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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1. 학과현황

1.1 연혁

연도 주요연혁 비고

2010년 한남대학교 간호학과 개설, 입학정원 25명

2011년 입학정원 40명으로 조정

2012년 입학정원 50명으로 조정, 간호학과 신축 준공

2013년 입학정원 60명으로 조정, 간호시뮬레이션 실습실 구축

2014년 입학정원 50명으로 조정

2015년-현재 입학정원 50명

2018년 8월 간호학과 대덕캠퍼스에서 오정동 캠퍼스로 이전

1.2 교수진

이름
출신교

최종학위명 전공분야 주요담당과목
학사 석사 박사

박성원 연세대 연세대 연세대 간호학박사 정신간호학

정신간호학, 심리학의 이해,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및 실습,

간호연구

김미종 연세대 연세대 연세대 간호학박사 모성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간호와영양,

해부학,

유승연
국군간호 사

관학교
연세대 연세대 간호학박사 성인간호학

성인간호학, 성인간호학실습

노인간호학, 노인간호학실습

이혜순 고려대 이화여대 이화여대 간호학박사 기본간호학

기본간호학,기본간호학 실습,

건강사정 및 실습, 병원미생물

학 및 실습

이인숙 가톨릭대 가톨릭대 가톨릭대 간호학박사 아동간호학
아동간호학, 인간성장발달,

약리학, 병리학

김경자 연세대 연세대 연세대 간호학박사 간호관리학

간호관리학, 간호학개론,

간호실무용어, 간호윤리,

간호정보학, 생리학

박재원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간호학박사
지역사회

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지역사회간호

학실습, 보건교육론, 보건의료

법규, 병원미생물학 및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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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시설 및 설비

연구실(개수)
실험실습실

주요설비현황
명칭(유형) 면적(㎡)

3개

기초간호학 실습실 100 인체 해부 모형 및 실습기자재

기본간호학 실습실 141 성인인형(실습용) 및 간호실습기자재, Virtual IV Simulator

시뮬레이션 실습실 79 SimMan 3G, Noelle S575, New born(HAL S3010)

2. 교육과정

2.1 대학이념 ․ 교육목적 ․ 교육목적 체계

대 학
창학이념

기독교 원리 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과학과 문학의 심오한 진리탐구와 더불어 인
간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이수시켜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
한 지도자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 학
교육목적

진리ㆍ자유ㆍ봉사의 기독교 정신 아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 및 교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 학
교육목표

학 과
교육목적

학 과
교육목표

학과 프로그램 학습성과
(Program Outcome, PO)

덕성과 인성을
갖춘

도덕적 지성인
양성

인간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
로

법적 , 윤리적 규범을 기
반으로 기독교적 인류애
를 구현하는 전문직관을
확립한다 .

PO 1. 간호전문직의 법적 윤
리적 책임과 의무를 인식한다 .

전인간호능력을 함양하
기 위한 인문 , 사회 , 자
연 과학적 지식을 습득

한다 .

PO 2.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
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인

양성
⇨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
득하고 대상자와의 치료적
돌봄 관계를 통해 인류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안녕에
기여하는

⇨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호기술을 적용한
다 .

PO 3. 대상자의 간호상황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을 선택
하여 실행한다.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한
다 .

⇨
PO 4.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 .

대상자 및 보건의료 인
력과의 효율적인 의사소
통을 통해 상호 협력한

PO 5. 언어적 , 비언어적 상호
작용을 통한 의사소통술을 적
용한다 .

종합실습

박다인
I n d i a n a

University
서울대 서울대 간호학박사 성인간호학

성인간호학, 성인간호학실습,

핵심간호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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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육과정 편제표

한남대학교

교육목표
학과(전공)교육목적 학과(전공)교육목표 전공교과목(명)

덕성과 인성을

갖춘 도덕적 지

성인 양성

인간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고 대상자와의 치

료적 돌봄 관계를 통

해 개인, 가족, 지역

사회, 세계 인류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안녕에 기여하는 글

로벌 리더로서의 전

문직 간호사를 육성

하는 것이다.

법적, 윤리적 규범을 기반으

로 기독교적 인류애를 구현

하는 전문직관을 확립한다.

