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학습과정의 학습목표

Ⅱ. 학습과정의 수업계획서

학습과정명 건강문제와 간호Ⅰ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최근 건강분야의 변화를 반영하여 

간호대상자의 전문직 중재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과정에 의해 사정하고 진단하여 

적절한 간호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상급 수준의 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 

위장, 간, 담도, 췌장, 호흡기, 순환계, 

혈액계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사정하고 

간호문제를 분석(간호과정에 의한 사정, 

진단)한 후 간호 중재와 교육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 실행할 수 있다. 

1) 기능 장애와 관련된 원인, 병태 생리 

증상과 징후 및 간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기능장애와 관련된 대상자의 건강문제와 

간호문제를 중심으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대상자에게 교육시나리오를 실행하여 

교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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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 1

1) 강의주제: 건강문제와 

간호(I)에 대한 소개 및 

Orientation(1) 

2) 강의목표: 

- 성인의 건강문제와 간호의 

필요성과 목적, 간호문제에 따른 

대상자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성인의 건강문제와 간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무에서 

필요한 환자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 계획서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를 통하여 

이 과목에 필요한 과제 및 수업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와준다. 

4) 수업방법: 자기소개, 

강의계획서 배부, 개인 

자료수집과 집담회 안내 

교재 전체 

설명

- 강의계획서 배부

- 과제제시

1)과제내용: 주제에 

맞는 전문가용 교육도구 

개발, 대상자용 교육 

도구 개발 및 발표

2)제출기한: 매주 

발표하는 조는 해당주에 

제출

3) 주제별 conference 

자료제출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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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강의주제: 건강문제와 

간호(I)에 대한 소개 및 

Orientation(2) 

2) 강의목표: 

- 성인의 건강문제와 간호의 

필요성과 목적, 간호문제에 따른 

대상자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성인의 건강문제와 간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무에서 

필요한 환자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 계획서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를 통하여 

이 과목에 필요한 과제 및 수업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와준다. 

4) 수업방법: 과제안내: 개인별 

사례연구, 주제에 따른 조별활동 

Plan에 대한 논의, Q&A

교재 전체 

설명

- 강의계획서 배부

- 과제제시

1)과제내용: 주제에 

맞는 전문가용 교육도구 

개발, 대상자용 교육 

도구 개발 및 발표

2)제출기한: 매주 

발표하는 조는 해당주에 

제출

3) 주제별 conference 

자료제출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3

1) 강의주제: 의학드라마 시청 

후 간호문제 분석하기

2) 강의목표: 

- 성인의 건강문제와 간호의 

필요성과 목적, 간호문제에 따른 

대상자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code black  시청 후 간호문제 

분석하기

4) 수업방법: 

- 영상: 의학드라마 시청

- 그룹토의: 의학 드라마 속 

간호문제분석 후 그룹 토의 및 

발표

교재 전체 

설명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 영상: code black 

4
외부실습: 심혈관계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 자료수집(1)

교재 전체 

설명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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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

1

1) 강의주제: 심장구조와 기능, 

심혈관계 건강사정, 울혈성 

심부전 간호, 울혈성 심부전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1)

2) 강의목표: 

- 심혈관계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울혈성 심부전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심장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심혈관계 건강사정, 

울혈성 심부전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강의: 울혈성 심질환

- 영상: 울혈성 심질환자의 

경험담(다큐시청) 

제6부

심혈관계

제34장 

심혈관계 사정

제35장 

주요간호중재

제36장

심부전 

대상자간호

889 ~ 970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 영상: 울혈성 

심질환자의 

경험담(다큐시청) 

2

1) 강의주제: 심장구조와 기능, 

심혈관계 건강사정, 울혈성 

심부전 간호, 울혈성 심부전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2)

2) 강의목표: 

- 심혈관계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울혈성 심부전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심장의 병태생리(구조와 

기능), 심혈관계 건강사정, 

울혈성 심부전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강의: 건강사정(정상과 

질환자의 심음을 구별)

