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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기초간호학(biological nursing)은 간호 실무를 위한 기초적인 이

론을 제공하는 생명과학(life science)으로(Arkinsanya, 1984), 간호사

가 전문적 의사결정을 할 때 간호직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Casey, 1996) 매우 중요한 교과목이다. 간호과학은 대상자의 

건강과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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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다차원적인 면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임상에서 

간호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질병의 위험과 진행을 

사정하고, 질병과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을 관리하며, 항상성

과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간호중재 수행과정에 가장 필수적이

고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신체적 측면의 지식인 기초간호

학이다(Rudy & Grady, 2005). 왜냐하면 기초간호학은 질병의 병태생

리적 변화를 이해하고 치료의 방향을 이해하도록 하여 간호학 교

육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교과목으로 기초가 되는 간호학 지식체

이기 때문이다(Suh, 1995). 실제로 현재 임상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

호사를 위한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을 때 기초간호학 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 과정은 전체 59과정 중 58% (34과정)를 차지하고 있음은

(Chung, 2012) 기초간호학이 임상실무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분

야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간호교육에서 기본이 되고 중요한 기초간호학은 기초

의학과는 구별되는 교과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에 기초간호학

회에서는 인체구조와 기능(기초간호학 I), 병원미생물학(기초간호

학 II), 병태생리학(기초간호학 III), 약물의 기전과 효과(기초간호학 

IV) (Choe et al., 1999)의 네 가지 교과목의 명칭을 제시하였다. 그리

고 기초간호학 교과 내용 표준화를 목표로 지식체를 개발하고자 

임상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학부과정과 전문간호사 과정의 기초간

호학 교과목에 대한 요구도 및 실태를 조사하였다. 즉 학부과정의 

인체구조와 기능(Choe et al., 1999), 병태생리학, 병원미생물학 및 약

물의 기전과 효과(Choe et al., 2000)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였고, 전

문간호사 과정의 병태생리학(Park et al., 2007; Yi & Cho, 2011)과 약

물의 기전과 효과(Yi & Cho, 2011)에 대한 요구도와 실태를 조사하

였다. 또한 기초간호학 교과목의 학습목표와 표준 강의계획서를 개

발하여(Lee et al., 2013) 4년제 간호교육기관의 기초간호학 교과목의 

지침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초간호학회에서는 제2

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대비하여 기초간호학 교과목에 대한 성

과기반 교과과정을 구성하고자 2012-2013년의 학술대회와 정책연

구를 통하여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간호학 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

고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는 기초간호학회가 제시한 교과목명을 사

용하기보다는 예전부터 사용해 오던 기초의학과목명인 해부학, 생

리학, 미생물학, 병리학, 약리학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초간호학 담당 교수의 잦은 변동과(Choe & Shin, 

1997) 의과대학 교수나 외래 교수에 의해 강의가 이루어지고 (Choe 

& Shin, 1999)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으

로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최근 많은 

4년제 간호교육기관의 증설과 3년제 대학의 4년제로의 전환 등으

로 기초간호학을 교육할 수 있는 준비된 간호학 전공 교원의 부족

으로 이러한 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현재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제2기 인증평

가를 통해 기초간호학 교육의 개설과 운영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인증평가 지침

에서 기초간호학을 전공기초과목으로 개설, 운영하도록 제시하였

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3). 이러한 틀

은 미국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보여 Kim (2013)의 교과과정 개발 틀

에 근거하면 기초간호학 교과목은 간호학 전공 선택 전의 선수 교

과목으로, 실제로 미국의 간호대학은 이와 같이 기초간호학을 간호

학 전공과목 이수를 위한 선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다(Davis, 2010; 

Davies, Murphy, & Jordan, 2000). 이와 같이 간호학 교육에서 기초간

호학은 전공 간호학 과목 적용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 입학생 중 대학 입학 전에 생명과학

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기초간호학을 가르치는 교수나 배우는 학생들이나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간호학과 전공 교과

목의 연계를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교과과정이 요구된다. 

