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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임상해부학국 문

수강인원학 년학과/전공

이수구분
실 습Clinical Human Anatomy영 문

과 목 명

물리치료과 A반

 3 

 0 
전공선택

1  50

학습목표

학습방법

평가방법
출석 : 20%, 평가(평소) : 80%, 결석1회당감점 : 3점, 지각1회당감점 : 1점                                              
mid exam, final exam, quiz, attendance

프리젠테이션, practice of palpation, media file

인체해부학의 개념, 해부학 자세, 용어의 습득과 인체 부위별 해부학 용어의 이해와 구조적 단계를 이해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인성과 품격을 갖추고 진취적인 사고로 창의적 물리치료사가 되어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천적 물리치료사 양성에 교육목표가 있다.

주 구분 일자 수업 및 실습내용 교수방법

이론 08/29 근육의 종류와 해부1 프리젠테이션, muscle model, media file

이론 09/05 사지의 근육의 이해와 작용2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이론 09/12 소화계통의 해부학3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클립, ppt

이론 09/19 호흡계통의 해부학4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클립

이론 10/10 비뇨계통 해부학5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클립

이론 10/17 생식계통의 해부학6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클립

이론 10/24 내분비계통7 프리젠테이션

이론 10/31 내장기계 해부학8 강의 및 서술형 시험

이론 11/07 심장혈관계통의 해부학, 릴레이 특강9 프리젠테이션, 강의, 비디오 클립, 릴레이 특강

이론 11/14 태아 순환의 해부학10 프리젠테이션, 강의, 비디오 클립

이론 11/21 림프계통의 해부학11 프리젠테이션, 강의, 비디오 클립

이론 11/28 신경계통의 해부학12 프리젠테이션, 강의, 비디오 클립

이론 12/05 감각계통의 해부학13 프리젠테이션, 강의, 비디오 클립, ppt

이론 12/12 특수감각의 해부학14 프리젠테이션, 강의, 비디오 클립

이론 12/14 기말고사15 평가자 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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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재 신용어 사람해부학 제 4판 한국해부생리학 현문사 2015

부교재 Sobotta사람해부그림 R. Putz and R. Rabst 이퍼블릭 2008

부교재 해부학 컬리링 김성호 외 정담미디어 2010

◎ 교재

◎ 토론 ,발표, 시험 등 상세내역

토론, 발표,

시험 등

상세내역

◎ 과제물 상세내역

과제물 

상세내역

◎ 수업매체 상세내역

수업매체

상세내역

◎ 참고문헌 상세내역

참고문헌

상세내역

출석 20%, 
1차 직무능력평가(40%) - 서술형
2차 직무능력평가(40%) - 평가자 체크리스트

해부학 도해 레포트-컬러링

프리젠테이션
skeletal model, muscular model

신용어 사람해부학 (제 4판), 해부학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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