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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1) 간호이론을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적용하는 교육자
2)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숙련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전문가
3)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논리적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창의적인 연구자
4) 인간사랑, 생명존중,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는 참인간

◎ 취업과진로

◎ 교육과정지침

  ? 석사과정(일반과정)
   1) 이수학점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성하고, 공통과목 4과목(12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
4과목(12학점)은 사정 상 본 학과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타 학과에서 수강할 수
도 있다.
   2) 필수과목
        가. 필수 공통교과목은 필히 이수한다.
        나. 필수 공통교과목 외의 과목은 본 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단 학과 사정상 본
학과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타 학과에서 수강하도록 한다.

   3) 학위논문심사본 제출자격
    - 관련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석사과정(전문간호사과정)
   1) 전공분야
        노인, 응급, 정신, 중환자 전문 간호사 과정(4과정)

  2) 이수학점(전공 교과목 이수학점)
     - 해당 과정에서 지정된 공동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수한다.
      가. 정신전문간호사과정：공통 6과목(15학점), 전공 9과목(22학점)
      나. 응급전문간호사과정：공통 6과목(15학점), 전공 8과목(23학점)
      다. 중환자전문간호사과정：공통 6과목(15학점), 전공 8과목(20학점)
      라. 노인전문간호사과정：공통 6과목(15학점), 전공 10과목(20학점)

   3) 학위논문심사본 제출자격
    - 관련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박사과정
   1) 이수학점간호학 전공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성하고, 공통 5과목(15학점)은 반드시 이수하
도록 하고 전공과목 21학점을 이수하도록 한다.
   2)박사논문연구Ⅰ(3학기수강), 박사논문연구Ⅱ(4학기수강)는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
   3) 선수과목의 개설과 운영전공상이자가 간호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간호이론, 간호연구, 통계학,
간호철학을 수강하여야 한다.(단, 유사과목 이수자는 학과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4) 하위과정 이수학점 승인전문간호사(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기준을 초과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말 대학원 교학과에 하위과정 이수학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초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
다.(석,박사 통합 60학점)
   5) 연구계획서 심사
    -연구계획서 제출 시 지도교수와 지도위원 2인의 승인으로 제출하고, 연구계획서 심사는 지도위원이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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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논문연구계획서 평가 시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준수한다.
   6) 학위논문심사본 제출자격
    - 관련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또는 논문 1편(공동 저자 가능)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심사본 제출 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7) 학위청구논문의 게재
    - 학위논문은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를 권장한다.

◎ 참여교수

성명 소속 세부전공 직위

양진향 간호대학 간호학과 성인간호학 교수

오진아 간호대학 간호학과 아동간호학 교수

이윤미 간호대학 간호학과 성인및기초간호학전공 교수

박남희 간호대학 간호학과 지역사회간호학 부교수

김상희 간호대학 간호학과 기본간호학 부교수

박지영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 조교수

신소영 간호대학 간호학과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부교수

조정현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 조교수

서은경 간호대학 간호학과 겸임교수

장해나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관리 조교수

최은옥 간호대학 간호학과 성인간호학 부교수

배정이 간호대학 간호학과 정신 간호학 교수

성미혜 간호대학 간호학과 모성간호학 교수

김혜령 간호대학 간호학과 성인간호학, 노인간호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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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공통전공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NA027 간호과학철학 3 3.0 0.0 이론

Nursing Science and Philosophy of Science

전공 ENA351 간호이론 3 3.0 0.0 이론

Nursing Theory

전공 ENA032 간호이론2 2 2.0 0.0 이론

Nursing Theory 2

전공 ENA028 간호이론개발 3 3.0 0.0 이론

Nursing Theory development

전공 ENA356 병태생리 2 2.0 0.0 이론

Pathophysiology

전공 ENA355 상급건강사정 3 3.0 0.0 이론

Health Assessment in the Adults

전공 ENA482 상급약리학 3 3.0 0.0 이론

Advanced Pharmacology

1-2 전공 ENA033 간호연구2 2 2.0 0.0 이론

Nursing Research 2

전공 ENA353 간호연구방법론 3 3.0 0.0 이론

Research Design and Methodology in Nursing

전공 ENA352 간호철학 3 3.0 0.0 이론

Philosophy of Nursing Science

전공 ENA358 약리학 2 2.0 0.0 이론

Pharmacology

전공 ENA357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 2 2.0 0.0 이론

Roles and Politics in Advanced Practice

Nursing

전공 ENA030 질적연구방법론 3 3.0 0.0 이론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전공 ENA004 통계학 3 3.0 0.0 이론

