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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업 계 획 서(학생배부용)
2022학년도 1학기

과 목 명
국 문 물리치료학개론

시 간
이 론 1

이수구분 전공선택
영 문 Physical Therapy(Introduction) 실 습 1

학과/전공 물리치료과 A반 학 년 1 수강인원 50

학습목표

물리치료학 응용학문으로 물리치료 전반에 걸친 내용을 소개하는 입문과정으로 물리치료의 역사, 물리치
료사의 직업윤리, 광선치료개요, 전기치료개요, 수치료개요, 운동치료개요, 각종 물리치료
관련 기구들에 대하여 수학함으로 물리치료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바로 알게하여 임상 및 실전에 있어 잘
적용할 수 있게 할 뿐만아니라 한국의 물리치료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둔
다.

학습방법

물리치료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식 수업과 더불어, 사례 발표 및 관련 토론을 병행한다.
구글 행아웃을 통한 실시간 on-line 강의

평가방법

출석 : 20%, 평가(평소) : 80%, 결석1회당감점 : 2점, 지각1회당감점 : 1점
출석(20%), 중간고사(40%), 기말고사(40%)
*전체수업시간의1/4이상 결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주 구분 일자 수업 및 실습내용 교수방법

담당교수 : 임승건 (인)

1 이론 03/07 introduction(물리치료소개) 강의

실습 03/07 introduction(물리치료소개) 팀프로젝트

2 이론 03/29 물리치료의 역사와 발달 강의

실습 03/29 물리치료의 역사와 발달 팀프로젝트

3 이론 04/05 물리치료사 면허제도 및 보수교육 강의

실습 04/05 물리치료사 면허제도 및 보수교육 팀프로젝트

4 이론 04/09 사이버 병원탐방, 물리치료 행정 강의

실습 04/09 사이버 병원탐방, 물리치료 행정 팀프로젝트

5 이론 04/10 의료수가제도의 이해 강의

실습 04/10 의료수가제도의 이해 팀프로젝트

6 이론 04/12 물리치료에서 다루는 질환 강의

실습 04/12 물리치료에서 다루는 질환 팀프로젝트

7 이론 04/15 의료기기 탐방(KIMES) 3/10-13(사전등록) 강의

실습 04/15 의료기기 탐방(KIMES) 3/10-13(사전등록) 팀프로젝트

8 이론 04/19 중간고사 강의

실습 04/19 중간고사 팀프로젝트

9 이론 04/26 물리치료 중재 및 평가 강의

실습 04/26 물리치료 중재 및 평가 팀프로젝트

10 이론 05/10 근거중심물리치료 강의

실습 05/10 근거중심물리치료 팀프로젝트

11 이론 05/17 지역사회 물리치료 강의

실습 05/17 지역사회 물리치료 팀프로젝트

12 이론 05/24 임상실습, 임상인의 자세 강의

실습 05/24 임상실습, 임상인의 자세 팀프로젝트

13 이론 05/31 물리치료사의 역할, 윤리, 요구, 대응 강의

실습 05/31 물리치료사의 역할, 윤리, 요구, 대응 팀프로젝트

14 이론 06/07 물리치료의 정의 및 발전 강의

실습 06/07 물리치료의 정의 및 발전 팀프로젝트

15 이론 06/14 기말고사 강의

실습 06/14 기말고사 팀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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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교재구분 도서명/소프트웨어명 저자명/Version 출판사/개발회사 년도

참고 STANDARD 물리치료학개론 박지환 외 현문사 2018

◎ 참고문헌 상세내역

참고문헌

상세내역

◎ 수업매체 상세내역

수업매체

상세내역

교재 및 ppt

◎ 과제물 상세내역

과제물

상세내역

- 주차별 project 수업 자료 업로드

토론, 발표

시험 등

상세내역

교재수업 외, 조별로 인원을 편성하여 발표 및 토론

◎ 토론 ,발표, 시험 등 상세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