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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033-259-5636

간호학과는 1996년에 신설되어 “실천하는 간호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 창조적 간호대학” 라는 비젼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창조적 지식인, 합리적 간호실무자 및 인본주의적 봉사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간호학과는 인간에게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 증진시키고 예방 및 재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학습하여 사회발전과 국민건강 수준향상
은 물론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전문지식인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교수와 학생이 함께 노력하고 있
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으로 2000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며 간호사국가고시에서 수석합격 및 전원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낸 이래 매년 국가고시 100% 합격 및 높은 취업률을 달성해오고 있다. 졸업생 대부분은 서울·경기·강원권의 우수한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1998년 대학원 석사과정 개설에 이어 2008년부터는 박사과정을 개설하는 등 연
구와 학술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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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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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개론, 인체의구조와기능 l, 보건의사소통, 보건교육학, 간호용어, 간호정보학, 생화학과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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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간호학 l, 기본간호학 ll, 기본간호학실습 l, 기본간호학실습 ll, 인체의구조와기능 ll, 임상미생물과간호, 병태생
리학과간호, 임상약리와간호, 성인간호학 l, 성인간호학 ll, 건강사정, 건강사정실습, 간호과정, 인간행동의이해, 보
건교육실습, 건강증진, 한방학개론, PBL

3

성인간호학 lll, 성인간호학 lV, 성인간호학 V, 성인간호학 Vl, 아동청소년간호학 l, 아동청소년간호학 ll, 여성건강
간호학 l, 여성건강간호학 ll, 보건교육실습, 성인간호학실습 l, 성인간호학실습 ll, 성인간호학실습 lll, 성인간호학실
습 lV, 아동청소년간호학실습 l, 아동청소년간호학실습 ll, 여성건강간호학실습 l, 여성건강간호학실습 ll, 정신건강
간호학 l, 지역사회간호학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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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호학 Vll, 성인간호학 Vlll, 아동청소년간호학 lll, 정신건강간호학 ll, 지역사회간호학 ll, 지역사회간호학 lll, 간호관리
학 l, 간호관리학 ll, 보건의료법규, 노인간호학, 간호연구, 간호연구실습, 정신건강간호학실습 l, 정신건강간호학실습 ll,
지역사회간호학실습 l, 지역사회간호학실습 ll, 간호관리학실습, 보건사업관리,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간호와경영,
응급재해간호, 응급재해간호실습, 재활간호, 통합간호실습, 가정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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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설계 상담

Q 가장 관심 있는 분야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A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아동간호입니다. 그 이유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좋아했고 아
졸업 후 진로

공공기관
보건직·간호직 공무원,
보건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반기업

이들이 저를 잘 따르기도 하며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이기
에 아이들을 간호하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Q 자신의 꿈이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A 대학 졸업 후 병원에 취직해서 임상간호사로서 최소 5년정도는 임상에서 근무하며 경
험을 많이 쌓고 퇴사 후 보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서 보건직 공무원으로
서 제2의 인생을 살며 한국의 보건서비스의 질과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학과(전공) 관련 추천도서
숲에서 놀다(황소걸음/이영득)
아낌없이 주는 나무(소담출판사/쉘 실버스타인)
1% 천재들의 과학오디션(21세기 북스/주디 더튼)

College of Medicine
Business Administration

진학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경영대학
의과대학

재학생 인터뷰

병원 등 전국 의료기관

학과(전공) 관련 추천 웹사이트 주소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
한국간호교육평가원 http://www.kabon.or.kr
보건교육사자격관리사무국 http://khe.kohi.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자랑스러운 동문
석순재(96학번) 강릉아산병원 수간호사

홍석미(00학번) 원주시 보건소 보건진료소장

이은자(97학번) 송곡대학교 조교수

송윤정(02학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리

황선영(98학번) 강원대병원 수간호사

최근 3년간 취업자
권자인(10학번) 신촌세브란스병원

신유정(12학번) 서울아산병원

정다운(11학번) 서울대학교병원

우혜인(12학번) 서울성모병원

권시은(12학번) 서울대학교병원

정소영(12학번) 삼성서울병원

이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간호, 건강, 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고, 노력하는 자세와 인내심 함양으로 봉사를
적극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임상현장에서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맡은 임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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