- 사례나누기: 울혈성 심부전 

대상자 간호 진단의 예(토의)

제6부

심혈관계

제34장 

심혈관계 사정

제35장 

주요간호중재

제36장

심부전 

대상자간호

889 ~ 970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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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강의주제: 심장구조와 기능, 

심혈관계 건강사정, 울혈성 

심부전 간호, 울혈성 심부전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3)

2) 강의목표: 

- 심혈관계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울혈성 심부전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심장의 병태생리(구조와 

기능), 심혈관계 건강사정, 

울혈성 심부전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발표: 울혈성 심부전에 대한 

전문가, 대상자 교육시나리오 

발표(해당 조 발표), 

feedback(개별평가: VAS)

제6부

심혈관계

제34장 

심혈관계 사정

제35장 

주요간호중재

제36장

심부전 

대상자간호

889 ~ 970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4
외부실습: 심혈관계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 자료수집(2)
자료수집 자료수집

제 3 주 1

1) 강의주제: 심장구조와 기능, 

심혈관계 건강사정, 허혈성 

심질환 간호, 허혈성 심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4)

2) 강의목표: 

- 심혈관계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허혈성 심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심장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심혈관계 건강사정, 

허혈성 심질환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영상: 우리나라 허혈성 

심질환자의prevalence분석(영상, 

인터넷) 

- 강의: E.K.G리딩(Quiz) 

제6부

심혈관계

제34장 

심혈관계 사정

제35장 

주요간호중재

제36장

심부전 

대상자간호

889 ~ 970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 영상: 우리나라 허혈

성심질환자의prevalence

분석

- Quiz: E.K.G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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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강의주제: 심장구조와 기능, 

심혈관계 건강사정, 허혈성 

심질환 간호, 허혈성 심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5)

2) 강의목표: 

- 심혈관계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허혈성 심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심장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심혈관계 건강사정, 

허혈성 심질환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강의

- 허혈성 심질환 대상자 간호 

진단의  예(토의) 

* 허혈성 심질환에 대한 전문가, 

대상자 교육시나리오 발표(해당 

조 발표), feedback(개별평가: 

VAS)

제6부

심혈관계

제34장 

심혈관계 사정

제35장 

주요간호중재

제36장

심부전 

대상자간호

889 ~ 970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3

1) 강의주제: 심장구조와 기능, 

심혈관계 건강사정, 허혈성 

심질환 간호, 허혈성 심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6)

2) 강의목표: 

- 심혈관계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허혈성 심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심장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심혈관계 건강사정, 

허혈성 심질환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허혈성 심질환에 대한 전문가, 

대상자 교육시나리오 발표(해당 

조 발표), feedback(개별평가: 

VAS)

제6부

심혈관계

제34장 

심혈관계 사정

제35장 

주요간호중재

제36장

심부전 

대상자간호

889 ~ 970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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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실습: 심혈관계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 자료수집(3)
-자료수집 자료수집

제 4 주

1

1) 강의주제: 심혈관 질환 

사례연구(1)

2) 강의목표: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간호과정에 따른 

간호를 적용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및 수업 방법: 

- Conference

- 토의  

- 심혈관계 건강문제와 관련된 

journal review  

- Q&A

제6부

심혈관계

제34장 

심혈관계 사정

제35장 

주요간호중재

제36장

심부전 

대상자간호

889 ~ 970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2

1) 강의주제: 심혈관 질환 

사례연구(2)

2) 강의목표: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간호과정에 따른 

간호를 적용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및 수업 방법: 

- Conference

- 토의  

- 심혈관계 건강문제와 관련된 

journal review  

- Q&A

제6부

심혈관계

제34장 

심혈관계 사정

제35장 

주요간호중재

제36장

심부전 

대상자간호

889 ~ 970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3

1) 강의주제: 심혈관 질환 

사례연구(3)

2) 강의목표: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간호과정에 따른 

간호를 적용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및 수업 방법: 

