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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201*

간호학개론 2-2-0
Introduction to Professional Nursing

간호사업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를 이해
하고 간호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한 간호사의 사회적, 윤리적, 법적
책임을 인지하도록 한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과 간호사업 체계를
이해하고 간호전문직 활동과 간호학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자질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는 과목이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professional nursing in historical
perspectives and considers influential historical events to the
nursing profession and the philosophy of nursing.
811.207*

기본간호학 및 실습 1

3-2-2

Fundamental Nursing & Practicum 1

본 과목은 간호학 입문과목으로 간호학탐구에 기본이 되는 이
론과 수기를 다루는 과목이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간호학
의 기본이 되는 간호의 주개념 및 그것과 관련된 간호진단, 사정
및 중재를 배움으로써 전문 간호사가 된 소양을 마련한다. 기본간
호학 및 실습1의 주 내용은 간호과정, 간호사정, 간호진단, 신체사
정 안전간호 중재, 심폐소생술을 중점적으로 강의, 실습실실습, 병
원임상을 통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basic principles and
skills for professional nursing. The focus of this course is
the study of human needs, concepts of health assessment,
and basic nursing skills.
811.208*

기본간호학 및 실습 2

2-1-2

Fundamental Nursing & Practicum 2

본 과목은 간호학 입문과목으로 간호학탐구에 기본이 되는 이
론과 수기를 다루는 과목이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간호학
의 기본이 되는 간호의 주개념 및 그것과 관련된 간호진단, 사정
및 중재를 배움으로써 전문간호사가 된 소양을 배운다. <기본간호
학 2 및 실습>의 주 내용은 간호중재와 관련된 배설, 이동, 무균
술, 투약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 실습실 실습, 병원임
상을 통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basic principles and
skills for professional nursing. The focus of this course is
the study of human needs, concepts of health assessment,
and basic nursing skills.
811.210*

간호통계학 2-2-0
Statistics in Nursing

본 과목은 통계학과 역학의 기본개념과 간호학 영역에서 발생
하는 자료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통계기법의 계산방법과 분
석한 결과의 해석방법을 익히는 데 있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concepts of introductory
level biostatistics for nursing students. It also covers computations of basic statistical methods.
811.212*

지역사회간호학 1 2-2-0
Community Health Nursing 1

이 과목은 학생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간호의 이론적 배경과 보
건의료체계를 파악하며 지역사회를 하나의 사업 단위로 하여 건강
문제를 사정하고 간호계획을 수립, 수행, 평가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emphasiz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ommunity health nursing, health care system and health policies.
Students will be able to formulate the community health
nursing diagnosis as the basis for nursing intervention to
maintain and promote health, prevent diseases, and evaluate
the community health care with community partnership.
811.214*

인간과 건강

3-3-0

Human and Health

본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출생으로 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친 인간의 발달단계별 건강특성과 건강증진에 대한 통합
적 이해를 위하여 인간발달에 대한 이론적 접근, 각 발달단계별
신체적, 사회 심리적 특성, 건강과 질병의 개념변화,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전략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간호과정 적용
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able students to obtain theoretical knowledge of human development, and physical/psychosocial aspects of each developmental stage. Students explore the concepts of health and illness and strategies of
health promotion for each developmental stage.
811.215*

건강교육과 상담 3-3-0
Health Education and Counseling

본 과목은 간호대상자인 개인, 가족, 집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상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본 과목 내용은
건강교육의 배경, 학습과 수업원리, 상담원리, 건강교육 방볍론, 건
강교육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able the students to teach
and counsel patients, families and groups. This course is
composed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health education,
counseling, the principles of teaching and learning, teaching
methods, and the practicum of health education.
811.216*

건강증진행위개론 2-2-0
Introduction to Health Promotion
Behavior

건강, 건강증진, 질병예방의 개념을 비교하고 건강행위이론을
이해함으로 건강증진행위를 사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건강증진 프
로그램의 이론을 다루는 과목이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compare the concepts of
health,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Through the
course, students will come to understand various theories of
health behaviors, assess each behavior, and prepare health
promotion programs.
811.217*

인체구조와 기능 및 실험

4-3-2

Anatomy and Physiology in Nursing &
Lab.

