 다양한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실습교과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간호를 습득한다.

간호관리학Ⅱ (Nursing ManagementⅡ) 2학점 (4-1)
간호단위관리에

This course is a nursing practice in laboratory

필요한

관리과정과

관리기능의

구체적인 원리 및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인적자원관리,

settings to increase adaptive power and nursing

경력개발,

competency in clinical curriculum

통제기능, 간호단위관리, 간호사의 법적책임, 간호정보

before clinical

experience. Students will learn nursing skills and
knowledge using various simulators for

mastering

직무수행평가,

동기부여,

파워

및 간호서비스 마케팅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및

갈등,

In order to produce quality nursing care, this course

(Woman's Health Nursing Practicum) 2학점 (4-1)

processes

간호현장에서 임신 및 출산과정에 관련된 건강문제나

involving planning, personal management and resource

부인과적 문제를 가진 여성의 간호요구를 사정하고

organization.

중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concentrates

on

nursing

management

This course focuses on nursing assesment and
interventions related to an actual or potential health

성인간호학Ⅳ(Adult NursingⅣ) 2학점 (4-1)
성인기의

체계적

비뇨생식기계/감각계)에
간호과정을 적용한

건강문제(신경계/

따른

간호문제를

파악하고

problem of child-bearing and reproductive conditions
in clinical setting.

전인간호를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developing problem-solving
skills and sound clinical judgment, expecially for adult

인턴쉽Ⅰ(InternshipⅠ) 2학점 (4-1)
정규 실습과정 중에 접하지 못했던 분야 중에 학생의

patients with neurologic , genitourinary, dermatologic

선호도에

따라

실습분야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and special sensory system problems.

임상실습이다. 학생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임상세팅에서
이론, 의사결정과정, 기술을 통합함을 학습한다.
This is an applied professional practice course, that is

PBLⅡ 1학점 (4-1)
이 과정은 문제 중심 접근의 팀 학습이다. 학생들은
간호와 건강의 주 개념 중 인지,역할관계, 성, 대처에
관한 지식을 다양한 상황의 개인과 가족에게 적용하여
학습한다.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근거기반과

학습과

최선의

그룹토론을

가이드라인의

통해
원칙을

students select as their own preferred area where they
could not practice in clinical

subject. Students can

learn to intergrate theory,decision making process, and
skills

through their emerging professional practice in

increasingly complex and diverse settings.

적용하여 임상상황을 분석하고 간호계획을 세운다.
This course is team learning with problem-based
approach.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apply knowledge
of core nursing and health care content of

perception,

시뮬레이션실습Ⅲ(SimulationⅢ) 1학점 (4-1)
간호사로서
의사소통능력,

요구되는

간호과정,

숙달된

간호수행을

윤리적

의사결정,

평가하기

위해

role relationship, sexuality and coping to individuals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뮬레이션 실습이다. 평가 시

and families in various situations. Through self direct

표준화 환자와 다양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다.

learning and small group discussion, students will

This is a nursing practice in laboratory settings to

analyze clinical practice situations from an application

focus on evaluation of nursing process, ethical decision

principles of evidence-based /best practice guidelines

making, communication ability, and competent nursing

in their plan of care.

practice which are required a
evaluation are using

registered nurse.

simulated patients and

The

various

simulators .

성인간호학실습Ⅲ
(Adult Nursing Clinical PracticeⅢ) 2학점 (4-1)
성인대상자의
재활

등)에

체계적

따른

건강문제(신경계,

간호문제를

적용한 전인간호 수행을

파악하여

내분비계,
간호과정을

학습한다.

adult patients, with a focus on efficient nursing
in

medical

unit/rehabilitation etc.)

situations.

Multicultural Research(문화연구) 2학점 (4-1)
다문화인의 생활방식, 문화적 가치, 신념, 상징, 물질과

This course focuses on clinical practice with selected
processes

- 트랙1

(neurologic

비물질적 형태, 생활맥락 등을 광범위하고 총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학습한다.
The course deals with multi-cultural

life in cultural values, faith, symbols, material and
non-material.

여성건강간호학실습

people's way of

- 트랙2
Emergency and Disaster Nursing

교육실습(Education Practice) (4-1)

(응급및재난간호) 2학점 (4-1)

보건교사로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구촌내 급증하고 있는 재난의 유형과 그에 따른
건강요구, 재난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대응,

복구단계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등

발달단계별

임상간호와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

대처할

간호요구

구분하고
수

있는

제반

업무

수행

능력을

즉,

직접간호,

학교간호활동

배우는

실습과목이다.

보건교육,

환경관리,

등을

보건사업기획 및 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

특수상황에서

능률을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도모하는 보건교사로서의 자질을 기른다.
As future school health educators, students may

Identifying special health needs caused by major

have access to the practice on nursing service, health

disasters on the earth, disaster management and

education, environment management, health planning

emergency medical system, and nursing activities in

and evaluation through this course. This course assists

each disaster development phase, the students will find

health educators in enhancing their potential and

how to protect themselves and how to respond to the

performance

unexpected disaster situations.

learning-teaching efficiency and quality of life for

and

ultimately

with

enhancing

students and teachers.

