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서

교 과 목 명 기본간호학2 과목번호 8544

구분(학점) 2시간(2)학점 수강대상 2학년

강의실(시간)   

인재상 합리적소통인 전문적통섭인 창의적실천인 선도적세계인

8대 핵심역량

인성역량 의사소통역량 종합적사고력 지식탐구역량 창의역량 정보활용역량 글로컬역량 리더십역량

5% 10% 40% 40% 5%

전공역량 지식과기술통합능력역량

담당교수

성명 최희정 소속   

e-mail 연락처

상 담 시 간   상담장소

 1. 교과목 개요(Course Overview)

강의방법

강의식 토의(토론) 실험/실습 현장학습 이러닝 B러닝 플립러닝

45% 15% 40%

평가방법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퀴즈 태도 기타3 기타4 기타5

10% 35% 35% 10% 10%

강 의 개 요
1. 해부생리학적 지식을 근거하여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사정방법과 중재방법을 이해한다. (산소
화, 상처, 수면, 통증)�
2.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한 중재를 선택, 수행할 수 있다. (투약, 안전, 개인위생)

선수학습내용 인체의 구조와 기능, 병태생리학 1,2, 기본간호학 1, 기본간호학실습1

강 의 목 표

1. 산소화와 관련된 기본개념, 문제, 사정방법 및 중재방법을 이해한다.�
2. 투약의 기본원칙, 투약절차, 다양한 투약법, 합병증 등을 이해한다.�
3. 상처 및 상처치유와 관련된 기본개념, 문제, 사정방법 및 중재방법을 이해한다.�
4. 수면생리와 수면 관련 문제 및 이에 대한 사정방법과 중재방법을 이해한다.�
5. 통증발생의 원리, 사정 및 중재방법을 이해한다.�
6. 대상자 안전을 위한 중재의 원칙을 이해한다.�
7. 개인위생을 유지시키기 위해 대상자 상태에 적합한 위생 간호 중재법을 이해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1. 손정태 등. (2018). 기본간호학 II. 현문사. 
2. Berman, A.J., et al.. (2016). Kozier & Erb's Fundamentals of Nursing 9th ed.. Prentice Hall. 

장애학생

지원사항
장애학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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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차별 수업계획(Course Schedule)

주 기간 분  류 내  용

1 09/02~09/06

학습주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교과목 학습목표, 과제 및 성적평가 방법 �
동영상 자료 이용, TLS 질문게시판을 활용, 등�
Flipped learning 관련 내용 소개 �
25장 산소화 기본개념 동영상 강의 시청

학습목표 산소화의 개념, 산소화 관련 문제에 대해 이해한다.

학습내용 산소화 기본개념 및 관련 문제

수업방법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강의

수업자료 368-377

2 09/09~09/13

학습주제 25장 산소화

학습목표
산소화 문제에 대한 사정방법을 이해한다.�
산소화 간호중재 중 심호흡과 기침, 수화, 약물중재, 점액제거장치를 이해한다.

학습내용
산소화 기본개념 정리�
산소화 간호관리: 사정, 간호중재(심호흡과 기침, 수화, 약물중재, 점액제거장치)

수업방법
강의동영상(기본개념, 사정, 중재)에 대한 질의/응답�
보충강의

수업자료 378-388

3 09/16~09/20

학습주제 25장 산소화

학습목표 산소화 문제에 대한 간호중재법 및 원리를 이해한다.

학습내용 산소화 간호중재:산소요법, 인공기도, 흡인, 흉관배액

수업방법
강의동영상(중재)에 대한 질의/응답�
보충강의�
토론

수업자료 388-400

4 09/23~09/27

학습주제 16장 투약

학습목표 투약 기본개념에 대해 이해한다.

학습내용
투약 기본개념: 서론, 투여경로, 투약처방의 구성 및 처방해석, 약물용량측정법의 기본,
dimensional analysis를 이용한 약물용량계산

수업방법
퀴즈: 약물용량계산(단위환산, 처방해석, dimensional analysis이용한 약물 환산) �
퀴즈 관련 토론과 질의응답

수업자료 523-545

5 09/30~10/04

학습주제 16장 투약

학습목표
안전한 약물투여 방법을 안다.�
경구 및 관을 통한 약물투여 방법을 이해한다.�
비경구 투약을 위한 기구, 약물준비에 대해 이해한다.

