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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람

핵심역량
제1역량 : ( ) 관련역량 : ( )

[1단계] 역량기반수업개요

정신질환분류에따른원인,특성을이해하고관련질환에대한분류를학습한다.그리고이를바탕으로각질환에

따른대상자의간호문제와대상자의반응을확인하고과학적이고비판적사고를바탕으로이를해결하기위한

간호과정을학습한다.

2017학년도제1학기

[2단계] 성취목표

No. 참사람핵심역량 하위요소 내용

1
신체형장애를정의하고,원인과특성을알며,관련질환을

구분하고대상자에따라간호과정을적용한다.

2
해리장애및허위성장애를정의하고,원인과특성을알며

관련질환을구분하고대상자에따라간호과정을적용한다.

3
인격장애를정의하고,원인과특성을알며관련질환을구분하고

대상자에따라간호과정을적용한다.

4
물질관련장애를정의하고,원인과특성을알며관련질환을

구분하고대상자에따라간호과정을적용한다.

5

노인의노화과정을이해하고치매,섬망, 기억및인지장애를

정의하고,원인과특성을알며관련질환을구분하고대상자에

따라간호과정을적용한다.

6
식사장애를정의하고,원인과특성을알며관련질환을구분하고

대상자에따라간호과정을적용한다.

7
수면장애를정의하고,원인과특성을알며관련질환을구분하고

대상자에따라간호과정을적용한다.

8
인간의성반응과장애를정의하고,원인과특성을알며

관련질환을구분하고대상자에따라간호과정을적용한다.

9
아동,청소년정신장애를정의하고,원인과특성을알며

관련질환을구분하고대상자에따라간호과정을적용한다.

1/7

출력일 : 2017-06-14 15:36:56

강의계획서



2/7

[3단계] 교수법계획(Teaching Methods]

수업형태

강의(v) 세미나( ) 토론( ) 질의/응답(v) 워크샵 ( ) 팀티칭 ( )

발표(v) 실험/실습( ) 실기( ) 시범( ) 견학 ( ) 기타 ( )

1. Flipped learning 과 TBL수업 + 강의식수업

2. 9~15주차는 Flipped learning으로진행

3. 강의및사전학습(on-line)을 통해정신질환에대한사전지식을익힌다.

4. 사전학습을통해익힌지식을바탕으로정신질환별사례를제시하고 TBL을 통해간호과정을수행한다.

5. TBL로 도출된결과물에대한피드백및보충자료를제시하여심화학습을한다.

[4단계] 학습활동계획(Learning Plan)

간호과정,인간관계와간호,정신간호학1,정신간호학2,정신간호학실습1

[5단계] 평가계획(Assessment Plan)

평가방법

(%)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과제 발표 토론참여 실험실습

기타

(수시평가

)

30% 30% 5% 30% 5%

평가방법별

평가내용

1. 출석 출석의평가기준은학칙에따름

2. 중간고사 평가내용구성방향및기준을제시

3. 기말고사 평가내용구성방향및평가의기준을제시

4. 과제
학습활동계획에서제시한과제의학습활동결과물에대한작성방향

또는평가기준등제시

5. 실습
학습활동계획에서제시한실습의학습활동결과물에대한지침또는

평가기준등제시

6. 기타 기타평가항목이있을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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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및참고서적

구분 교재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지정도서

저서 최신정신간호학각론 4판 김인홍외 정담 2016 지정

저서 인간관계와의사소통 이명순외 수문사 2012

저서 정신간호학 양수미 수문사 2011

저서 인간관계와커뮤니케이션 4판 도복늠외 정담 2013

저서 간호상담 2판 변영민외 정담 2013

저서 의료커뮤니케이션 한국의과대학 학지사 2013

저서 정신건강간호학 이경희외 퍼시픽북 2013

저서 원리및실무중심의정신간호학 김숙자외 수문사 2012

저서 실무중심의정신건강간호학 박현숙외 현문사 2011

저서 정신간호이론의이해와적용 최귀순외 메디칼코리아 2013

저서 의사소통워크북 주혜주외 정문각 2010

저서 손님중심의정신간호메뉴얼
천주의성요한병

원간호부서
수문사 2007

수 강요건및기타사항

과제

과제명 제출일자 제출방법

개인과제 :학습포트폴리오 16주
주어진형식에맞추어

개별제출

팀과제 :팀활동및간호과정을적용한사례연구
팀활동이끝난

다음주
사례연구 /조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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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강의계획

주 학습주제,목표및내용 수업형태
참고문헌

및페이지

1

학습주제 OT 및신체형장애

강의

학습목표 신체형장애의정의및특성을이해하고간호중재를적용할수있다.