간호학개론, 보건의료법규, 간호윤리,간호관

리학Ⅰ,Ⅱ,Ⅲ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인

양성

전인간호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인문, 사회, 자연 과학

적 지식을 습득한다.

기본간호학 및 실습Ⅰ,Ⅱ, 성인간호학Ⅰ,Ⅱ,

Ⅲ,Ⅳ,Ⅴ,Ⅵ, 여성건강간호학Ⅰ,Ⅱ,Ⅲ, 아동간

호학Ⅰ,Ⅱ,Ⅲ, 정신간호학Ⅰ,Ⅱ,Ⅲ, 지역사회간

호학Ⅰ,Ⅱ,Ⅲ, 성인간호학실습Ⅰ,Ⅱ,Ⅲ, 여성건

강간호학실습Ⅰ,Ⅱ, 아동간호학실습Ⅰ,Ⅱ, 정

신간호학실습Ⅰ,Ⅱ,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Ⅱ,

노인간호학, 노인간호학실습,심리학과 간호,

인간성장발달, 병원미생물학 및 실습, 약리

학, 병리학, 해부학 및 실습, 생리학, 인간관

계와 의사소통 및 실습, 보건통계학, 간호연

구, 사회학개론, 보건교육론, 간호와 영양,

간호정보학, 건강사정 및 실습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한다.

기본간호학 및 실습Ⅰ,Ⅱ, 성인간호학Ⅰ,Ⅱ,

Ⅲ,Ⅳ,Ⅴ,Ⅵ, 여성건강간호학Ⅰ,Ⅱ,Ⅲ, 아동간

호학Ⅰ,Ⅱ,Ⅲ, 정신간호학Ⅰ,Ⅱ,Ⅲ, 지역사회간

호학Ⅰ,Ⅱ,Ⅲ, 성인간호학실습Ⅰ,Ⅱ,Ⅲ, 여성건

강간호학실습Ⅰ,Ⅱ, 아동간호학실습Ⅰ,Ⅱ, 정

신간호학실습Ⅰ,Ⅱ,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Ⅱ,

핵심간호술기, 통합모의실습, 종합실습, 노인

간호학실습, 간호윤리,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및 실습, 간호와 영양, 보건교육론, 건강사정

및 실습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건 기본간호학 및 실습Ⅰ,Ⅱ, 성인간호학Ⅰ,Ⅱ,

다 .

PO 6 . 보건의료팀 내 전문분
야 간 업무조정 및 협력관계
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지도자 양성

글로벌 리더로서의 전문직
간호사를 육성하는 것이다.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해
연구를 수행한다 .

PO 7. 간호연구를 기획하고
직접 수행한다.

국내외 정책변화를 인지
하고 간호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한다 .

PO 8 .간호 리더십을 이해하
고, 리더십의 역량을 발휘한
다.

PO 9. 국내ㆍ외 보건의료 정
책변화를 인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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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최저 이수학점 배정표

2.4 간호학과 교육과정 편성표

 ▶ 계열기초 교과목 편성표

▶ 전공교과목 편성표

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

호기술을 적용한다.

Ⅲ,Ⅳ,Ⅴ,Ⅵ, 여성건강간호학Ⅰ,Ⅱ,Ⅲ, 아동간

호학Ⅰ,Ⅱ,Ⅲ, 정신간호학Ⅰ,Ⅱ,Ⅲ, 지역사회간

호학Ⅰ,Ⅱ,Ⅲ, 성인간호학실습Ⅰ,Ⅱ,Ⅲ, 여성건

강간호학실습Ⅰ,Ⅱ, 아동간호학실습Ⅰ,Ⅱ, 정

신간호학실습Ⅰ,Ⅱ,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Ⅱ,

간호관리학Ⅰ,Ⅱ,Ⅲ, 간호관리학 실습Ⅰ,Ⅱ,

핵심간호술기, 통합모의실습, 종합실습, 노인

간호학, 노인간호학실습, 건강사정 및 실습

대상자 및 보건의료 인력과

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

해 상호 협력한다.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및 실습, 선택실습, 간

호관리학 실습Ⅰ,Ⅱ, 핵심간호술기, 통합모의

실습, 기본간호학 및 실습Ⅰ,Ⅱ, 성인간호학

실습Ⅰ,Ⅱ,Ⅲ, 여성건강간호학실습Ⅰ,Ⅱ, 아동

간호학실습Ⅰ,Ⅱ, 정신간호학실습Ⅰ,Ⅱ, 지역

사회간호학 실습Ⅰ,Ⅱ, 종합실습, 노인간호학

실습, 간호실무용어 적용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해 연

구를 수행한다.
보건통계학, 간호연구, 간호정보학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지도자 양성

간호 전문직의 국제화에 기

여할 수 있는 간호 지도자로

서의 역량을 발휘한다.