간호학은 사회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환경 및 대상자의 건강 

개념과 그에 따른 건강요구의 변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간호 업무 

표준을 반영하는 교과과정 검토 및 재개발이 계속적으로 필요하

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간호학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교

과목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운영 및 평가를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기초간호학 교육의 개설과 운영에 대한 표준 마련을 위하여 

현재 간호학과의 기초간호학 교과목의 운영 실태를 검토하는 작업

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국내 기초간호학 교과목 운영에 대하여 

Choe와 Shin (1997)은 교과목의 내용이 의과대학의 축소판으로 진

행되고 있어 교과목에 대한 내용과 깊이가 부족함은 물론 간호학 

전공과목과의 연계가 적절하지 못하고 담당 교수의 잦은 변동으로 

인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초간호학은 간호학 전공 교수가 아닌 의과대학 교수나 외부강사

에 의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 내용이 다양하며(Choe & 

Shin, 1999), 학점은 9-18학점의 범위이고 전체 교과목에서 기초간호

학이 차지하는 비율도 7-13.6%로 학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Yoo, Ahn, Yeo, & Chu, 2008). 그러나 Choe와 Shin (1997; 

1999)은 10여 년 전의 연구이고, Yoo 등(2008)은 국내의 5개 간호대

학만을 조사한 결과이므로 전국의 현황을 반영한다고 하기 어려우

므로 전국 간호학과의 기초간호학 운영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매

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 4년제 간호교육기

관 졸업생의 최소한의 간호전문직 역할 수행을 위한 교과목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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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표준교육내용 등 표준화된 

지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4년제 간호교육기관의 기초간호학 교

과목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연구라고 하겠다. 

2. 연구목적 

전국의 4년제 간호교육기관의 기초간호학 교과목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4년제 간호교육기관에서 개설한 기초간호학 교과목명을 

파악한다. 

2) 전국 4년제 간호교육기관의 기초간호학 교과목 개설 구분 현

황을 파악한다.

3) 전국 4년제 간호교육기관의 기초간호학 교과목별 개설 학점을 

파악한다.

4) 전국 4년제 간호교육기관의 기초간호학 교과목 개설 학기를 

파악한다.

5) 전국 4년제 간호교육기관의 기초간호학 교과목의 실습 또는 

실험 시간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4년제 간호교육기관의 교과과정 자료 수집 절차

기초간호학 교과목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0년 간호협

회수첩에 기록된 4년제 대학 총 102개교의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

는 기초간호학 교과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2012년 1월

과 2월 사이에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을 찾을 수 없는 대학, 홈페이

지 교육과정에 학점 등 정보가 없는 대학, 교육과정을 프린트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대학 등을 제외하고 총 74개 대학의 기초간호학 

교육과정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과정의 분석항목은 

분석 대상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기초간호학 교과목명과 교과목 

개설 수(범위), 학점, 이수구분, 이론시간, 실습 또는 실험 시간, 이수 

학년과 학기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분석 대상 대학의 교육과정 현황표의 자료에서 추출한 기초간호

학 교과목 관련 연구 변수를 포함하는 수집된 자료를 SPSS 기초통

계 분석의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기초간호학 교과목명

4년제 간호교육기관에서 개설한 기초간호학 교과목명은 Table 1

과 같다.

1) 기초간호학 I

기초간호학 I은 인체 구조와 기능 과목인데, 대다수 대학에서 구

조와 기능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편의상 기초간호

학 I-1은 구조 부분, 기초간호학 I-2는 기능 부분으로 구분하여 기술

하였다. 현재 간호학과의 기초간호학 I-1의 교과목명은 23가지로 매

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과목명은 크게 ‘간호 또는 기

초간호’라는 명칭을 포함한 과목, ‘인체구조’를 포함한 과목, ‘해부

(학)’를 포함한 과목의 세 분류로 나누어진다. 23가지의 과목명 중 

‘해부학’이라는 과목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25개 대학으로 

전체 조사대상 74개교의 33.8%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해부학 

및 실습’ 13개 대학, ‘인체해부학’ 6개 대학, ‘기초간호학 및 실습 1’과 

‘인체(의) 구조와 기능’은 각각 3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기초

간호학 I-2는 24가지의 과목명으로 조사되었고, 31개 대학에서 ‘생리

학’이란 과목명을 사용하고 있어 조사대상 대학 중 가장 큰 비율

(41.9%)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생리학 및 실습’ 8개 대학, ‘인체

생리학’ 4개 대학, ‘기초과학 및 실습 II’ 과 ‘생리학 및 실험’이 각각 2

개 대학이었고, 그 외 19개 교과목명으로 각각 1개 대학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초간호학 II