학습내용

1. 안녕하십니까(introduction)

-교수소개

2. 강의계획서에대해첨가하고싶은의견은?

- 강의계획서검토(수정)

3. 정신건강관련된특별한경험이있는가?

-성공적수업을위한약속

-자기소개서 /카드작성하기

I. 신체형장애의정의및특성

II. 신체형장애환자의간호

2

학습주제 해리장애

강의
학습목표 해리장애의정의및특성을이해하고간호중재를적용할수있다.

학습내용
I. 해리장애의정의및특성

II. 해리장애환자의간호

3

학습주제 수면장애,섭식장애

강의
학습목표

수면장애,섭식장애의정의및특성을이해하고간호중재를적용할수

있다.

학습내용

I. 수면장애및섭식장애의정의및특성

II. 관련질환

III. 수면장애및섭식장애환자의간호

4

학습주제 사전학습을기반으로섭식장애사례연구(토론과발표)

토론학습목표

섭식장애를정의하고원인과특성을알며관련질환을구분하고

대상자에따라간호과정을적용할수있다.

학습내용 섭식장애사례제시,간화과정적용,토론및발표

5

학습주제 물질관련장애

강의
학습목표 물질관련장애의정의및특성을이해하고간호중재를적용할수있다.

학습내용
I. 알코올관련장애

II. 약물및기타물질관련장애

6

학습주제 사전학습을기반으로알코올관련장애사례연구(토론과발표)

토론학습목표
알코올관련장애를정의하고원인과특성을알며관련질환을구분하고

대상자에따라간호과정을적용할수있다.

학습내용 알코올관련장애사례제시,간호과정적용,토론및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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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강의계획

주 학습주제,목표및내용 수업형태
참고문헌

및페이지

7

학습주제 기질적정신장애및사회적반응과인격장애

강의
학습목표

기질적정신장애및사회적반응과인격장애의정의및특성을

이해하고간호중재를적용할수있다.

학습내용
I. 사회적반응의연속성및기질적정신장애

II. 인격장애(부적응적사회반응)및기질적정신장애환자의간호

8

학습주제 중간고사

시험학습목표 중간고사

학습내용 중간고사

9

학습주제 성반응과성장애

강의
학습목표

성반응과성장애의정의및특성을이해하고간호중재를적용할수

있다.

학습내용
I. 성에대한이해

II. 성장애환자의간호

10

학습주제 아동청소년정신간호

강의
학습목표

아동청소년정신간호의정의및특성을이해하고간호중재를적용할

수있다.

학습내용
I. 정의및특성

II. 아동청소년정신장애환자의간호

11

학습주제 사전학습을기반으로품행장애사례연구(토론과발표)

토론학습목표
품행장애를정의하고원인과특성을알며관련질환을구분하고

대상자에따라간호과정을적용할수있다.

학습내용 품행장애사례제시,간호과정적용,토론및발표

12

학습주제 노인정신건강간호

강의
학습목표

노인정신건강간호의정의및특성을이해하고간호중재를적용할수

있다.

학습내용

I. 노인정신건강간호의이해

II. 노화이론

III. 노인환자의간호호

13

학습주제 정신건강증진,예방및재활1

강의

학습목표
정신건강증진,예방및재활의정의및특성을이해하고간호중재를

적용할수있다.

학습내용

I. 정신건강증진과정신질환예방

II. 위기중재

III. 자살

IV. 폭력과학대피해자간호

V. 정신재활과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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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강의계획

주 학습주제,목표및내용 수업형태
참고문헌

및페이지

14

학습주제 사전학습을기반으로자살기도자사례연구(토론과발표)

토론학습목표
자살기도자를정의하고원인과특성을알며관련질환을구분하고

대상자에따라간호과정을적용할수있다.

학습내용 자살기도자사례제시,간호과정적용,토론및발표

15

학습주제 정신간호의윤리적법적책임

강의

학습목표
정신간호의윤리적법적책임의정의및특성을이해하고간호중재를

적용할수있다.

학습내용

I. 윤리적표준

II. 정신질환자를위한법적제도

III. 정신질환자의권리

IV. 한국정신보건법

V. 한국장애인법

VI. 법률적책임

VII. 간호사의역할

16

학습주제 기말고사

시험학습목표 기말고사

학습내용 기말고사

출력일 : 2017-06-14 15:3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