간호실무용어 적용, 간호동향 및 보건이슈,

간호관리학Ⅰ,Ⅱ,Ⅲ

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 양 과 목 졸업
최저
이수
학점

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공통
필수

선택
필수

계열
기초

계
부전
공

교직

생명․나노
과학대학

간호학과 84 6 90 22 7 16 45 - - 128

학부(과)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강-실 주관학과(전공) 편성학년-학기 편성학점 계

간호학과
교양

필수
15781 일반화학 및 실험Ⅰ 3-2-2 화학과 1-1 3

학년 학기 전공기초 전공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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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학강실 전공필수 학강실 전공선택 학강실

1
1

▲인간성장발달

▲간호실무용어

220

220

2
▲심리학의이해

▲해부학및실습

220

322

■간호학개론 220

2

1

▲사회학개론

▲병원미생물학및실습

▲생리학

220

212

330

■기본간호학및실습Ⅰ

■보건통계학

322

220

◈간호와영양

◈보건교육론

220

110

2

■건강사정및실습

■기본간호학및실습Ⅱ

■병리학

■성인간호학Ⅰ

■인간관계와의사소통및실

습

■약리학

212

322

220

220

212

220

3

1

■간호연구

■여성건강간호학Ⅰ

■성인간호학Ⅱ

■성인간호학Ⅲ

■성인간호학실습Ⅰ

■아동간호학Ⅰ

■정신간호학Ⅰ

■정신간호학실습Ⅰ

220

220

220

220

206

220

220

206

2

■여성건강간호학Ⅱ

■여성건강학실습Ⅰ

■간호관리학Ⅰ

■성인간호학Ⅳ

■성인간호학실습Ⅱ

■아동간호학Ⅱ

■아동간호학실습Ⅰ

■정신간호학Ⅱ

■정신간호학실습Ⅱ

■지역사회간호학Ⅰ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

220

206

110

220

206

220

206

220

103

220

103

4 1

■여성건강간호학Ⅲ

■여성건강학실습Ⅱ

■간호관리학실습Ⅰ

■간호관리학Ⅱ

■핵심간호술기

■지역사회간호학Ⅱ

110

103

103

220

102

220

◈노인간호학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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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실습Ⅱ

■정신간호학Ⅲ

■아동간호학실습Ⅱ

■아동간호학Ⅲ

■성인간호학Ⅴ

■성인간호학실습Ⅲ

206

110

103

110

220

103

2

■간호관리학Ⅲ

■간호관리학실습Ⅱ

■종합실습

■보건의료법규

■지역사회간호학Ⅲ

■성인간호학Ⅵ

■노인간호학실습

220

206

206

220

110

220

103

◈간호정보학

◈간호윤리

◈간호동향및보건이슈

110

110

110

학-강-실

계
16-14-4 84-55-81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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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15781 일반화학및실험Ⅰ            3-2-2

Chemistry & Laboratory

화학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일반

개념들을 제공한다. 물질의 근본인 원자와 분자의

구조와 특성을 공부하고, 물질의 형성, 성질, 변화

를 설명해 주는 화학의 제반 기초 개념 및 원리를

탐구하며 물질의 원자적 성질, 화학 반응식과 유

형, 화학적 주기성과 주기율표, 기체의 특성, 용액,

화학평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22163 간호 실무 용어       2-2-0 

Clinical Nursing English

간호 실무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문 의학용어를

신체 계통별로 이해하고 영어 표현, 청취 능력을

함양하여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한다.

21036 인간성장발달                    2-2-0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생의 주기(Human life cycle)에 따라 생리적, 정

서적, 인지적, 행동적, 윤리적, 영적, 성격 발달과

건강문제를 확인하여 인간의 성장 발달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21956 심리학의 이해              2-2-0

Understanding of Psychology

다양한 상황과 사고, 정서, 성격, 적응, 학습, 동

기, 지각과 같은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총체적인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생물•

심리•사회적 지식을 제공한다

22164 해부학 및 실습             3-2-2

Anatomy & Practicum

인체의 정상 구조물의 형태와 구조 및 그 주위기

관과의 상호 위치관계를 배우며 계통별 기능에 따

라 원리를 이해하여 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갖는다.

