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간호학과

                              



□ 간호학과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 공통

 1. 대학예배는 전 학년 목요일 5교시(간호학과 지정)로 수강신청 함

 2. 심화-균형교양에서 종교적 가치 이해 영역은 정해진 학기대로 수강하고 미리 수강하지 않기

 3. 사랑의 실천에서 기독교 세계관도 간호학과 지정 과목으로 운영되므로 3학년 2학기에 수강하기  

 4. 심화-균형교양은 인간문화 이해, 사회역사 이해, 자연과학기술 이해, 예술체육 이해 영역별 1과목 이

       상 총 5과목(10학점)을 이수하면 됨, 인간문화이해 영역은 인문학과의 만남, 인간심리와 행동 과목

       이 지정되어 있고, 사회역사이해 영역은 ‘인간발달과 교육’을 듣도록 지정되어 있음. 따라서 자연

       과학기술이해 영역에서 한 과목, 예술체육이해 영역에서 한 과목씩을 수강하면 됨

 5. 2학년 2학기까지 채플과 섬김, 사랑의 실천, 종교적 가치 이해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교양 과목 이수

       를 마쳐야 함 

 6. 2018학번 이후 편입생은 채플과 섬김 2학점, 사랑의 실천(3-2 기독교세계관) 1학점, 심화교양-균형교양

    (4-2 사람다운 사람의길) 7학점 (3학점은 종교적가치이해 영역), 멘토링 1학점으로 교양은 총 10학점을 

    취득해야 함 

   

▣ 1학년

 1. 전공: 간호윤리, 병리학, 의사소통론 필수, 재난간호와 다문화와 간호 중 택 1

 2. 교양: 채플 기독교 탐사 필수, 학점 채우지 못한 영역의 교양과목을 수강해야 하므로 1학년 이수권장   

              과목부터 수강신청하기 

 3. 교양 과목부터 수강신청하고 전공과목 수강신청하기

▣ 2학년

 1. 전공: 기본간호학 및 실습2, 성인간호학1, 여성건강간호학1 필수, 간호정보학 또는 감염관리학 중 선택 1 

 2. 교양: 채플, 성경과 인간이해2, 인간발달과 교육(간호학과 지정) 필수, 기타 필수 이수학점 채우지   

             못한 영역 수강하기  

 3. 2학년 2학기 복학생들은 약리학 강의를 반드시 수강하기

 4. 수강 신청 시 교양 과목부터 수강신청하기

▣ 3학년

 1. 성인간호학3, 아동간호학2, 여성간호학2, 정신간호학1, 지역사회간호학2 수강하기

 2. 성인간호학실습2, 아동간호학실습2, 여성건강간호학실습2, 정신간호학실습1을 배정된 분반에 각각 수강하기

 3. 채플과 섬김, 기독교 세계관, 프런티어십은 교양 필수이므로 반드시 수강하기

▣ 4학년

 1. 성인간호학4, 보건의료관계법규, 시뮬레이션 이론 및 실습을 분반에 맞게 수강하기

 2. 성인간호학실습4, 지역사회간호학실습2, 노인간호학실습을 배정된 분반에 수강하기

 3. 교양: 채플, 취창업과 진로, 사람다운 사람의 길 필수

 

▣ 편입생

 - 채플과 섬김은 6학기 재학기간 중 4학기 수강 필수 

 - 2학년 편입생은 위에 안내한 2학년 학생들의 전공 및 교양(기독교강좌 제외)을 수강신청하고 1학년의 

   간호윤리, 의사소통론, 병리학 강의를 필수로 이수해야함. 프런티어십을 수강하지 않지 않도록 함. 