인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들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
식을 습득하며 각 기관 고유의 생리적 기능을 이해하여 각 기관들
간의 형태학적 연관성 및 기능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acquire comprehensive knowledge of human structure and physiologic functions through
lectures and laboratory experiments. The information obtained
in the course will prepare students for courses in pathophysiology, pharmacology, and clinical nursing.

···························································································································································································································································
학점구조는 “학점수-주당 강의시간-주당 실습시간”을 표시함.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됨. (The first number means “credits”; the second number
means “lecture hours” per week; and the final number means “laboratory hours” per week. 15 week make one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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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218*

병태생리학

4-4-0

Pathophysiology

학생들은 본 과목을 이수한 후 질병발생의 원인 및 발생과정에
관한 기본개념을 습득하고 질병발생 기전을 이해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acquire a comprehensive theoretical foundation of phenomena that produce alterations in
human physiologic functions, etiologies of disease, and mechanism of disease process. The information obtained in the
course will prepare students for clinical nursing courses related to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the disease
process.
811.219*

영양과 식이

2-2-0

Nutrition and Diet

본 과목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영
양의 특성과 체내에서의 기능 및 대사과정을 이해한다. 또한 영양
문제를 발견하고, 생의 주기별 특성에 따른 영양요구의 변화를 파
악하고 대상자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하며 질병에 따른 식이요법을
학습하여 이를 간호과정에 적용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the nature, function, and
metabolic process of nutrition for the maintenance, promotion, and rehabilitation of health. In addition, they will examine the nutritional problems of patients or clients and impliment and teach prescribed diets to clients.
811.220*

병원미생물학

2-2-0

Microbiology in Nursing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임상에 종사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산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the study of the basic
concepts and current knowledge of medical microbiology. Its
aim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 and clinical aspects of medical microbiology so that they
can put this knowledge to practical use in their professional
lives.
811.221*

를 익히게 하는 과목이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the basic concepts of
therapeutic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the fundamental tools in nursing. The topics studied include:
principles of self-understanding; therapeutic communication;
and therapeutic interpersonal relationships.
811.320*

이 과목은 <지역사회간호학 1>에 이어서 지역사회에서 건강요
구가 높은 영유아집단, 모성집단, 전염성질환자와 비전염성 질환자
집단을 사업단위로 하여 일차 보건의료에 초점을 두어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간호술을 지도한다. 또한 지역사회 만성퇴
행성 질환자 관리에 대한 이해와 환경, 인구집단의 건강과의 관계
를 파악한다.
Utilizing the principles of health promotion, environmental
health, and epidemiology,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comprehensive knowledge of primary health care. Through
the course, students will come to apply the nursing process
to various groups and settings including maternal and child
groups, chronic disease groups, and school and industrial
populations.
811.322*

3-2-3

본 과목은 재활을 요하는 건강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성질환
자와 장애인을 이해하고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
기 위한 과목이다. 과목 내용은 재활의 이론적 배경과 재활대상자
현황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고 재활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간호중재의 적용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help students to understand the
needs of rehabilitation nursing and to apply the rehabilitation
process to patients with clinical illnesses and disabilities. The
main topics studied include rehabilitation and common rehabilitation disorders.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clinical experiences at rehabilitation centers.
간호정보학 및 실습 2-1-2
Nursing Informatics & Practicum

질환 및 환자의 특성에 따른 약물치료의 기전 및 원리를 이해
하고 각 약물 투여 시 간호사의 책임을 습득한다. 약물에 따라 투
여 경로, 용량과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원칙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with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physiologic actions, expected therapeutic effects, major
side effects, and implications of drugs used in nursing.
의사소통/인간관계 및 실습

재활간호학 및 실습

Rehabilitation Nursing and Practicum

Pharmacology in Nursing

811.222*

2-2-0

Community Health Nursing 2

811.323*

약물기전과 효과 2-2-0

지역사회간호학 2

3-2-2

Communication/Interpersonal
Relationship & Lab.