21042 보건통계학                 2-2-0

Introduction of Biostatistics

보건통계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자료 수집, 처리,

분석, 평가하는 데 필요한 통계기법을 습득하게 한

다. 본 교과목의 내용은 평균치와 산포도, 정규분

포, 카이자승분포, F분포와 검정법, 추정법, 분산분

석, 상관 및 회귀분석법을 포함한다.

21538 간호학개론                  2-2-0

Introduction to Nursing Science

간호의 본질과 개념을 탐색하고 이에 영향을 미

치는 철학과 간호의 역사적 근원을 살펴본다. 간호

사의 사회적, 윤리적,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변화

하는 환경에 따른 간호전문직의 발전 방향과 역할

을 확인하며 간호학의 개념과 방향을 설정한다.

20689 생리학                    3-3-0

Physiology

인체의 기능을 세포수준에서 조직, 기관, 기관계

에 이르는 기능적인 관련성을 이해하고 환경자극

에 대한 인체의 정상 및 이상 조절 반응에 대하여

학습한다.

21039 기본간호학 및 실습 Ⅰ 3-2-2

Fundamental Nursing & Practicum Ⅰ

대상자의 기본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간호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한다.

21801 기본간호학 및 실습Ⅱ 3-2-2

Fundamental Nursing & Practicum Ⅱ

대상자의 건강양상에 따른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 원리를 이해하고 기본간호 기술을 습득

하여 적용한다.

14289 사회학개론                       2-2-0

Introduction of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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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의 특성과 역사, 기초적인 개념과 이론, 사

회적 이슈들을 소개하고, 사회과학의 한분야인 사

회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 개인 간, 개인과 집

단 간, 집단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21040 병원 미생물학 및 실습              2-1-2

Microbiology & Practicum

병원성 미생물의 특성과 발병기전을 학습하고, 이

를 바탕으로 임상실무의 감염관리 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21041 간호와 영양 2-2-0

Nursing and Nutrition
기초 영양소의 특성과 인체에서의 생리기능을 이

해하고 대상자의 건강문제와 관련한 영양지식을

습득하여 건강문제 해결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

중재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22687 보건교육론 1-1-0

Health Education
보건교육, 건강증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질병

예방을 위해 대상자가 가진 건강문제를 사정 및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교육을 계획,

수행,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22686 여성과 건강 1-1-0

Women and Health

정상 및 고위험 임신 출산 산욕기 대상자를 간

호를 하기 위한 기초과목으로서 여성건강 문제를

생물학적,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관점에서 탐색하

고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기술 및 태도

를 함양한다.

21795 약리학   2-2-0

Pharmacology

약물의 종류별로 약물과 기타 화학물질의 치료

및 독성적 작용기전과 약 동력학적 특성을 습득하

고 이를 병태생리학적인 지식과 접목하여 임상현

장에 적용하며 아울러 생의 주기에 따른 약물작용

의 차이를 습득한다.

11487 병리학 2-2-0

Pathology

질병에 의한 신체적 변화와 그 기전을 주 내용으

로 하며, 간호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

어야 될 질환의 발병기전과 원인적 요소들, 진행과

정 및 질환으로 인한 장기의 형태, 기능적인 변화

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과목이다.

20696 건강사정 및 실습 2-1-2

Health Assessment & Practicum
생애 주기에 따른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검진 및 건강력을 사정하는 지식과 기술

을 습득한다.