 - 3학년 편입생들은 프런티어십을 수강해야 함(취창업과 진로를 수강하지 않도록 함)

 

▣ 간호학과는 간호학 학사학위 인증 프로그램 운영 중으로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교과목을

   이수해야 졸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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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과군 509801 의사소통론 2 2 60 임미림 금3,4  조형307 간호A 전공(100)

기초교과군 509802 의사소통론 2 2 60 임미림 목3,4  조형307 간호B 전공(100)

기초교과군 509803 의사소통론 2 2 60 임미림 화2,3  조형307 간호C 전공(100)

기초교과군 509804 의사소통론 2 2 60 임미림 화6,7  조형307 간호D 전공(100)

핵심교과군 510501 약리학 2 2 50 양영미 수8,9  조형307 전공(100)

핵심교과군 606101 병리학 2 2 50 유영미 수1,2  조형119 간호A 전공(100)

핵심교과군 606102 병리학 2 2 50 유영미 수3,4  조형119 간호B 전공(100)

핵심교과군 606103 병리학 2 2 50 신혜영 월1,2  조형113 간호C 전공(100)

핵심교과군 606104 병리학 2 2 50 신혜영 월3,4  조형113 간호D 전공(100)

핵심교과군 618401 간호윤리 1 1 50 구옥희 화2  조형113 간호A 전공(100)

핵심교과군 618402 간호윤리 1 1 50 구옥희 화3  조형113 간호B 전공(100)

핵심교과군 618403 간호윤리 1 1 50 구옥희 수5  조형109 간호C 전공(100)

핵심교과군 618404 간호윤리 1 1 50 구옥희 수4  조형109 간호D 전공(100)

핵심교과군 618501 감염관리학 2 2 50 민신홍 수2,3  조형113 간호 A,B 전공(100)

핵심교과군 618502 감염관리학 2 2 50 민신홍 수4,5  조형113 간호 C,D 전공(100)

핵심교과군 618801 여성건강간호학1 2 2 50 윤미선 월5,6  조형113 간호A 전공(100)

핵심교과군 618802 여성건강간호학1 2 2 50 양영미 목2,3  조형119 간호B 전공(100)

핵심교과군 618803 여성건강간호학1 2 2 50 윤미선 월7,8  조형113 간호C 전공(100)

핵심교과군 618804 여성건강간호학1 2 2 50 양영미 화2,3  조형119 간호D 전공(100)

핵심교과군 657901 다문화와 간호 2 2 50 김광성 목1,2  조형113 간호A,B 전공(100)

핵심교과군 657902 다문화와 간호 2 2 50 김광성 목3,4  조형113 간호C,D 전공(100)

핵심교과군 658101 간호정보학 2 2 50 박미라 금3,4  조형109 간호A,B 전공(100)

핵심교과군 658102 간호정보학 2 2 50 박미라 금1,2  조형109 간호 C,D 전공(100)

핵심교과군 784601 재난간호 2 2 50 조명선 화5,6  조형109 간호 A,B 전공(100)

핵심교과군 784602 재난간호 2 2 50 안영미 수6,7  조형109 간호C,D 전공(100)

핵심교과군 896801 기본간호학 및 실습2 4 3 25 김현정 수6,7,8,9  조형810 간호A1 전공(100)

핵심교과군 896802 기본간호학 및 실습2 4 3 25 국성미 수6,7,8,9  조형808 간호A2 전공(100)

핵심교과군 896803 기본간호학 및 실습2 4 3 25 김현정 화2,3,4,5  조형808 간호B1 전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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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교과군 896804 기본간호학 및 실습2 4 3 25 최준경 화1,2,3,4  조형810 간호B2 전공(100)

핵심교과군 896805 기본간호학 및 실습2 4 3 25 김현정 월1,2,3,4  조형810 간호C1 전공(100)

핵심교과군 896806 기본간호학 및 실습2 4 3 25 팀티칭 화6,7,8,9  조형810 간호C2 전공(100)

핵심교과군 896807 기본간호학 및 실습2 4 3 25 오부영 월6,7,8,9  조형808 간호D1 전공(100)

핵심교과군 896808 기본간호학 및 실습2 4 3 25 채명아 월1,2,3,4  조형808 간호D2 전공(100)

핵심교과군 950901 성인간호학1 1 1 50 김수진 목3  조형120 간호A 전공(100)

핵심교과군 950902 성인간호학1 1 1 50 김수진 목6  조형117 간호B 전공(100)

핵심교과군 950903 성인간호학1 1 1 50 김수진 목1  조형109 간호C 전공(100)

핵심교과군 950904 성인간호학1 1 1 50 김수진 목2  조형109 간호D 전공(100)