- Conference

- 토의  

- 심혈관계 건강문제와 관련된 

journal review  

- Q&A

제6부

심혈관계

제34장 

심혈관계 사정

제35장 

주요간호중재

제36장

심부전 

대상자간호

889 ~ 970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4
외부실습: 위장관계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 자료수집(1)
자료수집 자료수집

제 5 주

1

1) 강의주제: 상부 위장관(구강, 

식도, 위, 십이지장)의 구조와 

기능, 상부위장관계 건강사정, 

상부 위장관질환 간호, 상부 

위장관 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1)

2) 강의목표: 

- 상부위장관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상부 위장관 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상부 위장관의 

병태생리(구조와 기능), 

상부위장관의 건강사정, 상부 

위장관 질환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강의: 우리나라  상부 위장관 

질환 분석(연구 중심) 

제4부

소화기계

제19장 

소화기계 사정

제20장 

주요간호중재

509 ~ 560p.

제23장  

위장관 장애 

대상자 간호

583 ~ 624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2

1) 강의주제: 상부 위장관(구강, 

식도, 위, 십이지장)의 구조와 

기능, 상부위장관계 건강사정, 

상부 위장관질환 간호, 상부 

위장관 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2)

2) 강의목표: 

- 상부위장관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상부 위장관 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상부 위장관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제4부

소화기계

제19장 

소화기계 사정

제20장 

주요간호중재

509 ~ 560p.

제23장  

위장관 장애 

대상자 간호

583 ~ 624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상부위장관의 건강사정, 상부 

위장관 질환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상부 위장관 건강문제와 

관련된 건강사정 

- 위염, 소화성 궤양, 

식도질환을 가진 대상자 간호 

진단의  예(토의) 

3

1) 강의주제: 상부 위장관(구강, 

식도, 위, 십이지장)의 구조와 

기능, 상부위장관계 건강사정, 

상부 위장관질환 간호, 상부 

위장관 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3)

2) 강의목표: 

- 상부위장관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상부 위장관 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상부 위장관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상부위장관의 건강사정, 상부 

위장관 질환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발표: 상부 위장관 질환에 

대한 전문가, 대상자 

교육시나리오 발표(해당 조 

발표), feedback(개별평가: VAS)

제4부

소화기계

제19장 

소화기계 사정

제20장 

주요간호중재

509 ~ 560p.

제23장  

위장관 장애 

대상자 간호

583 ~ 624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4
외부실습: 위장관계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 자료수집(2)
자료수집 자료수집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6 주

1

1) 강의주제: 하부 위장관(소장, 

대장, 직장, 항문)의 구조와 

기능, 하부위장관계 건강사정, 

하부 위장관질환 간호, 하부 

위장관 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1)

2) 강의목표: 

- 하부위장관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하부 위장관 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하부 위장관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하부위장관의 건강사정, 하부 

위장관 질환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영상: 말기 대장암 환자의 

삶(다큐시청) 

제4부

소화기계

제19장 

소화기계 사정

제20장 

주요간호중재

509 ~ 560p.

제23장  

위장관 장애 

대상자 간호

583 ~ 624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 영상: 말기 대장암 

환자의 삶(다큐시청)

2

1) 강의주제: 하부 위장관(소장, 

대장, 직장, 항문)의 구조와 

기능, 하부위장관계 건강사정, 

하부 위장관질환 간호, 하부 

위장관 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2)

2) 강의목표: 

- 하부위장관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하부 위장관 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하부 위장관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하부위장관의 건강사정, 하부 

제4부

소화기계

제19장 

소화기계 사정

제20장 

주요간호중재

509 ~ 560p.

