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1. 1. 오후 1:58 강의계획서 팝업

https://intra.kcu.ac.kr/kcu/cour/popup/courLessonPlanPopup.do?sugang_yy=2021&sugang_haggi=2&sugang_haggi_gb=1&gangjwa_no=147 1/3

교과목 정보

수업년도 2021 수업학기 2 학점/시수 2 / 2 이수구분 전공필수

교과목명
국문 간호학개론 교과목코드

영문 Introduction to Professional Nursing 강좌번호

개설학과 간호학과 학년 1 클래스룸 수업코드

수업시간/강의실

교강사 정보

이름 주은경 소속 간호학과 연구실

E-M ai l 연락처

수업운영

교과목

개요

프로젝트기반학습(PBL)을 통해 간호의 본질을 이해하고 간호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이해하며 간호전문직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 학습하여 간호 전문직 리더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비대면 (ZOOM), 동영상 강의 이용하여 수업 진행

전공

능력

간호실무 간호윤리 - - - - - -

간호지식과

술기통합

전문직윤리

이해
- - - - - -

50 50

수업

목표

1. 간호의 본질을 이해한다.

2. 간호 학문분야에서 요구되는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3. 간호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

4.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간호윤리를 이해한다.

5. 간호 전문직과 업무표준을 이해한다.

수업

유형
 이론  실기  통합  e-learning

수업

진행

형태

 일반수업  실기수업  시범실습수업  팀티칭

 토론식수업  PBL수업  블렌디드러닝  소집단수업

 개발화수업  세미나식수업  캡스톤디자인수업  기타(프로젝트기반수업)

교재 간호학개론, 정면숙, 현문사, 2018

부교재 간호학개론, 임영희 옮김, 엘스비어코리아 간호역사와 철학, 신미자 외, 현문사, 2015

참고서

문헌

과제
조별과제 1. 조별 프로젝트보고서 (10점) 2. 간호발전방향 보고서 (10점) 개인과제- 간호에 있어서 봉사와 사랑의 의

미(10점)

안내

사항

1. 환원마당 교과목 카페에 교과운영을 위한 공지사항 전달 등이 이루어지므로 참조한다. 2.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교

수와 면담 요청 시에는 사전에 이메일이나 문자로 약속 시간을 정한 후 연구실로 방문한다. 3.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이 교과목에 대한 질문은 주중 정규시간 (9AM~5PM)에 한다. **9월14일부터 일부 학생들은 출석, 나머지는 비대면

온라인(줌) 수업을 진행한다 * 화요일-줌 수업(조별 발표), 목요일-동영상 강의

성적평가 방법 및 내용

평가요소 점수 평가방법 및 내용

출석 10 출석 및 수업태도

중간

고사
30

기말

고사
30

과제 20 조별 간호발전방향 보고서 (10점) 조별 프로젝트 보고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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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0 개인과제- 간호에 있어서 봉사와 사랑의 의미(10점)

합계 100

주별 수업 내용

주 주별 수업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

20210831

수업주제 : 오리엔테이션

수업목표 : 간호학으로의 초대

수업내용 : 간호학개론의 학습목표를 이해한다. 조별그룹

활동 학습계획을 세운다. 프로젝트기반학습에 대해 소개한

다.(프로젝트 수업 모둠구성, 주제 선정)

수업방법 : 비대면 수업- [줌]강의실 실시간 스트리밍, 동

영상 강의 팀별 프로젝트기반학습(PBL 진행)

조 편성 발표

2

20210907

수업주제 : 간호의 본질

수업목표 : 간호의 본질을 이해한다.

수업내용 : 1. 간호의 기본개념 공유 2. 간호의 정의를 설명

할 수 있다. 3. 간호의 과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4. 간

호의 예술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수업방법 : 강의, 조별 토론[줌]강의실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 강의

3

20210914

수업주제 : 간호의 개념

수업목표 : 간호의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

수업내용 : 1. 간호의 개념인 인간, 건강, 환경, 간호의 본질

을 이해할 수 있다. 2. 창의적 사고 및 비판적 추론기술을 통

해 간호에 대한 정의 할 수 있다.

수업방법 : 강의 팀별 프로젝트기반학습(PBL 진행) [줌]강

의실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 강의

4

20210928

수업주제 : 간호의 철학

수업목표 : 간호의 철학에 대해 이해한다.