심화교과군 511401 성인간호학3 2 2 50 김희정 화2,3  조형117 간호A 전공(100)

심화교과군 511402 성인간호학3 2 2 50 김희정 금4사1
 조형806 

사이버강의실1
부분사이버 전공(100)

심화교과군 511403 성인간호학3 2 2 50 김희정 월3,4  조형806 간호C 전공(100)

심화교과군 511404 성인간호학3 2 2 50 김희정 화6사1
 조형806 

사이버강의실1
부분사이버 전공(100)

심화교과군 511601 성인간호학실습2 6 2 25 김희정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511602 성인간호학실습2 6 2 25 김희정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511603 성인간호학실습2 6 2 25 김희정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511604 성인간호학실습2 6 2 25 김희정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511605 성인간호학실습2 6 2 25 임선영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511606 성인간호학실습2 6 2 25 임선영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511607 성인간호학실습2 6 2 25 김진영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511608 성인간호학실습2 6 2 25 김진영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513101 정신간호학실습1 6 2 25 안영미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513102 정신간호학실습1 6 2 25 안영미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513103 정신간호학실습1 6 2 25 유영미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513104 정신간호학실습1 6 2 25 박정욱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513105 정신간호학실습1 6 2 25 박정욱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513106 정신간호학실습1 6 2 25 김영희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513107 정신간호학실습1 6 2 25 조명선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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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교과군 513108 정신간호학실습1 6 2 25 조명선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618901 여성건강간호학2 3 3 50 양영미 화7,8,9  조형117 간호A 전공(100)

심화교과군 618902 여성건강간호학2 3 3 50 윤미선 화2,3,4  조형806 간호B 전공(100)

심화교과군 618903 여성건강간호학2 3 3 50 양영미 수4,5,6  조형806 간호C 전공(100)

심화교과군 618904 여성건강간호학2 3 3 50 윤미선 목2,3,4  조형806 간호D 전공(100)

심화교과군 619101 여성건강간호학실습2 3 1 20 윤미선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619102 여성건강간호학실습2 3 1 20 윤미선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619103 여성건강간호학실습2 3 1 20 윤미선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619104 여성건강간호학실습2 3 1 20 윤미선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619105 여성건강간호학실습2 3 1 20 이은애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619106 여성건강간호학실습2 3 1 20 이은애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619107 여성건강간호학실습2 3 1 20 이은애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619108 여성건강간호학실습2 3 1 20 김미란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619109 여성건강간호학실습2 3 1 20 김미란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619110 여성건강간호학실습2 3 1 20 김미란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659401 아동간호학2 2 2 50 임소연 월6,7  조형806 간호A 전공(100)

심화교과군 659402 아동간호학2 2 2 50 임소연 월2,3  조형117 간호B 전공(100)

심화교과군 659403 아동간호학2 2 2 50 임소연 화5,6  조형117 간호C 전공(100)

심화교과군 659404 아동간호학2 2 2 50 임소연 수1,2  조형117 간호D 전공(100)

심화교과군 659501 아동간호학실습2 3 1 20 정미란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659502 아동간호학실습2 3 1 20 정미란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659503 아동간호학실습2 3 1 20 정미란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659504 아동간호학실습2 3 1 20 정미란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659505 아동간호학실습2 3 1 20 문선영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659506 아동간호학실습2 3 1 20 문선영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659507 아동간호학실습2 3 1 20 문선영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659508 아동간호학실습2 3 1 20 문선영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659509 아동간호학실습2 3 1 20 이선화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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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교과군 659510 아동간호학실습2 3 1 20 심하은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심화교과군 660001 지역사회간호학2 2 2 50 전미순 수1,2  조형806 간호A 전공(100)

심화교과군 660002 지역사회간호학2 2 2 50 임미림 화8,9  조형806 간호B 전공(100)

심화교과군 660003 지역사회간호학2 2 2 50 전미순 월8,9  조형806 간호C 전공(100)

심화교과군 660004 지역사회간호학2 2 2 50 임미림 금1,2  조형806 간호D 전공(100)

심화교과군 660101 정신간호학1 2 2 50 유영미 목1,2  조형117 간호A 전공(100)

심화교과군 660102 정신간호학1 2 2 50 안영미 수3,4  조형117 간호B 전공(100)