제23장  

위장관 장애 

대상자 간호

583 ~ 624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위장관 질환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사례나누기: 과민성 장증후군, 

감염성 질환, 염증성 장질환, 

탈장, 대장암, 직장암을 가진 

대상자 간호 진단의 예

3

1) 강의주제: 하부 위장관(소장, 

대장, 직장, 항문)의 구조와 

기능, 하부위장관계 건강사정, 

하부 위장관질환 간호, 하부 

위장관 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2)

2) 강의목표: 

- 하부위장관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하부 위장관 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하부 위장관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하부위장관의 건강사정, 하부 

위장관 질환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발표: 하부 위장관 질환에 

대한 전문가, 대상자 

교육시나리오 발표(해당 조 

발표), feedback(개별평가: VAS)

제4부

소화기계

제19장 

소화기계 사정

제20장 

주요간호중재

509 ~ 560p.

제23장  

위장관 장애 

대상자 간호

583 ~ 624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4
외부실습:위장관계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 자료수집(3) 
자료수집 자료수집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7 주

1

1) 강의주제: 상. 하부 위장관 

질환 사례연구(1)

2) 강의목표: 상. 하부 위장관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간호과정에 

따른 간호를 적용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및 수업 방법: 

Conference 

- 사례연구 발표

- 토의  

- 위장관계 건강문제와 관련된 

journal review  

- Q&A

제4부

소화기계

제19장 

소화기계 사정

제20장 

주요간호중재

509 ~ 560p.

제23장  

위장관 장애 

대상자 간호

583 ~ 624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2

1) 강의주제: 상. 하부 위장관 

질환 사례연구(2)

2) 강의목표: 상. 하부 위장관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간호과정에 

따른 간호를 적용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및 수업 방법: 

Conference 

- 사례연구 발표

- 토의  

- 위장관계 건강문제와 관련된 

journal review  

- Q&A

제4부

소화기계

제19장 

소화기계 사정

제20장 

주요간호중재

509 ~ 560p.

제23장  

위장관 장애 

대상자 간호

583 ~ 624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3

1) 강의주제: 상. 하부 위장관 

질환 사례연구(3)

2) 강의목표: 상. 하부 위장관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간호과정에 

따른 간호를 적용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및 수업 방법: 

Conference 

- 사례연구 발표

- 토의  

- 위장관계 건강문제와 관련된 

journal review  

- Q&A

제4부

소화기계

제19장 

소화기계 사정

제20장 

주요간호중재

509 ~ 560p.

제23장  

위장관 장애 

대상자 간호

583 ~ 624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4

외부실습:  간, 담도, 췌장, 

하부 호흡기계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 자료수집(1)

자료수집 자료수집

제 8 주

1

중간고사

1~7주차

제4부 

소화기계

제19장 

소화기계 사정

제20장 

주요간호중재

509 ~ 560p.

제23장  

위장관 장애 

대상자 간호

583 ~ 624p.

제6부 

심혈관계

제34장 

심혈관계 사정

제35장 

주요간호중재

제36장 심부전 

대상자간호

889 ~ 970p.

중간고사평가 및 피드백

지필시험

2

3

4

제 9 주 1

1) 강의주제: 간의 구조와 기능, 

간의 건강사정, 간질환 간호, 

간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1)

2) 강의목표: 

- 간질환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간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간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간 의 건강사정, 간질환과 

제4부

소화기계

제24장 간장애 

대상자 간호

제25장 담도, 

췌장 장애 

대상자 간호

625 ~ 680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 영상: 간 질환자 

건강문제 파악 (인터뷰 

공유)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영상: 간 질환자 건강문제 

파악 (인터뷰 공유) 

- 강의: 간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건강사정 

2

1) 강의주제: 간의 구조와 기능, 

간의 건강사정, 간질환 간호, 

간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2)

2) 강의목표: 

- 간질환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간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간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간 의 건강사정, 간질환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사례나누기: 간염, 간경변증, 

지방간을 가진 대상자 간호 

진단의  예

제4부

소화기계

제24장 간장애 

대상자 간호

제25장 담도, 

췌장 장애 

대상자 간호

625 ~ 680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3

1) 강의주제: 간의 구조와 기능, 

간의 건강사정, 간질환 간호, 

간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3)

2) 강의목표: 