- 트랙3
Global Health(글로벌헬스) 2학점 (4-1)
지구촌의
다루며,

보건의료실태를

보건의료

이해하고

취약국가의

건강이슈를

건강요구에

대한

* 4학년 2학기

국가간의 활동과 간호영역에서의 국제 활동에 대해

- 전공기초

이해함으로써

Research Methodology(조사연구방법론) 2학점 (4-2)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간호역량의 기본적인 지식과 태도를 갖춘다.
Exploring global facts on health needs and issues,

이 과목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을 위한 조사연구의 기본
개념, 최근 지식을 요약 정리하여 학습하는 과정이다.

and identifying health needs of vulnerable countries

표본설계를

and international nursing activities, the students will be

하는지, 자료 수집절차는 어떻게 하는 지 등을 배우게

aware

되며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of

the

necessities

of

global

nursing

어떻게

competencies, and acquire a basic knowledge and

조사의

목적을

attitude.

배우게

된다.

하는지,

달성하는
학생들은

설문지

데에
수업

작성을

영향을
후

어떻게

미치는지를

조사연구방법론의

중요한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learn a summary of the

- 트랙4
학교보건교과교수법 (Methods of Teaching School
Health Education) 2학점 (4-1)
학교인구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학교보건사업과 보건교사의 역할, 기능을 이해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교사로서의 자질과 일선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This course concentrates on school health nursing
theory and practice to prevent and to promote health

basic concepts and current knowledge about survey
methods

for

health and well-being problems of students and
teachers.

who

are

primarily

health

professionals. How the sample is selected, which
questions are asked, and the procedures used to
collect the answers all have the potential to affect how
well the survey is likely to accomplish its goals.
Students should have that understanding by the time
they finish this course.

in a school system. Professionals as school nurses must
develop health program to address a wide variety of

those

- 전공필수

노인간호학(Geriatric Nursing) 2학점 (4-2)

간호관리학에서 다룬 기획, 조직, 지휘, 인사 및 통제

노인의 건강문제를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간호관리 과정과 기능을 간호 실무에 적용한다. 또한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인 간호

간호사 및 간호 관리자를 롤 모델링하여 간호 업무

실무와 연구에 중점을 둔다.

능력과 태도를 익힌다.

This course focuses on health assessment

and

management for geriatric patients.

This course examines nursing management skills,
appropriate attitudes and leadership skills required for
nurses and nursing managers.

보건의료관계법규(Medical Law) 2학점 (4-2)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실무와 관련된 법규를 알고
간호 실무에 있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판단력을 배양한다.

인턴쉽Ⅱ(InternshipⅡ) 2학점 (4-2)
졸업

후

취업을

임상영역에서

This course focuses on laws and legal issues related

위해

실시하는

개인이

전문적

관심

실습

있어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된 임상현장에서
전문적 간호를 실습함으로써 간호사로서 자신감을 얻을

to nursing and medicine.

수 있다.
This is an applied professional practice course which

종양간호학(Oncology Nursing) 2학점 (4-2)
본

과정은

종양간호

실무의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암관련 생물학, 암치료, 암관련 증상 관리 및
환자와 가족의 간호에 대한 내용을 제공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essential concepts in

students

select as their own interesting for clinical

experience

after

graduation.

confidence

through

their

Students

emerging

can

gain

professional

practice in increasingly complex and diverse settings.

oncology nursing practice and provide fundamentals of
cancer biology, cancer treatment, management of

- 트랙1

cancer-related symptoms, and patient and family care.

Health and Mass Media
(건강과매스미디어) 2학점 (4-2)
이 과정은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간호학실습

매체로서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는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2학점 (4-2)
정신건강간호학 실습은 임상 현장에서 일어날 수

것이다.

있는 여러 유형의 행동장애가 있는 환자를 사정하고

This course is designed to acquire knowledge and

문제해결을 위한 치료적 원리를 적용하며 임상실습을

understanding of mass media as method influencing

중점으로

human’s health and quality of life.

정신질환

다룬다.
증상을

간호과정을
증진하고

실습
확인하고,

적용하여
지역사회

내용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자의

대상자의

의사소통기술과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을

정신사회

재활간호를

익힌다.

- 트랙2
Disaster Management and Practice
(재난대응실제) 2학점 (4-2)

This course assesses patients with various disorders

재난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in clinical situation. The students learn communication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고자 상황시나리오를 분석하고

skills and identify mental disorders. They apply nursing

CPR, PPE 착용, 중증도 분류, 병원재난대응, ETS, 심리적

procedures and by doing so helping the patients

지지 등 재난시뮬레이션을 경험한다.

acquire problem-solving and rehabilitation ability in the
community.

To build up a basic competency on disaster response,
the students will analyse scenarios and participate in
disaster simulations running for triage tagging, CPR,

간호관리학실습

applying PPE, hospital disaster drill, and psychological

(Nursing Management Practice) 2학점 (4-2)

support.

- 트랙3
Health Communication(헬스커뮤니케이션) 2학점 (4-2)
대상자가 적절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기술을 학습하고 익힌다. 이 과정에서 치료적
인간관계,

효율적

의사소통,

인간관계

훈련

등을

학습한다.
The subjects learn technics of properly expressing
their thoughts and emotion. In the process they study
therapeutic relations and effective communications as
well as human relations.

- 트랙4
보건교과교육론
(Education of Health Curriculum) 2학점 (4-2)
건강증진의 주요 접근 수단인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간호대상자의 수준과 요구도에 맞는 보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한다.
This course concentrates on school health nursing
theory and practice and enhancement of student
well-being.

Health Education(보건교육학) 2학점 (4-2)
건강문제와 인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강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학습한다.

보건교육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터별 보건교육의
특성과 구체적 운영방법을 배운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ories of health, illness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for health professionals.
It is concerned with classical theories and applications
of health interventions and surveys to individual and
group behavior 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