20716 성인간호학 Ⅰ 2-2-0

Adult Nursing Ⅰ
성인의 간호문제의 위험요인과 환경과의 상호작

용, 세포성장, 면역, 체액과 전해질, 쇼크의 기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원리를 습득하고 대상

자의 간호문제를 파악하여 과학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22144 성인간호학 Ⅱ 2-2-0

Adult Nursing Ⅱ

성인의 위장계, 간, 담도 및 췌장, 내분비계의 장

애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

과 원리를 습득하고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파악하

여 과학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22145 성인간호학 Ⅲ 2-2-0

Adult Nursing Ⅲ

성인의 근골격계, 신경계의 장애와 관련된 건강문

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원리를 습득하고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파악하여 과학적인 간호과정

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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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2 성인간호학 Ⅳ 2-2-0

Adult nursing Ⅳ

성인의 순환계, 혈관계, 혈액계의 장애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원리를

습득하고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파악하여 과학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22143 성인간호학 Ⅴ                 2-2-0

Adult Nursing Ⅴ

성인의 상부호흡기계, 하부호흡기계의 장애와 응

급상황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원리를 습득하고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파

악하여 과학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22146 성인간호학Ⅵ                       2-2-0

Adult Nursing Ⅵ

성인의 신장·요로계, 남성생식기계, 유방, 감각계의

장애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

식과 원리를 습득하고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파악

하여 과학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20717 성인간호학실습 Ⅰ 2-0-6

Adult Nursing Practicum Ⅰ

성인의 위장계, 간, 담도 및 췌장, 내분비계, 골

격계, 신경계의 장애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가진 대

상자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임상적 지식

과 태도 그리고 제반 기술을 습득하고 임상현장에

서 전인간호를 수행한다.

20719 성인간호학실습 Ⅱ 2-0-6

Adult Nursing Practicum Ⅱ
성인의 순환계, 혈관계, 혈액계의 장애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임상적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하고 임상

현장에서 전인간호를 수행하며, 성인간호학 실습Ⅰ

에서 실습했던 내용을 심화 실습 한다.

21807 성인간호학실습 Ⅲ 1-0-3

Adult Nursing Practicum Ⅲ

성인의 상/하부 호흡기계, 응급질환, 신장/요로계,

남성생식기계, 유방, 감각계의 장애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

는 임상적 지식과 태도 그리고 제반 기술을 습득

하고 임상현장에서 전인간호를 수행한다.

21037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및 실습 2-1-2

Interpersonal Relationship /

Communication and Practicum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의 기본개념과 이론을 학습

하고 상황별 실습을 통해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능

력을 향상시킨다. 자기이해와 다양한 대상자들과의

치료적인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의 원리를 다룬다.

20709 간호연구 2-2-0

Nursing Research
간호현상과 관련된 간호문제 접근방법과 간호연

구를 위한 연구방법, 측정, 자료 분석, 연구결과 제

시 및 논의과정을 통해 논문 작성법 및 연구과정

의 단계를 습득하고 연구 수행 능력을 함양한다.

20723 여성건강간호학 Ⅰ  

2-2-0

Maternity Nursing Ⅰ
생식주기에 있는 여성의 정상 생식관련 해부 생

리 및 성(sexuality)을 학습하고, 임신, 분만, 산욕

과 관련된 정상적인 생식주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성과 가족의 간호요구를 사정하고 조정하는 방

법을 학습한다.

21959 여성건강간호학 실 Ⅱ 2-2-0

Maternity Nursing Ⅱ
고위험 임신, 분만, 산욕 과정과 관련된 건강문제

와 여성생식기의 건강 문제를 가진 여성과 가족의

간호 요구를 사정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22159 여성건강간호학Ⅲ               1-1-0

Maternity Nursing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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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성인기, 갱년기 등 생에 전반에 걸친 여

성만의 독특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건

강문제를 파악하고 부인과적 건강문제를 가진 여

성과 가족의 간호 요구를 사정하고 조정하는 방법

을 학습한다

20724 여성건강간호학실습Ⅰ              2-0-6

Maternity nursing PracticumⅠ

정상 또는 고위험 임신, 분만, 산욕기 및 생식관

련 건강문제를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기본적 실무적응

수행한다.

20726 여성건강간호학실습Ⅱ               1-0-3

Maternity nursing PracticumⅡ

정상 또는 고위험 임신, 분만, 산욕기 및 생식관련

건강문제를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근거에 따른 간호과정을 실제 임상적 실무

상황에 적용해 봄으로써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통

합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20727 아동간호학 Ⅰ  2-2-0

Pediatric Nursing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및 발달단계별 건강요구와

간호문제를 확인하며, 비판적 사고능력과 과학적

간호 원리에 근거한 통합적 간호접근방법을 학습

한다.