- 간질환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간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간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간 의 건강사정, 간질환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제4부

소화기계

제24장 간장애 

대상자 간호

제25장 담도, 

췌장 장애 

대상자 간호

625 ~ 680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발표: 간 질환에 대한 전문가, 

대상자 교육시나리오 발표(해당 

조 발표), feedback(개별평가: 

VAS)

4

외부실습:  간, 담도, 췌장, 

하부 호흡기계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 자료수집(2)

자료수집 자료수집

제 10 주

1

1) 강의주제: 담도계와 췌장의 

구조와 기능, 담도계와 췌장의 

건강사정, 담도계와 췌장 질환 

간호,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1)

2) 강의목표: 

- 담도계와 췌장 질환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담도계와 췌장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담도계, 

췌장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건강사정, 담도계와 췌장 

질환(담석, 담낭염, 췌장염)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영상: ERCP 검사과정 동영상 

시청(김포우리병원 영상) 

- 강의: 담도계와 췌장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건강사정 

제4부

소화기계

제24장 간장애 

대상자 간호

제25장 담도, 

췌장 장애 

대상자 간호

625 ~ 680p.

- 기자재:Projector, 화

이트보드

2

1) 강의주제: 담도계와 췌장의 

구조와 기능, 담도계와 췌장의 

건강사정, 담도계와 췌장 질환 

간호,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2)

2) 강의목표: 

- 담도계와 췌장 질환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제4부

소화기계

제24장 간장애 

대상자 간호

제25장 담도, 

췌장 장애 

대상자 간호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담도계와 췌장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담도계, 

췌장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건강사정, 담도계와 췌장 

질환(담석, 담낭염, 췌장염)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사례나누기: 담석, 담낭염, 

췌장염을 가진 대상자 간호 

진단의  예

625 ~ 680p.

3

1) 강의주제: 담도계와 췌장의 

구조와 기능, 담도계와 췌장의 

건강사정, 담도계와 췌장 질환 

간호,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3)

2) 강의목표: 

- 담도계와 췌장 질환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담도계와 췌장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담도계, 

췌장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건강사정, 담도계와 췌장 

질환(담석, 담낭염, 췌장염)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발표: 담도계, 췌장에 대한 

전문가, 대상자 교육시나리오 

발표(해당 조 발표), 

feedback(개별평가: VAS)

제4부

소화기계

제24장 간장애 

대상자 간호

제25장 담도, 

췌장 장애 

대상자 간호

625 ~ 680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4
외부실습: 호흡기계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 자료수집(1)
자료수집 자료수집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1 주

1

1) 강의주제: 호흡기계의 구조와 

기능, 호흡기계의 건강사정, 

호흡기계 질환(폐쇄성 폐질환) 

간호,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1)

2) 강의목표: 

- 호흡기계 질환(폐쇄성 

폐질환)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호흡기계 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호흡기계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건강사정, 호흡기계 질환(폐쇄성 

폐질환)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강의 및 영상: 흡입식 약물의 

종류와 사용법( 브로셔, 

교육영상 활용) 

- 강의: 호흡기계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건강사정 

제5부

호흡기계

제26장 

호흡기계사정

제27장

주요 간호중재

681 ~ 762p.

제29장

폐쇄성 장애 

대상자 간호

제30장

 억제성 장애 

대상자 간호

799 ~ 858p.

제33장 

호흡부전과 

급성 성인 

호흡 곤란 

증후군 대상자

875 ~ 888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 영상: 흡입식 약물의 

종류와 사용법

2

1) 강의주제: 호흡기계의 구조와 

기능, 호흡기계의 건강사정, 

호흡기계 질환(폐쇄성 폐질환) 

간호,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2)

2) 강의목표: 

- 호흡기계 질환(폐쇄성 

폐질환)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호흡기계 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호흡기계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건강사정, 호흡기계 질환(폐쇄성 

폐질환)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제5부

호흡기계

제26장 

호흡기계사정

제27장

주요 간호중재

681 ~ 762p.