기초간호학 II는 병원미생물학으로 21가지의 교과목명으로 나타

났고, ‘간호 또는 기초간호’를 교과목에 포함한 명칭, ‘미생물’을 포함

한 명칭, ‘감염’을 포함한 명칭으로 분류되었다. 각 대학에서 운영 중

인 교과목명은 ‘미생물학’ 26개 대학, ‘미생물학 및 실습’ 10개 대학, 

‘병원미생물학’ 7개 대학, ‘감염과 간호’, ‘기초간호학 및 실습 4’, ‘미생

물학 및 실험’이 각각 2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한편 1개 대학은 ‘병리

학과 미생물학 및 실습’이라는 과목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3) 기초간호학 III

기초간호학 III은 병태생리학 과목으로 19가지의 교과목명으로 

조사되었고, ‘간호 또는 기초간호’를 포함한 과목명, ‘병리’를 포함한 

과목명, ‘병태생리’를 포함한 과목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대학

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목명은 ‘병리학’으로 38개 대학(51.4%)이었다. 

그리고 ‘병태생리학’ 11개 대학, ‘병리학 및 실습’ 4개 대학, ‘기초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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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itles for the Biological Nursing Science

No                      Biological Nursing Science I-1 n %                      Biological Nursing Science I-2 n %

1 Nursing anatomy with lab 1 1.4 Nursing physiology with lab 1 1.4
2 Biological nursing science (Anatomy, physiology with lab) 1 1.4 Biological nursing science II (Physiology) 1 1.4
3 Biological nursing science I (Anatomy) 2 2.7 Biological n science with lab 2 1 1.4
4 Biological nursing science with lab 1 3 3.1 Biological nursing science with lab II-1, 2 (Physiology ) 1 1.4
5 Biological nursing science with lab I-1 Anatomy, I-2 Anatomy 1 1.4 Biological nursing science (1) 1 1.4
6 Biological nursing science (Natural science) 1 1.4 Biological nursing science (Natural science) 1 1.4
7 Structure of human body & nursing 1 1.4 Biological nursing science 3 (Physiology) 1 1.4
8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3 4.1 Biological nursing science with lab II 2 2.7
9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1 1 1.4 Physiology 31 41.9

10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1 (Anatomy) 1 1.4 Physiology with lab 8 10.8
11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with lab 1 1 1.4 Physiology with practice 2 2.7
12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 Laboratory 1 1.4 Physiology I, II 1 1.4
13 Understanding of structure of human body 1 1.4 Understanding of physiology 1 1.4
14 Structure of human body 1 1.4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with lab 1 1.4
15 Human anatomy 6 8.1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2 (Pathophysiology) 1 1.4
16 Human anatomy with lab 1 1.4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II with lab 1 1.4
17 Anatomy, physiology, & nursing 1 1 1.4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with lab II 1 1.4
18 Anatomy & physiology 1 1.4 Human physiology & nursing 1 1.4
19 Anatomy & physiology with lab 1 2 2.7 Human physiology 4 5.4
20 Anatomy & physiology 1, Lab of anatomy & physiology 1 1 1.4 Function of human body 1 1.4
21 Anatomy 25 33.8 Anatomy, physiology, & nursing II 1 1.4
22 Anatomy I, II 1 1.4 Anatomy & physiology with lab 1, 2 1 1.4
23 Anatomy with lab 13 17.6 Anatomy & physiology with lab 2 1 1.4
24 Not indicated 4 5.6 Anatomy & physiology 2, Lab of anatomy & physiology 2 1 1.4