본 과목은 간호사-환자 관계 수립과 유지에 근간이 될 인간 이
해에 대한 기본 이론 학습을 통하여 학생 자신 및 간호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치료적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술에 관한 지
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모의상황을 통한 치료적 인간관계 및 의사
소통 실습의 기회를 갖게 하여 그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학생으
로 하여금 집단 및 간호조직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론과 실제

본 과목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개념과 컴퓨터의 구성요소, 간호
정보학의 개념, 간호정보시스템, 간호교육, 간호연구, 간호실무, 간
호행정에서의 정보기술 활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본 과목에
서는 컴퓨터의 조작법과 통신 및 인터넷의 활용방법도 익히고 간
호정보학이 기초가 되는 정보의 표준화 문제와 사생활 보호 및 자
료보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be introduced to the terms
and concepts basic to nursing informatics as well as the
Internet. In addition, an overview of the nursing uses of information systems will be provided. The course covers the
most common applications of nursing informatics to clinical
nursing practice, nursing education, nursing administration,
and nursing research. It will also provide students with an
insight into the practical aspects of the infrastructure elements of the informatic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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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324*

성인건강간호학 1 4-4-0
Adult Health Nursing 1

이 과목에서는 성인의 건강유지 및 질병회복과 관련된 간호문
제의 위험요인, 관련 질병, 및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간호과
정을 학습한다. 학생들은 강의를 통하여 종양, 위장관계, 간담관계,
순환계, 내분비계, 피부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
적 문제들을 파악하여 전인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학
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examine the risk factors, related diseases, and theoretical bases of adults’ health and
nursing problems so as to provide holistic nursing care.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spects of patients with
oncological, gastrointestinal, cardiovascular, endocrine, or dermatologic diseases are the main areas of study. In addition,
nursing diagnoses and nursing interventions in the nursing
process will be emphasized.
811.325*

성인건강간호학실습 1

3-0-9

Adult Health Nursing Practicum 1

성인환자 중 영양장애, 배설장애, 호흡장애, 순환장애, 신경계
장애및 종양문제를 가진 환자를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
술을 습득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실습 장소는 주로 대학
병원의 내과계병동이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습의 주 내용이다.
In this practicum course, students will acquire the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needed to take care of adult patients who have problems with nutrition, elimination, circulation, neurological system, or malignant neoplasm. The practicum will take place in the University Hospital and most
student activities will focus on the application of the nursing
process to actual inpatients.

ment of students’ clinical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needed to take care of adult patients who have surgical
problems with nutritional-eliminatory, sensory, neuro-regulatory, or locomotive functions. Clinical classes will be held
in the gastrointestinal, nerurosurgical, and orthopedic units
and the operating room of a teaching hospital.
811.328*

Child Health Nursing

본 과목은 아동 건강 및 간호의 이론적 기초지식으로서 급⋅만
성 환자와 그 가족의 간호과정에 관한 지식의 개념화, 조직화 및
지식을 통합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아동과 가족의 성장 및 발달
의 개념을 강조한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conceptualizing, organizing, and
integrating knowledge related to the nursing process of children and families in acute and ambulatory care settings. The
application of concepts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and the family will be emphasized.
811.329*

본 과목은 건강-질병의 연속선 상에 있는 아동의 간호실습현장
에서 장단기 건강간호환경 속에 있는 아동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함
에 있어 아동의 간호에 적절한 간호중재 개발에 초점을 둔다.
This clinical course will focus on developing students’
nursing intervention skills specifically for the nursing care of
children in short-term and long-term health care settings.
Students will practice the application of the nursing process
to infants and children who are on the wellness-illness continuum.

성인건강간호학 2 3-3-0
Adult Health Nursing 2

본 과목은 성인의 산소교환장애, 소변배설장애, 감각 및 신경조
절장애, 활동장애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본 과목의
내용은 질병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과 질병예방, 질병회복 및 건
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인적인 간호접근의 이론과 실제를 다루
고 있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o apply the nursing
process to patients who have problems with oxygenation, urinary elimination, sensory regulation, or locomotion. The
course consists of the theoretical basis for understanding the
diseases related to above-mentioned health problems and the
theories and practice of holistic nursing approaches for the
individual, family, and community.
811.327*

성인건강간호학실습 2

3-0-9

Adult Health Nursing Practicum 2

본 과목은 영양배설장애, 감각 및 신경조절장애, 활동장애와 관
련된 외과적 건강문제를 가진 환자의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임상적 지식과 태도와 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임상실습
은 종합병원의 일반외과병동, 신경외과병동, 정형외과병동 및 수술
장이다.
This clinical practicum course will focus on the develop-