제29장

폐쇄성 장애 

대상자 간호

제30장

 억제성 장애 

대상자 간호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사례나누기: 천식, COPD, 

기관지 확장증을 가진 대상자 

간호 진단의  예

799 ~ 858p.

제33장 

호흡부전과 

급성 성인 

호흡 곤란 

증후군 대상자

875 ~ 888p.

3

1) 강의주제: 호흡기계의 구조와 

기능, 호흡기계의 건강사정, 

호흡기계 질환(폐쇄성 폐질환) 

간호,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3)

2) 강의목표: 

- 호흡기계 질환(폐쇄성 

폐질환)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호흡기계 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호흡기계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건강사정, 호흡기계 질환(폐쇄성 

폐질환)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발표: 천식과 COPD에 대한 

전문가, 대상자 교육시나리오 

발표(해당 조 발표), 

feedback(개별평가: VAS)

제5부

호흡기계

제26장 

호흡기계사정

제27장

주요 간호중재

681 ~ 762p.

제29장

폐쇄성 장애 

대상자 간호

제30장

 억제성 장애 

대상자 간호

799 ~ 858p.

제33장 

호흡부전과 

급성 성인 

호흡 곤란 

증후군 대상자

875 ~ 888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4
외부실습: 호흡기계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 자료수집(2)
자료수집 자료수집

제 12 주 1

1) 강의주제: 호흡기계의 구조와 

기능, 호흡기계의 건강사정, 

호흡기계 질환(억제성 폐질환) 

간호,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1)

2) 강의목표: 

- 호흡기계 질환(억제성 

제5부

호흡기계

제26장 

호흡기계사정

제27장

주요 간호중재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 영상: 흡입식 약물의 

종류와 사용법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폐질환)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호흡기계 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호흡기계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건강사정, 호흡기계 질환(억제성 

폐질환)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영상: 흡입식 약물의 종류와 

사용법( 브로셔, 교육영상 활용) 

- 강의: 호흡기계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건강사정 

681 ~ 762p.

제29장

폐쇄성 장애 

대상자 간호

제30장

 억제성 장애 

대상자 간호

799 ~ 858p.

제33장 

호흡부전과 

급성 성인 

호흡 곤란 

증후군 대상자

875 ~ 888p.

2

1) 강의주제: 호흡기계의 구조와 

기능, 호흡기계의 건강사정, 

호흡기계 질환(억제성 폐질환) 

간호,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2)

2) 강의목표: 

- 호흡기계 질환(억제성 

폐질환)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호흡기계 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호흡기계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건강사정, 호흡기계 질환(억제성 

폐질환)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그룹활동: 폐기능 검사의 결과 

해석

- 사례나누기: 폐렴, 폐결핵, 

폐암을 가진 대상자 간호 진단의  

제5부

호흡기계

제26장 

호흡기계사정

제27장

주요 간호중재

681 ~ 762p.

제29장

폐쇄성 장애 

대상자 간호

제30장

 억제성 장애 

대상자 간호

799 ~ 858p.

제33장 

호흡부전과 

급성 성인 

호흡 곤란 

증후군 대상자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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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예
875 ~ 888p.

3

1) 강의주제: 호흡기계의 구조와 

기능, 호흡기계의 건강사정, 

호흡기계 질환(억제성 폐질환) 

간호, 대상자를 위한 

교육시나리오(3)

2) 강의목표: 

- 호흡기계 질환(억제성 

폐질환)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호흡기계 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호흡기계의 

병태 생리(구조와 기능), 

건강사정, 호흡기계 질환(억제성 

폐질환)과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발표: 폐결핵에 대한 전문가, 

대상자 교육시나리오 발표(해당 

조 발표), feedback(개별평가: 

VAS)

제5부

호흡기계

제26장 

호흡기계사정

제27장

주요 간호중재

681 ~ 762p.