21806 아동간호학 Ⅱ  2-2-0

Pediatric Nursing Ⅱ
아동기 건강문제에 대한 병태생리, 임상증상 및

징후, 치료적 관리, 간호중재 및 건강 문제에 대한

아동과 가족의 반응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능력

과 과학적 간호 원리에 근거하여 아동과 그 가족

의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 간호접근 방

법을 학습한다.

22149 아동간호학Ⅲ               1-1-0

Pediatric Nursing Ⅲ

고위험 건강문제를 가진 아동의 건강 유지, 증진

및 건강회복과 관련된 간호 과정을 학습한다. 비판

적 사고능력과 과학적 간호 원리에 근거하여 아동

과 그 가족의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 간

호접근방법을 학습한다.

20728 아동간호학실습 Ⅰ 2-0-6

Pediatric Nursing Practicum Ⅰ
간호실무 현장에서 신생아 및 아동의 질병회복,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전문적 간호 역할 수행

을 위하여, 효율적 의사소통을 통한 치료적 돌봄

관계를 형성하며, 비판적 사고 및 과학적 간호 원

리를 근거로 통합적 간호접근을 수행 한다.

20730 아동간호학실습 Ⅱ 1-0-3

Pediatric Nursing Practicum Ⅱ
장애아동의 질병회복,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전문적 간호역할 수행을 위하여, 효율적 의사소통

을 통한 치료적 돌봄 관계를 형성하며, 비판적 사

고 및 과학적 간호 원리를 근거로 통합적 간호접

근을 수행한다.

20731 정신간호학Ⅰ 2-2-0

Psychiatric & mental health Nursing

Ⅰ
정신 간호의 개념과 인간의 정신건강 및 정신질

환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체계적

이고 포괄적으로 사정, 진단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22147 정신간호학 Ⅱ 2-2-0

Psychiatric & mental health Nursing

Ⅱ
대상자의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를 진단과 증상별

로 이해하고, 대상자의 건강문제와 개별적 요구에

대한 사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간호중재와 간호

기술을 습득하여 적용한다.

22148 정신간호학 Ⅲ                     1-1-0

Psychiatric & mental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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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다양한 대상자(고위험 치

위기집단, 아동청소년, 노인 등)의 정신장애 및 정

신질환을 이해하고 정신건강유지, 증진, 질환예방,

재활에 필요한 간호지식, 기술을 습득하여 적용한

다.

20732 정신간호학실습Ⅰ 2-0-6

Psychiatric &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um I
인간의 정신현상과 역동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해

결하는 간호중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20734 정신간호학실습 Ⅱ 1-0-3

Psychiatric Nursing Practicum Ⅱ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다양한 대상자의 정신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 재활을 위해 건강 문제

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

으로 숙련된 정신간호기술을 적용하고 평가한다.

22154 간호관리학Ⅰ                     1-1-0

Nursing ManagementⅠ

관리이론은 이해하고 간호관리 과정과 과정별 제

기능을 학습하여 간호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을 함양한다. 주요내용은 간호

관리에 대한 이해, 관리이론, 간호단위 관리의 실

제, 간호관리기능의 과정과 실제 등이다.

22156 간호관리학Ⅱ                  2-2-0

Nursing Management Ⅱ

간호관리 과정과 관리기법에 대해 학습하여 간호

단위를 비롯한 간호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간호관

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 주요내용은 간

호관리기능의 과정과 실제, 간호서비스마케팅, 간

호조직 및 직무환경 등이다.

22158 간호관리학Ⅲ                       2-2-0

Nursing Management Ⅲ

간호업무를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 태

도 및 제반 운영절차를 익혀서 효율적인 간호 업

무 능력을 배양한다. 주요내용은 간호사의 법적 의

무,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 간호사고 예방을 위한

간호 관리, 간호관리 과정의 병원 적용, 실제 사례

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등이다.

22155 간호관리학실습Ⅰ 1-0-3

Nursing Management & PracticumⅠ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간호 관리의 기능인 기획,

조직, 의사결정, 지도성, 통제에 대한 이론을 간호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병원 및 간호부의

조직운영, 간호부와 간호단위의 연계성, 수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해당 간호단위의 간호기록

관리, 간호정보관리, 물품 및 약품관리, 감염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른다.

