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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국문 기본간호학1 교과목코드 NU2122

영문 Fundamental Nursing 1 강좌번호 4

개설학과 간호학과 학년 2 클래스룸 수업코드

수업시간 월(1~2교시) 강의실 과학관201호

이름 김옥선 소속 간호학 연구실 -
E -M ai l - 연락처 -

교과목

개요

환자 간호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이다. 

핵심 

역량

역량있는전 

문간호

( 전공능력) 

간호실무

능력

( 핵심역량) 

문 제해결
- - - - -

수업

목표

1. 간호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2. 환자간호에 필요한 기본간호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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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실습수업  블렌디드러닝

 캡스톤디자인수업

 팀티칭

 소집단수업

 기타(조별활동발표)

교재 기본간호학1, 양선희 외, 현문사, 2020

부교재 핵심기본간호수기, 양선희 외, 현문사, 2020

참고서

문헌
기본간호학I, 전미양 외, 수문사, 2019

과제 1. 강의계획서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TBL 자료를 정해진 일자의 수업시간 내에 제출한다.

안내

사항
학습윤리 준수

평가요소 점수 평가방법 및 내용

출석 20 출결 기준 적용

중간

고사
30 중간고사 시험

기말

고사
30 기말고사 시험

과제 0

기타 20 조별활동 보고서 및 발표(기여도 포함, 10점), 조별활동 기여도(10점), 수업태도(마이너스점수)

합계 100

주 주별 수업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

20210308

수업주제 : 간호의 기본개념 : 간호, 인간

수업목표 : 간호의 매타파라다임 중 간호, 인간의 개념을 이해한다.

수업내용 : 간호의 메타파라다임 중 간호, 인간의 개념

수업방법 : 강의(온라인), PPT 자료 이용, 온라인 질의응답

없음



2

20210315

수업주제 : 간호의 기본개념 : 건강, 환경

수업목표 : 간호의 매타파라다임 중 건강, 환경의 개념을 이해한다.

수업내용 : 건강, 환경 개념  

수업방법 : 강의(온라인), PPT 자료 이용, 온라인 질의응답
없음

3

20210322

수업주제 : 활력징후 : 체온

수업목표 : 활력징후의 개념과 체온 측정 종류와 방법을 이해한다

수업내용 : 활력징후의 개념과 체온 측정 종류와 방법           

수업방법 : 강의(온라인), PPT 자료 이용, 온라인 질의응답

없음

4

20210329

수업주제 : 활력징후 : 맥박, 호흡

수업목표 : 1. 활력징후 중 맥박 측정 부위와 방법을 이해한다.

           2. 활력징후 중 호흡의 종류와 측정 방법을 이해한다
수업내용 : 1. 맥박 측정 부위와 방법
           2. 호흡의 종류와 측정 방법          

수업방법 : 강의(온라인), PPT 자료 이용, 온라인 질의응답

없음

5

20210405

수업주제 : 활력징후 : 혈압

수업목표 : 활력징후 중 혈압측정 방법과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한다.

수업내용 : 활력징후 중 혈압측정 방법과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업방법 : 강의(온라인), PPT 자료 이용, 온라인 질의응답

없음

6

20210412

수업주제 : 진단검사와 간호

수업목표 : 1. 진단적 검사 전, 중, 후 동안의 간호사 책임을 
이해한다.

          2. 혈액검사 종류와 정상 범위를 이해한다.

          3. 소변검사, 대변검사, 각종 배양검사 방법과 검사 
결과의 정상 범위를 이해한다.

          4. 방사선검사, MRI, 천자, 생검 방법과 간호를 이해한다.

수업내용 : 1. 진단적 검사 전, 중, 후 동안의 간호사 책임

           2. 혈액검사 종류와 정상 범위

           3. 소변검사, 대변검사, 각종 배양검사 방법과 검사 

결과의 정상 범위

           4. 방사선검사, MRI, 천자, 생검 등의 방법과 간호         

수업방법 : 강의(온라인), PPT 자료 이용, 온라인 질의응답

없음

7

20210419

수업주제 : 중간고사

수업목표 : 중간고사

수업내용 : 중간고사

수업방법 : 중간고사

8

20210426

( 중간고사)

수업주제 : 감염관리1 : 감염 개요

수업목표 : 감염의 개념, 감염 영향 요인을 이해한다.

수업내용 : 감염의 개념, 감염 영향 요인 

수업방법 : 강의(온라인), PPT 자료 이용, 온라인 질의응답
없음

9

20210503

수업주제 : 감염관리2 : 무균술

수업목표 : 무균술의 개념과 무균술 적용 방법을 이해한다.

수업내용 : 무균술의 개념과 무균술 적용 방법 

수업방법 : 강의(온라인), PPT 자료 이용, 온라인 질의응답
없음

10

20210510

수업주제 : 감염관리3 : 손위생

수업목표 : 손위생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한다.

수업내용 : 손위생의 종류와 방법

수업방법 : 강의(온라인), PPT 자료 이용, 온라인 질의응답 없음

11

20210517

수업주제 : 감염관리4 : 소독과 멸균

수업목표 : 소독과 멸균 종류와 특성을 이해한다.

수업내용 : 소독과 멸균 종류와 특성

없음



수업방법 : 강의(온라인), PPT 자료 이용, 온라인 질의응답

12

20210524

수업주제 : 감염관리5 : 격리주의

수업목표 : 격리주의 종류와 적용 방법을 이해한다.

수업내용 : 격리주의 종류와 적용 방법

수업방법 : 강의(온라인), PPT 자료 이용, 온라인 질의응답

없음

13

20210531

수업주제 : 간호과정과 기록

수업목표 : 1. 간호과정의 구성 요소와 적용방법을 이해한다.

           2. 간호기록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한다.

수업내용 : 1. 간호과정의 구성 요소와 적용방법

           2. 간호기록의 종류와 방법

수업방법 : 강의(온라인), PPT 자료 이용, 온라인 질의응답

없음

14

20210607

수업주제 : 상처간호, 조별발표

수업목표 : 1. 상처 분류 기준, 상처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한다.

          2. 상처 드레싱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한다.

수업내용 : 1. 상처 분류 기준, 상처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상처 드레싱의 종류와 방법

수업방법 : 강의(온라인), PPT 자료 이용, 조별발표

조별활동 보고서 제출

15

20210614

( 기말고사)

수업주제 : 기말고사 

수업목표 : 기말고사 

수업내용 : 기말고사

수업방법 : 시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