Satistics

2-1 논문 EZZ026 박사 논문 연구 II 3 3.0 0.0 이론

Research for Doctor's Thesis II

논문 EZZ025 박사 논문 연구I 3 3.0 0.0 이론

Research for Doctor's Thesis Ⅰ

논문 EZZ024 석사 논문 연구 2 2.0 0.0 이론

Research for the Master's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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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공통전공 석박교육과정

2-2 논문 EZZ026 박사 논문 연구 II 3 3.0 0.0 이론

Research for Doctor's Thesis II

논문 EZZ025 박사 논문 연구I 3 3.0 0.0 이론

Research for Doctor's Thesis Ⅰ

논문 EZZ024 석사 논문 연구 2 2.0 0.0 이론

Research for the Master's Thesis

소계: 53 학점

정신전문간호사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NA901 상급정신간호세미나 3 3.0 0.0 이론

Advanced seminar i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전공 ENA903 정신건강사정실습 2 0.0 4.0 현장실습

Mental health assessment and practice

1-2 전공 ENA914 발달단계별정신간호 2 2.0 0.0 이론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on

Developmental Stage

전공 ENA915 상급정신간호 실습 3 0.0 6.0 현장실습

Practicum of Advanced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소계: 10 학점

응급전문간호사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NA155 외상 및 사회 응급간호 3 3.0 0.0 이론

Injury and Social Emergency Nursing Care

전공 ENA156 외상 및 사회 응급간호 실습 3 0.0 6.0 현장실습

Practicum for Injury and Social Emergency

Nursing Care

1-2 전공 ENA157 재해간호 3 3.0 0.0 이론

Disaster Nursing Care

전공 ENA158 재해간호실습 2 0.0 4.0 현장실습

practicum for disaster care nursing

소계: 11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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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중환자전문간호사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NA260 중환자 간호 Ⅰ 2 2.0 0.0 이론

Critical Care Nursing Ⅰ

전공 ENA254 중환자간호실습 I 2 0.0 4.0 현장실습

Critical care nursing practice I

1-2 전공 ENA261 중환자 간호 Ⅱ 3 3.0 0.0 이론

Critical Care Nursing Ⅱ

전공 ENA255 중환자간호실습 II 3 0.0 6.0 현장실습

Critical care nursing practice II

소계: 10 학점

간호학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NA455 간호정보학 세미나 3 3.0 0.0 이론

Seminar in Nursing Informatics

전공 ENA506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 3 3.0 0.0 이론

Health Promotion & Health Protection

전공 ENA478 근거기반간호 3 3.0 0.0 이론

Evidence Based Nursing

전공 ENA501 지역사회 간호학 세미나 3 3.0 0.0 이론

Seminar in Community Health Nursing

전공 ENA007 특수 여성건강문제 간호 3 3.0 0.0 이론

Special Women's Health Problem

1-2 전공 ENA496 간호교육의 실제 3 3.0 0.0 이론

Practical Nursing Education

전공 ENA034 간호연구설계 및 개발 3 3.0 0.0 이론

Nursing Research Design and Development

전공 ENA461 간호중재론 3 3.0 0.0 이론

Nursing Interventions

전공 ENA031 고급통계학 3 3.0 0.0 이론

Advanced Statistics

전공 ENA113 보건기획 및 관리 3 3.0 0.0 이론

Health planning & management

전공 ENA479 상급 종양간호학 3 3.0 0.0 이론

Advanced Oncology Nursing

전공 ENA465 상급병태생리 3 3.0 0.0 이론

Advanced Pathophysiology



간호학과

Department of Nursing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간호학분야 석박교육과정

1-2 전공 ENA014 여성건강문제 세미나 3 3.0 0.0 이론

Seminar in Women's Health Problem

소계: 39 학점

노인전문간호사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NA554 노인복지간호 2 2.0 0.0 이론