22157 간호관리학실습 Ⅱ 2-0-6

Nursing Management & PracticumⅡ
간호 관리 이론을 각 관리 수준의 실무에 적용하

여 조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간호업무에 대한 전

문 직업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간호 관리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22694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 2-2-0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umⅠ

지역사회간호학의 범위와 특성, 국내외 보건의료

체계, 지역사회 간호과정 및 가족 간호과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지역사회간호 및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및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사정, 진단하고 중

재를 계획, 수행,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함양한다.

20712 지역사회간호학 Ⅰ 2-2-0

Community Health NursingⅠ
국내외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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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내 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의 목적, 내용, 의

의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구집단(모자

인구, 노인인구, 학령기, 청소년기, 산업장 근로자)

의 건강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지역사회 간호과정

을 적용한다.

22700 지역사회간호학 Ⅱ               1-1-0

Community Health Nursing Ⅱ
역학 및 질병관리 개념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위해요인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전략을 마련한다. 더불어 재

난 예방, 대응, 복구를 위한 단계별 간호활동과 국

제재난구호활동을 이해한다.

22706 지역사회간호학Ⅲ 1-0-3

Community Health Nursing Ⅲ
지역사회간호학 Ⅰ에서 다룬 이론적 지식과 비판

적 사고능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간호 실무를 위

한 지식, 기술, 태도를 실제 현장에 접목한다.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역할, 기능 및 사업을 이해

하고,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주요 건강문제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22703 지역사회간호학실습 Ⅱ 2-0-6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um

II
지역사회간호학 Ⅰ, Ⅱ에서 다룬 이론적 지식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간호 실무를

위한 지식, 기술, 태도를 실제 현장에 접목한다. 지

역사회 간호과정, 가족 간호과정, 보건교육을 적용

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및 연구

능력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실제적, 잠재적 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22160 핵심 간호 술기                     1-0-2

Essential Nursing Practicum.

임상현장에서의 적응과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

량을 보장하기 위해 졸업학년의 핵심기본 간호술

성취 수준을 향상시킨다.

20705 노인간호학 1-1-0

Gerontological Nursing
인간의 노화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

고 기본지식 및 이해를 통해 노인문제 및 노년기

의 건강특성과 간호 관리를 배움으로서 변화하는

산업사회 및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노인 간호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노인 간호의 쟁점, 이론, 연구들을 중심으로

과정이 진행된다

21960 간호윤리                           1-1-0

Nursing Ethics
학생으로 하여금 생명윤리와 간호윤리 이론을 이

해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과목이다.

21961 간호동향 및 보건이슈 1-1-0

Health Policy and Nursing Issue
간호실무, 교육,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간

호의 동향, 건강관련 정책의 쟁점과 변화과정을 파

악한다. 간호의 관점에서 세계 건강을 다루고 국가

정책 개발상의 노동력 문제와 간호와 관련된 국제

기구에 대해 탐색한다.

22704 보건의료법규 2-2-0

Health and medical Law
간호전문직의 책임과 권한을 올바로 숙지할 수
있도록 간호, 보건, 의료와 관련된 현행법과 규정,
규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목이다.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건강관리 분야와 관련된 의료관계 법
규를 학습을 통해 습득하여 실무현장에서 보건의
료 대상자의 법적 권익을 옹호하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22161 간호정보학 1-1-0

Nursing Infor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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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실무, 행정, 연구, 교육분야에서의 정보관리
능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의료전달시스템 및 의
료정보를 이해하고 활용 방법을 학습하여 보건의
료 환경에서의 정보관리 시스템의 활용능력을 함
양한다.

21810 종합실습                         2-0-6
Comprehensive Nursing Practicum
4학년 학생을 위한 실습 과목으로서 다양한 임상
현장 또는 지역사회 간호현장에서 간호학적 지식
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전문직 간호
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2162 통합모의실습                       1-0-2
Integrative Nursing simulation practicum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발견하여 신속한 중재를 도
모할 수 있는 지식, 태도 및 기술을 통합적으로 모
의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20897 노인간호학실습 1-0-3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um
노인의 순환기계, 호흡기계, 내분비계, 위장계, 근
골격계, 피부감각계, 비뇨기계, 신경계와 관련된 건
강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임상적 지식과 태도 그리고 제반 기술을 습
득하고 임상현장에서 전인간호를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