심화교과군 660103 정신간호학1 2 2 50 유영미 월1,2  조형806 간호C 전공(100)

심화교과군 660104 정신간호학1 2 2 50 안영미 월5,6  조형117 간호D 전공(100)

응용교과군 585101 지역사회간호학실습2 6 2 25 전미순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585102 지역사회간호학실습2 6 2 25 전미순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585103 지역사회간호학실습2 6 2 25 전미순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585104 지역사회간호학실습2 6 2 25 전미순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585105 지역사회간호학실습2 6 2 25 김수희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585106 지역사회간호학실습2 6 2 25 김수희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585107 지역사회간호학실습2 6 2 25 임정선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585108 지역사회간호학실습2 6 2 25 임정선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628701 노인간호학실습 6 2 25 백성희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628702 노인간호학실습 6 2 25 백성희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628703 노인간호학실습 6 2 25 구옥희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628704 노인간호학실습 6 2 25 구옥희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628705 노인간호학실습 6 2 25 구옥희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628706 노인간호학실습 6 2 25 허진영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628707 노인간호학실습 6 2 25 허진영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628708 노인간호학실습 6 2 25 최준경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660301 성인간호학5 2 2 50 박선영 목3,4  조형803 간호A 전공(100)

응용교과군 660302 성인간호학5 2 2 50 박선영 월1,2  조형803 간호B 전공(100)

응용교과군 660303 성인간호학5 2 2 50 박선영 목1,2  조형803 간호C 전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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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교과군 660304 성인간호학5 2 2 50 박선영 화2,3  조형803 간호D 전공(100)

응용교과군 660601 간호관리학2 2 2 50 김성열 수1,2  조형803 간호A 전공(100)

응용교과군 660602 간호관리학2 2 2 50 구옥희 화4,5  조형803 간호B 전공(100)

응용교과군 660603 간호관리학2 2 2 50 김성열 수3,4  조형803 간호C 전공(100)

응용교과군 660604 간호관리학2 2 2 50 구옥희 수8,9  조형109 간호D 전공(100)

응용교과군 660901 보건의료관계법규 1 1 50 김희정 월8  조형109 간호A 전공(100)

응용교과군 660902 보건의료관계법규 1 1 50 김희정 월7  조형803 간호B 전공(100)

응용교과군 660903 보건의료관계법규 1 1 50 김희정 월9  조형109 간호C 전공(100)

응용교과군 660904 보건의료관계법규 1 1 50 김희정 월6  조형803 간호D 전공(100)

응용교과군 661001 성인간호학실습4 6 2 25 박선영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661002 성인간호학실습4 6 2 25 박선영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661003 성인간호학실습4 6 2 25 민신홍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661004 성인간호학실습4 6 2 25 민신홍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661005 성인간호학실습4 6 2 25 황선영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661006 성인간호학실습4 6 2 25 황선영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661007 성인간호학실습4 6 2 25 심하은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661008 성인간호학실습4 6 2 25 심하은 별도배정  별도 전공(100)

응용교과군 962201 시뮬레이션 이론 및 실습 3 2 25 미지정 월1,2,3  조형811 간호A1 전공(100)

응용교과군 962202 시뮬레이션 이론 및 실습 3 2 25 팀티칭 화2,3,4  조형811 간호A2 전공(100)

응용교과군 962203 시뮬레이션 이론 및 실습 3 2 25 미지정 수1,2,3  조형811 간호B1 전공(100)

응용교과군 962204 시뮬레이션 이론 및 실습 3 2 25 팀티칭 목1,2,3  조형811 간호B2 전공(100)

응용교과군 962205 시뮬레이션 이론 및 실습 3 2 25 주연숙 월5,6,7  조형811 간호C1 전공(100)

응용교과군 962206 시뮬레이션 이론 및 실습 3 2 25 미지정 화6,7,8  조형811 간호C2 전공(100)

응용교과군 962207 시뮬레이션 이론 및 실습 3 2 25 박승은 수5,6,7  조형811 간호D1 전공(100)

응용교과군 962208 시뮬레이션 이론 및 실습 3 2 25 팀티칭 금1,2,3  조형811 간호D2 전공(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