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Department of Nursing

Globalizing the nursing profession, and preparing
‘Global’ nursing leaders for globalized healthcare
•간호의 세계화, 세계화를 준비하는 글로벌 간호리더

http://nursing.wsu.ac.kr
T. 042-630-9290

교 육 목 적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간호리더로서의 전문직 간호사 육성

교 육 목 표
•인간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간호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비판적인 사고 및 능력을 가진 간호사를 육성한다.
•대상자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과 회복을 위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간호전문인을 육성한다.
•간호수준의 국제화,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간호리더를 양성한다.

프로그램 학습성과

관련자격증
 국 간호사면허, 미국 간호
한
사면허, 조산사 자격증, 보건
교육사 자격증, 마취·보건·정
신·감염관리·가정·산업·응급·
노인·중환자·호스피스 등 전
문 간호사 자격증 등

•PO1. 인간 돌봄과 관련된 간호철학과 과학적 지식을 습득한다.
•PO2. 과학적 지식과 비판적 사고과정에 근거하여 간호술기와 간호과정을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PO3. 간호 전문직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간호실무에 통합한다.
•PO4. 건강관리실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
•PO5. 건강관련 연구과정을 이해하고 기획하며 수행할 능력을 갖춘다.
•PO6.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인지한다.
•PO7.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간호역량을 습득한다.

전공교육과정
학 년

전공 교과목

1학년

해부생리학, 수학, 성장과 발달, 생화학, 미생물과 감염관리, 기본간호학1, 기본간호학실습1,
간호철학과 역사, 전공심화(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2학년

보건의사소통, 병태약리학, 기본간호학2, 기본간호학실습2, 건강사정, 여성간호학1, 아동간호학
1, 성인간호학1, 정신간호학1, 사회보장론, 전공심화(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3학년

지역사회간호학1, 간호관리학1, 정신간호학2, 성인간호학(2, 3), 아동간호학2, 종합
Simulation Lab1, 정신간호학실습, 성인간호학실습(1, 2, 3), 여성간호학실습,
아동간호학실습, InternationalNursing1, 전공심화(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4학년

성인간호학4, 지역사회간호학2, 여성간호학2, 간호관리학2, 연구방법론, 보건통계학,
국제간호의 이해, 중환자 간호, 삶과 죽음, 지역사회간호학실습, 간호관리학실습,
종합간호실습(1, 2, 3), 종합간호특론, 종합SimulationLab2, InternationalNursing3

졸업 후 진로
 ig 4 병원, 상급종합병원,
B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
원 간호사, 산업체 간호사(산
업장 의무실 간호사), 보건직
공무원, 보건교육사, 간호학
원 교사 및 원장, 간호장교,
항공간호사, 조산사, 노인 장
기요양 기관 창업, 보육시설
간호사, 요양원 원장, 졸업
후 미국 간호사면허를 취득
할 경우 미국 간호사 등 해외
진출

복수학위 과정
미국 Fairmont State University(FSU) 간호대학 복수학위 취득과정 운영

미국간호사
면허취득

한국간호사
면허취득

Fairmont state university (2년)
우송대 (1.5년)

98

1학년

2학년

우송대 (0.5년)

3학년

4학년

졸업

학과동아리
•치매 파트너즈 동아리 : 치매노인 돌보기 및 치매인식 개선 활동
•Sol Nursing Times : 간호학과 소식지 및 홍보잡지 발간

•절주동아리 : 대학생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HEMO 동아리 : 헌혈 촉진 활동, 헌혈증 기부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미니인터뷰
간호학과 17학번

정 * 영

SOL INTERNATIONAL SCHOOL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입니다. ‘간호사’라는 전문적인 직업을 1학년 때부터 해부학뿐만 아니라 인간 발달
론, 간호 철학과 역사, 성인 간호학, 아동간호학, 의료 보장론 등 다양한 이론과 관점을 공부하고 있는 간호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원서접수
기간에 간호학과를 찾던 중, 글로벌이라는 단어에 매력을 느껴 우송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고, 전국 간호대학 중 유일하게 아랍어, 러시아
어, 중국어 등 제2 외국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며 간호학 전공 외국인 교수에 의한 강의 진행, 원서 교과서 사용 등 다른 학교와 차별되는 국
제 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엔디컷국제대학