Not indicated 8 10.8
Total 74 100.0 Total 74 100.0

No Biological Nursing Science II n % Biological Nursing Science III n %

1 Introductory nursing microbiology with lab 1 1.4 Nursing pathology 1 1.4
2 Nursing microbiology with lab 1 1.4 Biological nursing science, (Pathology) 1 1.4
3 Introductory nursing microbiology 1 1.4 Biological nursing science IV, (Pathophysiology) 1 1.4
4 Infection and nursing 2 2.7 Biological nursing science with lab 3 2 2.7
5 Infection control and practice 1 1.4 Biological nursing science and practice VI, Pathology 1 1.4
6 Infection control 1 1.4 Biological nursing science (2) 1 1.4
7 Biological nursing science , (Microbiology) 1 1.4 Biological nursing science 6 (Pathology) 1 1.4
8 Biological nursing science III , (Microbiology) 1 1.4 Biological nursing science III 1 1.4
9 Biological nursing science with lab 4 2 2.7 Pathology and nursing 1 1.4

10 Biological nursing science with labe IV Microbiology 1 1.4 Pathology 38 51.4
11 Biological nursing science 5, (Microbiology) 1 1.4 Pathology with lab 4 5.4
12 Microbiology with lab 1 1.4 Pathology and nursing 1 1.4
13 Microbiology and nursing 1 1.4 Lab of pathology and microbiolgy 1 1.4
14 Microbiology and infection control 1 1.4 Pathophysiology and nursing 1 1.4
15 Microbiology 26 35.1 Pathophysiology 11 14.9
16 Microbiology with practice 10 13.5 Pathophysiology and nursing 1 1.4
17 Microbiology with lab 2 2.7 Pathophysiology with lab 1 1.4
18 Understanding of microbiology 1 1.4 Clinical pathology 1 1.4
19 Pathology and microbiology with lab 1 1.4 Not indicated 5 6.8
20 Hospital microbiology with lab 1 1.4
21 Hospital microbiology 7 9.5
22 Not indicated 10 13.5

Total 74 100.0 Total 74 100.0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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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및 실습 3’ 2개 대학이었다. 

4) 기초간호학 IV

기초간호학 IV는 19가지의 과목명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약리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이 39개 대학 

(52.7%)으로 가장 많았고, 임상약리학이 10개교로 두 번째로 많았

다. 학회에서 제시한 ‘기초간호학 IV’ 또는 ‘기초간호학 4’를 사용하

는 대학은 2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기타 자연과학 과목명

4개 분야의 기초간호학 외에 화학과 생물을 개설한 대학들이 있

었고, 화학과목은 ‘생화학’이 13개교로 가장 많았고, 생물학은 과목

명이 매우 다양하였다. ‘기초간호학 IV’라는 교과목 명칭으로 영양

학을 개설한 대학도 있었으며,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었으나 ‘기

초건강과학’이라는 명칭을 적용한 대학도 3개교가 있었다. 

2. 개설구분 

대부분의 4년제 간호교육기관은 기초간호학 교과목을 전공필

수, 전공기초, 전공선택, 전공 등의 전공과목 수준으로 개설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전공 선택과 필수가 가장 많았다. 교양과목

으로 개설하는 대학도 일부 있었으며 과목별 이수구분은 학교에 

따라 매우 다양하였다(Table 2).

3. 학점 

대다수 4년제 간호교육기관은 기초간호학 교과목의 과목별 학

점을 3학점 또는 2학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 대학은 4, 5 

학점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기초간호학 I-1과 

I-2는 모두 3학점이 가장 많았고, 기초간호학 II, III, IV는 2학점으로 

개설되는 대학이 가장 많았다.

4. 이론 강의시간 

대다수 4년제 간호교육기관은 기초간호학 교과목의 과목별 이

Table 1. Continued

No Biological Nursing Science IV n % Subject Other subject related to biological nursing science n %

1 Pharmacology in nursing 1 1.4 Chemistry Nursing biochemistry 1 2.1
2 Nursing pharmacology with lab 2 2.7 Biochemistry 13 27.7
3 Nursing pharmacology with practice 1 1.4 Biochemistry with practice 3 6.4
4 Introductory nursing pharmacology with lab 2 2.7 Biochemistry with lab 1 2.1
5 Biological nursing science (Pharmacology) 1 1.4 Nursing biochemistry & nutrition 1 2.1
6 Biological nursing science V (Pharmacology) 1 1.4 Biological nursing with lab & V Biochemistry 1 2.1
7 Biological nursing science with lab 5 1 1.4 Nature & universe (Chemistry with lab) 1 2.1
8 Biological nursing science with lab III Pharmacology 1 1.4 Introduction of chemistry 1 2.1
9 Biological nursing science (Natural science) 1 1.4 General chemistry with lab 1 2.1

