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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성인간호학 Ⅰ 교과구분 전공필수
교과목

분류
이론

대상학과 간호학과 담당교수  고영혜  

교과목개요

본 교과목은 체액과 전해질 불균형, 염증 및 면역장애, 쇼크, 수술, 암, 통증 등 다양

한 건강문제를 가진 성인 대상자를 위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과정을 적용한 간호중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함이다. 

교과목

학습목표

&

프로그램

학습성과

교과목 학습목표 학습성과

CO1

체액과 전해질 불균형, 염증 및 면역장애, 쇼

크, 수술, 암, 통증 등 다양한 건강문제의 발

생기전 및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

무에 적용한다.

CO2

체액과 전해질 불균형, 염증 및 면역장애, 쇼

크, 수술, 암, 통증 등 성인 대상자의 다양한 

건강문제의 증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CO3

체액과 전해질 불균형, 염증 및 면역장애, 쇼

크, 수술, 암, 통증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가

진 성인 대상자에 대한 간호중재 방안을 계획

하고 적용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

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

행한다. 

선수과목 Ÿ 기본간호학, 간호용어, 기초건강간호학, 병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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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호학Ⅰ 주차별 강의안

주 강의주제 주요 강의 내용 교수학습방법

1
- 1장. 항상성 유지Ⅰ
  [체액과 전해질]

 ⦁체액-전해질 균형: 생리, 체액-전해질 균형을 위한 신체의 조절
 ⦁체액-전해질 불균형: 삼투성 불균형, 세포외액 불균형, 나트륨, 

칼륨, 칼슘, 인, 마그네슘

온라인 강의
질의응답
시청각 학습

2
- 1장. 항상성 유지Ⅱ
  [산과 염기]

 ⦁산-염기 균형: 산-염기 화학, 산-염기 조절기전
 ⦁산-염기 불균형: 산-염기 균형 사정, 호흡산증, 호흡알칼리증, 

대사산증, 대사알칼리증 

온라인 강의
질의응답
시청각 학습

3
- 2장. 염증과 

면역반응Ⅰ 
 ⦁염증: 염증반응, 염증 증상, 염증치유과정 
 ⦁면역: 면역세포, 면역물질

온라인 강의
질의응답
시청각 학습

4
- 2장. 염증과 

면역반응Ⅱ

 ⦁면역: 자연면역과 획득면역, 항체매개성 면역과 세포매개성 면
역

 ⦁면역계 장애: 과민반응, 자가면역, 면역결핍증

온라인 강의
질의응답
시청각 학습

5
- 3장. 감염

 ⦁감염과정: 병원소, 병원체, 숙주, 전파경로, 전파방법, 병원체의 
출구

 ⦁감염에 대한 인체의 방어기전: 비특이적 방어기전, 특이적 방어
기전

 ⦁감염예방과 관리:　손씻기, 장갑착용, 격리, 기타 감염관리
 ⦁감염병: 항생제내성균에 의한 감염,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증, 쯔쯔가무시병,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노로바이러스

온라인 강의
질의응답
시청각 학습

6 - 4장. 쇼크

 ⦁병태생리: 세포손상, 신경호르몬성 반응, 대사성 반응
 ⦁원인: 혈액량감소, 심장성, 분배성, 폐쇄성
 ⦁단계: 초기단계, 보상단계, 진행단계, 불응단계/비가역적 단계
 ⦁임상증상: 일반증상, 종류에 따른 증상
 ⦁진단검사
 ⦁치료와 간호: 간호사정, 진단, 계획, 중재
 ⦁합병증 예방: 콩팥기능 손상, 위장관계 출혈

온라인 강의
질의응답
시청각 학습

7
- 6장. 수술 대상자 
간호

⦁수술 전 간호: 간호사정, 간호계획과 수행
⦁수술 중 간호: 수술 중 간호, 마취, 수술 중 처치, 간호사정, 간

호계획과 수행
⦁수술 후 간호: 수술 직후 간호(회복실 간호), 수술 후 병동간호

온라인 강의
질의응답
시청각 학습

8 - 7장. 암환자 간호Ⅰ

 ⦁병태생리: 세포증식과 암세포, 발암현상, 암의 전이
 ⦁위험요인: 개체 내 요인, 환경적 암 유발요인
 ⦁증상: 국소증상, 전신증상
 ⦁진단검사
 ⦁분류와 단계: 종양의 분류, 암의 진행단계
 ⦁예방: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온라인 강의
질의응답
시청각 학습

9 - 7장. 암환자 간호Ⅱ
 ⦁치료와 간호: 수술요법,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암 생존자 관리: 영양, 피로, 통증

온라인 강의
질의응답
시청각 학습

10 - 8장. 통증 
 ⦁통증의 이해: 통증의 정의, 통증이론, 통증의 과정, 통증의 분

류, 통증반응
 ⦁통증의 통합적 관리: 사정, 통증관리

온라인 강의
질의응답
시청각 학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