학습내용 투약 중재: 투약과정, 경구투여, 비경구투여를 위한 준비

수업방법 질의응답 및 보충강의

수업자료 545-563

2 / 62020-06-19 오전 10:49:36



주 기간 분  류 내  용

6 10/07~10/11

학습주제 16장 투약

학습목표
피내, 피하, 근육주사의 적응증, 주사부위, 주사방법을 이해한다.�
수액의 정맥주입에 대한의 기본 원리

학습내용 비경구투여:근육주사, 피하주사, 피내주사, 정맥주입의 기초

수업방법 토의 후 보충강의

수업자료 563-577

7 10/14~10/18

학습주제 16장 투약

학습목표

수액의 정맥주입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약물의 장멕주입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정맥주입의 시작, 관리에 대해 이해한다.�
정맥을 통한 약물주입 방법을 안다.�
정맥주입 합병증을 안다.

학습내용
수액과 약물의 정맥주입 속도 계산법�
약물의 정맥주입방법�
정맥주입의 합병증

수업방법
퀴즈: 주입속도와 관련된 퀴즈�
퀴즈 후 질의응답과 보충강의

수업자료 577-584

8 10/21~10/25

학습주제 중간고사

학습목표

학습내용 시험범위: 25장 산소화, 16장 투약 배운 내용 모두

수업방법

수업자료

9 10/28~11/01

학습주제
16장 투약, 14장 안전�

학습목표
국소투약과 세척에 대해 안다.�
병원환경에서의 안전 증진

학습내용
국소투약: 피부약, 안약, 귀약, 코약, 질약, 직장약, 흡입약�
세척�
안전: 낙상예방, 보호대 적용

수업방법
동영상 시청 후 질의/응답�
보충강의

수업자료 588-596, 436-447

10 11/04~11/08

학습주제 17장 상처간호

학습목표
상처 및 상처치유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한다.�
상처사정법을 안다.�
욕창예방 및 치료방법을 이해한다.

학습내용
상처 유형, 욕창, 및 상처치유의 유형과 과정�
치료중인 상처 및 욕창 사정법.�
욕창예방법과 치료

수업방법
욕창환자 사례에 따른 간호중재 토의�
보충강의

수업자료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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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간 분  류 내  용

11 11/11~11/15

학습주제 17장 상처간호

학습목표 상처간호의 방법들을 이해한다.

학습내용

상처드레싱�
상처청결�
상처지지와 고정�
온냉요법�

수업방법
동영상 시청 후 질의응답�
보충강의

수업자료 21-36

12 11/18~11/22

학습주제 20장 수면

학습목표
수면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한다.�
수면문제의 사정방법을 이해한다.

학습내용
수면생리와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면문제의 사정방법

수업방법
강의 시청 후 질의/응답�
보충강의

수업자료 144-152

13 11/25~11/29

학습주제 20장 수면

학습목표
수면문제의 특징과 간호중재를 이해한다.�

학습내용
수면문제: 불면증, 주간과잉졸음, 사건수면�
각 수면문제에 대한 간호중재

수업방법
강의 시청 후 질의응답�
보충 강의

수업자료 152-163

14 12/02~12/06

학습주제 21장 통증관리

학습목표
통증의 기본개념을 이해한다.�
통증 사정방법을 이해한다.�

학습내용
통증유형, 통증생리, 관문통제이론, 통증반응�
통증력, 통증일지, 행동관찰을 통한 통증사정�

수업방법
강의 시청 후 질의응답�
보충강의

수업자료 170-188

15 12/09~12/13

학습주제 21장 통증관리

학습목표 통증관리를 위한 간호중재법을 이해한다.

학습내용

약물적 통증관리: WHO의 3단계 통증관리, 비마약성진통제, 마약성진통제, 보조제�
비약물적 통증관리�
침습적 치료법�
�

수업방법 토의 및 보충강의

수업자료 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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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간 분  류 내  용

16 12/16~12/20

학습주제 기말고사

학습목표

학습내용 중간고사 이후부터 배운 내용 모두, 개인위생 과제 내용

수업방법

수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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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과제 적용시기학년 과제명 제출방법

강의과제 20191004학년 퀴즈 후 오답노트 1 203호호 제출

강의과제 20191019학년 퀴즈 후 오답노트 2 203호로 제출

강의과제 20191129학년 15장 개인위생 퀴즈출제-조별과제 각 부위별 1문제씩 출제 TLS 업로드

수업규칙

구분 구분

예의 수업 중 휴대전화는 OFF 해 둔다.

기타

반드시 업로드 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여 예습한다. �

시청한 영상강의에 대한 질문, 토론에 적극 참여한다.�

조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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