아동건강간호학실습 3-0-9
Child Health Nursing Practicum

811.330*
811.326*

아동건강간호학 3-3-0

정신건강간호학 1

2-2-0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

본 과목은 정신간호 대상자의 정신, 정서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
하여 기초적 개념인 정신역동, 치료적 인간관계, 행동장애 증상,
정신 간호 원리를 학습하고, 특히 성인 간호대상자의 이상행동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사정, 진단, 계획, 평가의 지식을 습득한다.
Study and application of selected theories and relevant research works for the nursing process of psychosocially deviated adult persons.
811.331*

노인건강간호학 및 실습 3-2-3
Gerontological Nursing & Practicum

이 과목은 강의와 실습이 병합되어 운영된다. 강의를 통하여 노
화과정과 관련된 신체, 심리, 사회적 특성과 이것이 개인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노인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간호사
정과 중재 및 평가의 원리를 학습하며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 이론
을 익히는 것이 주내용이다. 또한 노인과 관련된 가족문제, 사회복
지의 측면도 다루어 노인의 건강문제를 전인적으로 접근하도록 강
조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acquire gerontological nursing
knowledge and skills through lectures and practicum.
Through lectures, they will learn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he nursing process needed to improve or maintain th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Through field practicum, students will practi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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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knowledge to practice. In addition, the course
will address family and social welfare issues related to the
elderly and emphasize a holistic nursing approach.
811.332*

지역사회간호학실습

3-0-9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um

본 과목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간호 대상으로 하여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이에 근거한 간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실습한다. 그
리고 보건소의 사업대상인 모성인구, 영유아인구, 노인인구, 가족
계획대상 인구와 결핵환자집단, 만성질환자집단의 건강문제에 관
한 보건소의 사업운영과정을 이해하고 자료분석과 토의를 통해 사
업방향을 전망한다.
1. 정부 보건기관의 조직, 기능, 역할을 비교할 수 있다.
2. 보건소의 사업대상 인구에 대한 보건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다.
3.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집단 보건교육을 할 수
있다.
4. 지역사회를 단위로 건강문제를 사정하여 간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 지역사회 거주 건강문제자에 대해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o apply the community
health nursing process to families, communities, and aggregates of high risk populations. In addition, they will analyze and discuss the programs offered by community health
clinics in order to suggest improvements.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e course are:
1. To understand the organization, functions, and role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 To understand the roles of community health nurses
3. To teach health and health management to the general
public
4. To assess the community and to establish nursing plans
5. To apply the nursing process to those with health problems.
811.403*

간호연구개론 2-2-0
Introduction to Nursing Research

간호연구에 대한 단계적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간호연구의 필요
성을 이해하고 논문평가능력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
득하기 위함이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the process of writing
basic nursing research proposals in the fields of their interest
and critique studies for application to the nursing practice.
811.409*

간호관리학 3-3-0
Nursing Management

본 과목을 이수한 후 간호관리의 기능인 기획, 조직, 의사결정,
지휘와 지도성, 통제에 대한 이론을 모든 간호현장에 적용하여 간
호업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In this course, student will study the principles and concepts of nursing management, the management process
(planning, organizing, staffing, directing, and controlling), and
the role of the nurse manager. In addition, they will come to
understand and develop the skills of the nurse manager in
the health care system.

811.410*

간호관리학실습 3-0-9
Nursing Management Practice

본 과목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내에서 간호과정과 간호관리
과정을 통하여 간호관리자(하위⋅중간⋅상위계층)로서 역할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and carry out he role
of the nurse manager on the first, middle, and top levels in
nursing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y will learn to implement the nursing process and the nursing management process in the health care system.
811.416*

간호특론 2-2-0
Advanced Nursing

간호학의 학문적 특성과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의료사회
적 요구, 정치, 경제, 주민건강의식의 변화 및 사회 정책개발의 역
동력 관계 속에서 조명하고, 간호학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보는
과정이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examine the dynamic nature
of nursing as an academic and professional discipline in national,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economic, cultural, and
technological terms.
811.420*

가족건강간호 및 실습

3-2-3

Family Health Nursing & Practicum

간호대상자의 하나로서 관계론적 관점에 중점을 두어 가족을
단위로 한 가족간호 개념과 실무와 연구의 발전배경을 파악하고,
가족간호의 이론들을 이해함으로써 가족건강과정, 가족간호자세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는 과목이다.
Applying the nursing process through the use of the nursing classification system, students will focus on the theoretical frameworks of the family in this course. In addition,
they will have an opportunity to take care of families with
various health problem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developmental stages.
811.421*