Q.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는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와 같은 제2 외국어와 영어로 전공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좋은 점과 힘든 점은 무엇 인가요?
A. 우선 가장 좋은 점은 병원에서 실습을 할 때 알아듣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병원에 가보면 ‘왜 한국인인데 말하는 건 다 영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의학용어로 의사소통의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병원에서 의료진들의 대화를 들으며 알려주지 않아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그를 바탕으
로 더 깊은 공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제2 외국어가 실제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제가 하계실습, 동계 실습 때 모두 외국인 환자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계 실습 시에는 러시아인 환
자가 있었고 병원에 의료통역사가 있어도 의료통역사가 없는 시간에는 어느 정도 간단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병동에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의 파트너 동기의 제2 외국어가 러시아어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같이 가서 통역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못할 때, 환자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점은 아무래도 모국어와 다른 외국어이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외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어려운 과목을 원서로 배우는 것
이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노력해주시는 교수님들과 공부하기에 조금씩 실력을 쌓아 나가면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솔직히 말한다면 3년 동안 간호학과를 다니는 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지금 4학년이 되어서 본다면 정말 추억도 많고 성장한 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
도 모르는 저학년 때에는 룸메이트 언니들과 ‘파자마 톡’을 통해 친해지고, 바로 윗 선배들과는 ‘Buddy Buddy’ 프로그램을 통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있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대학생활을 다양한 학과 내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도 얻고, 제가 준비해야 할 자격증, 필요한 활동 등을 선배들을 통해 방황하지 않고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멘토보다는 멘티로서 성장해온 만큼, 이제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우송 간호를 위하여
멘토가 되어 후배 동생들과 함께 더욱 멋진 ‘간호의 세계화, 세계화를 준비하는 글로벌 간호 리더’를 해내고 싶습니다.

취업률 및
취업현황

기타
5.7%

90%

대학병원
17.7%

2019년 대학정보공시기준

BIG 4
23.4%

▶ 입시준비

병원명

병원명

취업자수

1

충남대학교병원

취업자수 순위

47

7

국립암센터

31

2

서울아산병원

44

8

세브란스병원

27

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43

9

분당차병원

23

3

서울대학교병원

43

10

삼성서울병원

21

5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36

11

아주대학교병원

18

6

고려대학교병원

33

12

명지병원

16

TIP!

전공 관련 교과목

과 적
· 적

합
성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인문사회과학 교과목, 생물, 화학 등
• 의료인으로서 도덕적 윤리를 잘 갖추고 있는 학생
•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가진 학생
•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
• 돌발 상황에서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
• 글로벌 간호 리더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학생

권 장 도 서
(도서명 – 저자)

•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 권혜림 외 / 2012
• 간호사, 너 자신이 되어라 / 한화순 / 2015
• 나의 직업 간호사(21C 진로 진학 정보 개발 중심) /
동천기획연구실 / 2013
•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 / 김수지 / 2010

보건복지대학

전공관련활동

• 요양원 : 어르신들 소통 도우미 및 보건복지시설 센터 청소
• 병 원 : 치매예방 홍보 및 활력징후(건강사정) 체크
• Medical Dreram Camp 프로그램의 행사 도우미 및 체험 학생 인솔 보조
• 간호학과 전공체험 참여 및 모의실습병원(Sol-Hospital) 체험
• 선배님들과의 Q&A
• 외국인 교수님(제2외국어) 수업 미리 듣기

호텔외식조리대학

학
인

순위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

국공립병원
15.9%

상급종합
37.3%

<우송 간호 취업기관 Best10>

철도물류대학

<1회~8회 졸업생 총 577명 취업현황>

• 간호사라서 다행이야 / 김리연 / 2015
• 미스터. 나이팅게일 / 문광기 / 2014
• 나이팅게일의 눈물 / 게일 / 2011
• 간호사, 프로를 꿈꿔라! / 도나 월크 카르딜로 / 2005
• 간호사는 고마워요 /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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