제29장

폐쇄성 장애 

대상자 간호

제30장

 억제성 장애 

대상자 간호

799 ~ 858p.

제33장 

호흡부전과 

급성 성인 

호흡 곤란 

증후군 대상자

875 ~ 888p.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4
외부실습: 호흡기계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 자료수집(3)
자료수집 자료수집

제 13 주 1

1) 강의주제: 수술간호(1)

2) 강의목표: 

- 수술간호를 전반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수술간호와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수술실 간호사의 역할 

(다큐시청) 

제5부

호흡기계

제26장 

호흡기계사정

제27장

주요 간호중재

681 ~ 762p.

제29장

폐쇄성 장애 

대상자 간호

제30장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 영상: 수술실 간호사

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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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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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제성 장애 

대상자 간호

799 ~ 858p.

- 33장 

호흡부전과 

급성 성인 

호흡 곤란 

증후군 대상자

875 ~ 888p.

2

1) 강의주제: 수술간호(2)

2) 강의목표: 

- 수술간호를 전반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수술간호와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강의: 암세포의 발전과 

원인규명, 진단과 간호사정, 

암치료법(최신지견) 

제2부

면역/신체손상

12장 수술간호

291 ~ 330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3

1) 강의주제: 수술간호(3)

2) 강의목표: 

- 수술간호를 전반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수술간호와 관련된 간호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질환의 이해를 돕는다. 

4) 수업방법:

- 마취 전문간호사 초청 

미니특강

제2부

면역/신체손상

12장 수술간호

291 ~ 330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4
외부실습: 호흡기계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 자료수집(4)
자료수집 자료수집

제 14 주 1

1) 강의주제: 간, 담도, 췌장, 

하부 호흡기계 질환 사례연구(1)

2) 강의목표: 간, 담도, 췌장, 

하부 호흡기계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간호과정에 따른 간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부

소화기계

제22장

식도장애 

대상자 간호

~

제5부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주별
차

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3) 강의세부내용 및 수업 방법: 

Conference 

- 사례연구 발표  

- 토의  

- 간, 담도, 췌장, 하부 

호흡기계 건강문제와 관련된 

journal review  

- Q&A

호흡기계

제33장

호흡부전과 

급성 성인호흡 

곤란증후군 

대상자 간호

569 ~ 888

2

1) 강의주제: 간, 담도, 췌장, 

하부 호흡기계 질환 사례연구(2)

2) 강의목표: 간, 담도, 췌장, 

하부 호흡기계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간호과정에 따른 간호를 적용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및 수업 방법: 

Conference 

- 사례연구 발표  

- 토의  

- 간, 담도, 췌장, 하부 

호흡기계 건강문제와 관련된 

journal review  

- Q&A

제4부

소화기계

제22장

식도장애 

대상자 간호

~

제5부

호흡기계

제33장

호흡부전과 

급성 성인호흡 

곤란증후군 

대상자 간호

569 ~ 888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3

1) 강의주제: 간, 담도, 췌장, 

하부 호흡기계 질환 사례연구(3)

2) 강의목표: 간, 담도, 췌장, 

하부 호흡기계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간호과정에 따른 간호를 적용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및 수업 방법: 

Conference 

- 사례연구 발표  

- 토의  

- 간, 담도, 췌장, 하부 

호흡기계 건강문제와 관련된 

journal review  

- Q&A

제4부

소화기계

제22장

식도장애 

대상자 간호

~

제5부

호흡기계

제33장

호흡부전과 

급성 성인호흡 

곤란증후군 

대상자 간호

569 ~ 888

- 기자재:Projector, 

화이트보드

4
외부실습: 호흡기계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 자료수집(5)
자료수집 자료수집



주별
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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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주

1

기말고사

9~14주차

제4부

소화기계

제22장

식도장애 

대상자 간호

~

제5부

호흡기계

제33장

호흡부전과 

급성 성인호흡 

곤란증후군 

대상자 간호

569 ~ 888

기말고사 평가 및 

피드백

지필고사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