Gerontological Welfare & Nursing

전공 ENA557 노인질환관리 실습 Ⅰ 2 0.0 4.0 현장실습

Practicum of Gerontological Disease

ManagementⅠ

전공 ENA558 노인질환관리 실습 Ⅱ 2 0.0 4.0 현장실습

Practicum of Gerontological Disease

Management Ⅱ

1-2 전공 ENA555 노인건강증진 2 2.0 0.0 이론

Gerontological Health Promotion

전공 ENA560 노인건강증진실습 2 0.0 4.0 현장실습

Practicum of Gerontological Health

Promotion

전공 ENA559 노인복지간호실습 2 0.0 4.0 현장실습

Practicum of Gerontological Welfare &

Nursing

전공 ENA558 노인질환관리 실습 Ⅱ 2 0.0 4.0 현장실습

Practicum of Gerontological Disease

Management Ⅱ

소계: 14 학점

총계: 137 학점



▣ 교과목 개요

◎ ENA004 통계학  (Satistics)

추론통계 방법의 분석과정을 터득함으로써 간호과학의 연구목적과 변수의 성격에 따라 타당한 통계방법을

적용한다.

◎ ENA027 간호과학철학  (Nursing Science and Philosophy of Science)

본 교과목은 간호과학의 인식론적, 역사적 측면을 확인하고 과학철학의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간호지식체

구조 및 분석, 검증을 통해 간호과학 철학을 정립하고자 한다.

◎ ENA028 간호이론개발  (Nursing Theory development)

본 교과목은 연역적, 귀납적 이론 개발 방법과 간호이론 개발 전략을 이용하여 간호이론을 개발하는 기법

을 학습하기 위한 과목이다. 본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연역적, 귀납적 이론구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념, 진술, 이론을 분석,

◎ ENA030 질적연구방법론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본 교과목은 질적 연구방법의 철학적,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고 간호현상의 분석과 이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터득하고 적용하기 위한 과목이다.

◎ ENA032 간호이론2  (Nursing Theory 2)

간호이론의 역사적 발달, 이론의 구조, 분석,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임상현상과 연구문제에 적용할 이론을

기술,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 ENA033 간호연구2  (Nursing Research 2)

간호현장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과정을 이해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함이다. 과

학, 연구, 실무의 관계를 이해하고 연구과정의 논리적 절차에 따라 연구를 계획하여 간호학문의 발전에 기

여가능성을 확인하기를 기대한

◎ ENA351 간호이론  (Nursing Theory)

간호이론의 역사적 발달, 이론의 구조, 분석,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임상현상과 연구문제에 적용할 이론을

기술,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 ENA352 간호철학  (Philosophy of Nursing Science)

간호철학의 주요주제 안에서 철학적 질문과 간호철학의 단계적인 접근과 일반적인 아웃라인의 본질을 파악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간호학에 영향을 미친 동서양의 철학의 사조를 검토하고 간호의 철학적 입

장을 정의하며 실존적 간호철학

◎ ENA353 간호연구방법론  (Research Design and Methodology in Nursing)

간호현장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과정을 이해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함이다. 과

학, 연구, 실무의 관계를 이해하고 연구과정의 논리적 절차에 따라 연구를 계획하여 간호학문의 발전에 기

여가능성을 확인하기를 기대한

◎ ENA355 상급건강사정  (Health Assessment in the Adults)

성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면담과 신체 검진 및 임상검사를 통하여 심체, 심리, 인구사회학적 자

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과 실무를 학습한다.

◎ ENA356 병태생리  (Pathophysiology)

세포손상, 염증, 면역기능장애, 종양, 수분?전해질?산-염기 불균형, 순환장애 등의 병태생리적 기전을 이

해하고, 각 계통별 주요 질병의 원인, 발생기전, 질병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간호대상자를 사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ENA357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  (Roles and Politics in Advanced Practice Nursing)

전문간호사로서의 책임과 의무, 역할 및 전문간호사업의 발전과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고, 보건의료관련 정

책의 분석 및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ENA358 약리학  (Pharmacology)

간호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약물요법에 관한 핵심적 약물지식과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최상의 약물요법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간호중재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교과목 개요

◎ ENA482 상급약리학  (Advanced Pharmacology)

◎ EZZ024 석사 논문 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Thesis)

◎ EZZ025 박사 논문 연구I  (Research for Doctor's Thesis Ⅰ)