간호연구실습 1-0-2
Practice in Nursing Research

간호연구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실제 간호연구문제를 찾아
내고, 그 문제가 문헌상에서 얼마나 연구되었는지를 추적하며 그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과정을 학습하여 간호과학자의 기본자세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
On the basis of the knowledge and skills acquired in
Introduction of Nursing Research, students will formulate research problems, search for related literature, and conduct research in groups in this course so as to train themselves as
future nursing scientists.
811.422*

간호윤리세미나 1-1-0
Seminar in Nursing Ethics

보건의료, 간호현장에서 전문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완화, 해결하는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을 논의함으로
써, 간호사의 도덕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과목이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identify and discuss the problems of and alternatives to ethical dilemmas that nurses experience in health and nursing practice. Through th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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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will be able to elevate their moral levels as future
nurses.

811.430

학교보건간호 및 실습

3-2-3

School Health Nursing Theory & Practicum
811.423*

정신건강간호학 2 2-2-0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

아동, 청소년, 성인 및 노인의 정신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
초적 개념, 즉 정신역동, 치료적 관계, 행동장애 증상 등의 정신간
호원리를 학습하고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간호원리를 학습한다. 나아가 간호대상자의 이상행동 문제해결을
위해 최근의 정신간호 과정이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적용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and apply selected theories and principles relevant to the nursing process of psychosocially deviant adolescents, children, and the elderly.

이 과정은 학교 보건 간호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양호교사제
도와 학교사업의 범위를 알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배운
다. 또한 학교를 단위로 한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간호계획을 수립
하며, 이를 수행⋅평가할 수 있다. 양호교사의 역할을 알고,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principles and skills of being a
school nurse. The students will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school health programs and nursing systems. They will
then assess health issues of each school as well as conduct
and evaluate nursing plans.
811.432

811.424*

정신건강간호학실습

3-0-9

여성건강간호학 및 실습 3-2-3
Women’s Health Nursing and Practicum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um

본 과목은 치료적 의사소통술, 치료적 대인관계술, 그리고 정신
간호과정에 대한이론을 정신간호대상자에게 적용함으로써 정신,
정서적으로 결함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및 가족을 대상
으로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예방하며 정신질환자를 간호하는데 필
요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하는 임상현장학습이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clinically apply the nursing
process to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in diverse care
settings－children’s and adolescents’ psychiatric wards, adults’
psychiatric wards, and day hospitals.

여성의 일생주기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문제에 대한 건
강사정과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춘다.
This course assesses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health issues during a woman’s life time. It also discusses
nursing processes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necessary
nursing skills.
811.436

중환자간호 및 실습

2-1-3

Critical Care Nursing and Practicum
811.425*

출산기가족간호학 3-3-0
Child Bearing Family Nursing

출산기 가족에서 여성의 임신, 분만, 산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정상과 비정상적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고, 출산
기 가족중심으로 간호문제를 사정, 진단, 중재, 평가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the nursing process specifically for the physical and psychosocial needs of childbearing and pregnant women and their families.
811.426*

출산기가족간호학실습 3-0-9

본 과목은 생명이 위급한 중환자(호흡, 인지, 외상, 마취 후 및
아동)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문제를 발견하여 신속한 중재를
도모할 수 있는 지식, 태도 및 최첨단기기 관리를 포함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다.
This course provides theories and skills needed in identifying nursing problems with critica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t includes timely interventions as well as skills to handle
high-tech medical devices.
811.437

Health Care System and Nursing Policy

Child Bearing Family Nursing Practicum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의 생식기와 관련된 건강문제 및 임신, 분
만, 산욕과정과 신생아의 건강을 사정하고 간호진단하여 필요한
간호를 중재하고 평가할 수 있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clinically experience and demonstrate the role of the professional nurse for childbearing
and pregnant women and their families.

보건의료와 간호정책 3-2-2

보건의료사업의 현황과 쟁점을 제안하고, 간호관련 정책을 분석
함으로써, 간호현장 즉, 의료기관별, 간호사업영역, 필요한 간호규
정, 정책을 확인하고,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정치와 권력과의 관계
를 논의한다.
This course will improve their ability to develop nursing
policies and effective leadership skills through identify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s in the health industry.
Special focus will be placed on issues concerning nursing
such as the nursing services, its policies and health facilities.
Students will thus be abl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politics in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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