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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성인간호학Ⅰ 수강인원

개설유형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교양(필수) □ 교양(선택)

개발유형
 □ I 유형
     - 기 개발 콘텐츠 활용 및 운영

 ☑ II 유형
   -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병행)

교수자
정보

성  명    조미경        소  속 의과대학 간호학과

휴대전화 010-2718-0273 E-mail ciamkcho@gmail.com

플립러닝 
강좌

개발 목적

1.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기반의 학습자 중심 수업

2. 학생들의 수업 참여 및 학습 동기 증진, 교수자와 학습
자간의 상호 작용 기대

교과목
학습목표

PO1.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성인대상자의 일반적, 위장관계와 유방 건강문제를 익히고 이들 대상자의 건강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을 정리한다.
-성인대상자의 일반적, 위장관계와 유방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가
치관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올바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배양하며[휴머니즘 
역량],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공동체 정신 역량].
-성인대상자의 일반적, 위장관계와 유방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이들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 대한 사명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학
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능동성 역량].

PO5.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 
성인대상자의 일반적, 위장관계와 유방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 성인대상자의 일반적, 위장관계와 유방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상황속
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합리적 사고를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함께 고안
해내는 사고능력을 기른다[창의성 역량].
- 성인대상자의 일반적, 위장관계와 유방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판적 사고
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활용능력 배양을 통한 전문가 정신 함양한다[전문
성 역량].



플립러닝 강좌
개발 경험

1. 개발 경험 유무
① 있다(◯) ② 없다(   ) 
2. 개발 경험이 없을 경우,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기술
(                                                      )

강의실 활동(오프라인) 
수업 활동 계획

* 다중선택가능
① 토론(   ) ② 문제중심학습(◯)  ③ 발표 및 토의(◯)
④ 프로젝트(   ) ⑤ 실험/실습(   ) ⑥ 협동/개별학습(   )  
⑦ 기타(                     )

본인은 위와 같이 플립러닝 강좌 개발을 신청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교수 :  조  미 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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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성인간호학Ⅰ 교수명 조미경

교과목 
개요

성인 대상자의 수분과 전해질, 산염기 불균형, 면역반응, 감염, 쇼크, 종양간호, 수술전후 간호
에 대한 간호원리와 실제를 학습하며. 위장관계와 유방의 건강문제를 가진 성인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지식을 습득한다.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과정을 적용한 간호중재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학습
목표

PO1.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성인대상자의 일반적, 위장관계와 유방 건강문제를 익히고 이들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을 정리한다.
-성인대상자의 일반적, 위장관계와 유방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가치관
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올바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배양하며[휴머니즘 역량],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공동체 정
신 역량].
-성인대상자의 일반적, 위장관계와 유방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이들 대상자의 건강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 대한 사명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능동성 역량].

PO5.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 
성인대상자의 일반적, 위장관계와 유방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 성인대상자의 일반적, 위장관계와 유방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상황속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합리적 사고를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함께 고안해내는 사
고능력을 기른다[창의성 역량].
- 성인대상자의 일반적, 위장관계와 유방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활용능력 배양을 통한 전문가 정신 함양한다[전문성 역
량].

주차별 수업계획서(플립러닝 적용 및 교수-학습 활동)

주별 수업내용

1주 성인 노인 대상자의 이해, 산과 염기 불균형

2주 체액과 전해질 불균형

3주 염증과 감염관리, 면역반응

4주 쇼크환자의 간호, 응급간호

5주 수술환자의 간호

6주 종양환자의 간호

7주 재활간호, 호스피스간호

8주 위장관의 구조와 기능, 진단검사, 위장관계의 일반적 간호문제 

9주 구강과 식도 질환 환자의 간호

10주 위 및 십이지장 질환 환자의 간호

11주 위암 환자의 간호

12주 소장과 대장 질환 환자의 간호

13주 유방질환 대상자 간호



주별 수업내용
4주 쇼크환자의 간호, 응급간호

5주 수술환자의 간호

6주 종양환자의 간호

7주 재활간호, 호스피스간호
8주 위장관의 구조와 기능, 진단검사, 위장관계의 일반적 간호문제 
9주 구강과 식도 질환 환자의 간호

10주 위 및 십이지장 질환 환자의 간호

11주 위암 환자의 간호

12주 소장과 대장 질환 환자의 간호

13주 유방질환 대상자 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