10 Biological nursing science 4 1 1.4 General chemistry 1 2.1
11 Biological nursing science 4 (Pharmacology) 1 1.4 Chemistry 1 2.1
12 Pharmacology 39 52.7 Chemistry with lab 2 4.3
13 Pharmacology with lab 2 2.7 Chemistry with practice 1 2.1
14 Pharmacology and nursing 1 1.4 Biology Life & environment (Biology with lab) 1 2.1
15 Introduction to pharmacology 1 1.4 Life science 2 2.4
16 Drugs and nursing 1 1.4 Understanding of life science 1 2.1
17 Mechanism of drugs and nursing 1 1.4 Biology with lab 1 2.1
18 Mechanism and effect of drugs 2 2.7 Biology 1 2.1
19 Clinical pharmacology 10 13.5 Biology I 1 2.1
20 Not indicated 4 5.4 Introduction of biology 1 2.1

Total 74 100.0 Biology 2 1 2.1
Biology (Natural science) 1 2.1
Biology with lab 1 2.1
Biology general 1 2.1
Biology lab 2 4.3

Others Biological nursing science VI (Nutrition) 1 2.1
Basic health science 3 6.4
Basic medicine 1 2.1

Total 4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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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tegories for the Course on Biological Nursing Science

Classifications

Biological Nursing 
Science I-1 

Biological Nursing 
Science I-2 

Biological Nursing 
Science II

Biological Nursing 
Science III 

Biological Nursing 
Science IV

n % n % n % n % n %

Elective course of translational  level 
   in nursing program 

1 1.4

Introductory course in integrated programs 3 4.1 2 2.7
Essential course in integrated programs 1 1.4
Cultural essential course  1 1.4 1 1.4 1 1.4 1 1.4 1 1.4
Pre-nursing course 2 2.7 1 1.4 1 1.4 1 1.4
Pre-nursing essential course 2 2.7
Pre-nursing in college 1 1.4
Undergraduate elective course 1 1.4 1 1.4 1 1.4 1 1.4
Undergraduate course 3 4.1 3 4.1 2 2.7 3 4.1 3 4.1
Undergraduate group Ga course 1 1.4 1 1.4 1 1.4
Undergraduate cultural course 1 1.4 1 1.4 1 1.4 1 1.4 2 2.7
Undergraduate pre-nursing course 1 1.4 1 1.4 1 1.4 1 1.4 1 1.4
Undergraduate fundamental course 8 10.8 5 6.8 7 9.5 7 9.5 7 9.5
Undergraduate elective course 16 21.6 17  23.0 20 27.0 18 24.3 16 21.6
Undergraduate advanced  course 1 1.4 1 1.4 2 2.7 2 2.7
Undergraduate assigned course 1 1.4 1 1.4 1 1.4 1 1.4
Undergraduate exploratory course 1 1.4 1 1.4
Undergraduate essential course 16 21.6 19 25.7 16 21.6 20 27.0 21 28.4
Undergraduate core course 1 1.4 1 1.4 1 1.4 1 1.4 1 1.4
Pre-nursing in nursing  department 1 1.4 1 1.4 1 1.4 1 1.4
Pre-nursing of integrated programs 1 1.4 1 1.4
Not indicated 14 18.9 18 24.3 18 24.3 14 18.9 15 20.3
Total 74 100.0 74 100.0 74 100.0 74 100.0 74 100.0

Table 3. Credits for the Biological Nursing Science

Credits
Biological Nursing Science I-1 Biological Nursing Science I-2 Biological Nursing Science II Biological Nursing Science III Biological Nursing Science IV

n % n % n % n % n %

1 5 6.8 2 2.7 1 1.4
1.5 1 1.4
2 17 23.0 12 16.2 45 60.8 48 64.9 54 73.0
3 40 54.1 45 60.8 6 8.1 10 13.5 7 9.5
4 5 6.8 3 4.1 1 1.4
Mean 2.81 2.85 2.16 2.01 2.10

NA 12 16.2 14 18.9 17 23.0 13 17.6 12 16.2
Total 74 100.0 74 100.0 74 100.0 74 100.0 74 100.0

NA = not available.