수업내용 : 1. 철학에 대한 정의를 이해한다. 2. 시대별 철

학적 사조를 이해한다. 3. 간호의 철학적 접근을 설명한다.

수업방법 : 강의 팀별 프로젝트기반학습(PBL 진행) [줌]강

의실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 강의

5

20211005

수업주제 : 간호 철학에 대한 조별 발표

수업목표 : 자신의 간호철학 세우기

수업내용 : 간호철학에 대한 탐구 및 간호철학 발표 (간호

에 있어서 봉사와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

수업방법 : 조별 탐구 및 발표 [줌]강의실 실시간 스트리

밍, 동영상 강의

개인 보고서

6

20211012

수업주제 : 세계의 간호역사 1 - 고대~ 근대

수업목표 : 세계의 간호역사를 이해한다.

수업내용 : 1. 간호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 2. 간호역사

를 배우는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고대 간호의 역사를

이해한다. 4. 초기 기독교시대, 중세, 근대간호에 영향을 끼

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수업방법 : 강의 팀별 프로젝트기반학습(PBL 진행) [줌]강

의실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 강의

7

20211019

수업주제 : 세계의 간호역사 2 - 영국

수업목표 : 세계의 간호역사를 이해한다.

수업내용 : 1. 나이팅게일의 간호활동과 이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영국간호가 현대간호에 미친 영향을 이해한다.

수업방법 : 팀별 프로젝트기반학습(PBL 진행) [줌]강의실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 강의

8

20211026

수업주제 : 중간고사

수업목표 :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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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수업내용 : 중간고사

수업방법 : 대면 시험

9

20211102

수업주제 : 세계의 간호역사 3 - 미국

수업목표 : 세계의 간호역사를 이해한다.

수업내용 : 1. 미국이 간호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 2. 제 1.2

차 세계대전과 미국간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초창기

미국의 병원과 간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4. 미국의 간호

교육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미국간호협회(ANA), 미국

간호연맹(NLN)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수업방법 : 강의 팀별 프로젝트기반학습(PBL 진행)

[줌]강의실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 강의

10

20211109

수업주제 : 한국의 간호 역사 1

수업목표 : 조선시대 및 일제강점기의 간호를 이해한다.

수업내용 : 1.한국 간호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2. 조선

시대 및 일제강점기의 간호를 이해할 수 있다.

수업방법 : 강의 팀별 프로젝트기반학습(PBL 진행) [줌]강

의실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 강의

11

20211116

수업주제 : 한국의 간호 역사 2

수업목표 : 해방 후와 80년대 이후의 간호를 이해한다.

수업내용 : 1. 해방 후 한국간호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2. 80년대 이후부터 한국간호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수업방법 : 강의 팀별 프로젝트기반학습(PBL 진행)[줌]강

의실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 강의

12

20211123

수업주제 : 간호전문직의 이해 및 간호윤리

수업목표 : 간호전문직의 개념 및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수업내용 : 1. 전문직의 일반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다양한 간호 전문분야를 이해할 수 있다. 3. 간호전문직 사

회화를 설명할 수 있다

수업방법 : 강의 팀별 프로젝트기반학습(PBL 진행)[줌]강

의실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 강의

13

20211130

수업주제 : 간호전문직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조별 탐구

및 발표 간호윤리 이해

수업목표 : 간호전문직 현황과 발전방향, 간호윤리에 대해

이해한다..

수업내용 : 다양한 간호전문직 현황을 조별로 심층 탐구하

고 이를 발표한다.

수업방법 : 조별 탐구 및 발표

조별 보고서 [강의: 실시간 스트리밍 수업-ZOOM 이용]

14

20211207

수업주제 :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수업목표 :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을 이해한다

수업내용 : 1.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을 이해한다. 2. 간호업

무의 법적 근거, 간호행위의 범위를 이해한다. 3. 주의의무

를 이해한다. 4. 간호과실과 과오를 이해한다.

수업방법 : 강의 팀별 프로젝트기반학습(PBL 진행)[줌]강

의실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 강의

15

20211214

(기말고사)

수업주제 : 기말고사

수업목표 : 기말고사

수업내용 : 기말고사

수업방법 : 지필고사

대면 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