◎ EZZ026 박사 논문 연구 II  (Research for Doctor's Thesis II)

◎ ENA901 상급정신간호세미나  (Advanced seminar i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 ENA903 정신건강사정실습  (Mental health assessment and practice)

◎ ENA914 발달단계별정신간호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on Developmental Stage)

◎ ENA915 상급정신간호 실습  (Practicum of Advanced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 ENA155 외상 및 사회 응급간호  (Injury and Social Emergency Nursing Care)

◎ ENA156 외상 및 사회 응급간호 실습  (Practicum for Injury and Social Emergency Nursing Care )

◎ ENA157 재해간호  (Disaster Nursing Care )

◎ ENA158 재해간호실습  (practicum for disaster care nursing)

◎ ENA254 중환자간호실습 I  (Critical care nursing practice I )

◎ ENA255 중환자간호실습 II  (Critical care nursing practice II)

◎ ENA260 중환자 간호 Ⅰ  (Critical Care Nursing Ⅰ)

◎ ENA261 중환자 간호 Ⅱ  (Critical Care Nursing Ⅱ)

◎ ENA007 특수 여성건강문제 간호  (Special Women's Health Problem)

본 과목은 특수한 여성 건강 문제에 대한 간호, 중재, 최근 연구동향 및 쟁점을 알아보고 방안을 논의한다

◎ ENA014 여성건강문제 세미나  (Seminar in Women's Health Problem)

본 교과목은 여성의 생의 주기동안 가정과 사회 환경내에서 여성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건강문제를 확인하

고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여성건강에 대한 쟁점을 논의함으로써 여성건강에 대한 간호연구 및 이론개발 능

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 ENA031 고급통계학  (Advanced Statistics)

본 교과목은 통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간호연구에 흔히 사용되는 통계기법을 배우고 그 결과를 해석하

고 의미있게 presentation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과목이다.



▣ 교과목 개요

◎ ENA034 간호연구설계 및 개발  (Nursing Research Design and Development)

본 교과목은 이론이나 문헌고찰, 연구설계, 표본추출, 자료수집 및 분석상에서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을 이

해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의 현상을 분석,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 ENA113 보건기획 및 관리  (Health planning & management)

특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정, 기획 및 평가의 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 ENA455 간호정보학 세미나  (Seminar in Nursing Informatics)

간호실무, 교육, 연구 및 행정 분야에서의 정보관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전산화하는 원리와 방법을

학습하여 세계의 간호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간호의 정보과학화 방안을 모색한

다.

◎ ENA461 간호중재론  (Nursing Interventions)

◎ ENA465 상급병태생리  (Advanced Pathophysiology)

◎ ENA478 근거기반간호  (Evidence Based Nursing)

근거기반 간호실무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체계적 고찰 논문과 메타분석 논문, RCT 논문 등을 평가하는 내

용을 다룬다. 또한 근거가 강한 논문을 비교 분석하면서 임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간호지침을 평가

하고 해석하고 종합함으로써

◎ ENA479 상급 종양간호학  (Advanced Oncology Nursing)

◎ ENA496 간호교육의 실제  (Practical Nursing Education)

본 교과목은 간호교육의 원리와 교육방법, 교육과정 개발, 교육평가 등을 다루고, 현재            한국의

간호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며 간호교육의 철학적 기초와 이론적           기초를 기반으로

한 간호교

◎ ENA501 지역사회 간호학 세미나  (Seminar in Community Health Nursing)

◎ ENA506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  (Health Promotion & Health Protection)

건강증진의 개념, 발달과정, 목표, 원칙, 활동영역 및 주요지표를 알고 근거로 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지역사회진단, 프로그램계획, 수행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 ENA554 노인복지간호  (Gerontological Welfare & Nursing)

◎ ENA555 노인건강증진  (Gerontological Health Promotion)

◎ ENA557 노인질환관리 실습 Ⅰ  (Practicum of Gerontological Disease ManagementⅠ)

◎ ENA558 노인질환관리 실습 Ⅱ  (Practicum of Gerontological Disease Management Ⅱ)

◎ ENA559 노인복지간호실습  (Practicum of Gerontological Welfare & Nursing)

◎ ENA560 노인건강증진실습  (Practicum of Gerontological Health Pro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