Table 4. Hours of Lecture for the Biological Nursing Science

Hours of
   Lecture

Biological Nursing Science I-1 Biological Nursing Science I-2 Biological Nursing Science II Biological Nursing Science III Biological Nursing Science IV

n % n % n % n % n %

1 4 5.4 3 4.1 11 14.9 5 6.8 3 4.1
2 14 18.9 11 14.9 22 29.7 28 37.8 31 41.9
3 21 28.4 3 27.0 2 2.7 5 6.8 4 5.4
4 1 1.4 2 2.7 1 1.4
NA 34 45.9 38 51.4 39 52.7 35 47.3 36 48.6
Total 74 100.0 74 100.0 74 100.0 74 100.0 74 100.0

NA =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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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강의시간을 3시간이나 2시간으로 개설하고 있다(Table 4). 기초

간호학 I-1은 3시간이 21개교로 가장 많았고, 기초간호학 I-2, II, III, 

IV는 모두 2시간이 각각 11개교, 22개교, 28개교, 31개교로 가장 많

았다.

5. 실습시간 

대다수 4년제 간호교육기관은 기초간호학 교과목을 실습 또는 

실험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습 또는 실험으

로 개설한 경우 그 시간은 2시간이 가장 많았다. 기초간호학 I-1, I-2

와 기초간호학 II의 경우에는 실습이 개설된 학교가 각각 15, 11, 15

개교이었으나 기초간호학 III, IV의 경우에는 각각 5개교, 4개교로 

더 적었다(Table 5).

6. 개설 학기 

대다수 4년제 간호교육기관의 기초간호학 교과목의 과목별 개

설학기는 Table 6과 같다. 기초간호학 I-1은 31개교(41.9%)가 1학년 2

학기에 운영하여 가장 많았고, 기초간호학 I-2, II는 각각 35개교

(47.3%), 24개교(32.4%)가 2학년 1학기에 개설하고 있으며, 기초간호

학 III, IV는 각각 34개교(45.9%), 41개교(55.4%) 모두 2학년 2학기에 운

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논  의

4년제 간호교육기관에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초간호학 교

과목명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아직도 의과대학의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들이 가장 많았다. 이

러한 결과는 기초간호학회에서 교과목을 인체구조와 기능(기초간

호학 I), 병원미생물학(기초간호학 II), 병태생리학(기초간호학 III), 

약물의 기전과 효과(기초간호학 IV)로 결정(Choe et al., 1999)하였지

만, 대다수 대학에서는 예전부터 시행해 오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교과목을 강의하는 교수진이 전임교수가 아닌 경우에

는 학회의 결정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과목명이 의미하는 것은 교과목

명의 차이뿐만 아니라 교과과정 내용과 구성의 차이를 반영할 수도 

있고, 이러한 차이는 간호대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간호학회에서 제시한 교과목명이나 분류가 실제 간호학과

에서의 교과목 운영의 요구도나 편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제시한 과목 분류와 과목명에 대하여

는 추후 검토와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초간호학회

에서 제시한 네 가지 교과목명 중 인체구조와 기능, 약물의 기전과 

효과는 간호사 역량 근거 입장에서 교과목명을 새롭게 정립한 것

으로 보이나, 병원미생물학과 병태생리학은 의과대학에서 사용하

는 과목명과 차별성이 없으므로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학과에서 기초간호학 과목명에 ‘간호’라는 단어를 복합하

여 사용하고 있는데, 학문적 범주의 측면에서 기초간호학이 의학

에서의 기초의학과목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져야 하는지, 아니면 동

일한 내용을 축약하면 되는 것인지, 간호학에만 특별히 적용해야 

하는 내용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한 숙고를 하여야 하겠다. ‘간호’라

Table 5. Hours of Laboratory or Practice for the Biological Nursing Science

Hours
Biological Nursing Science I-1 Biological Nursing Science I-2 Biological Nursing Science II Biological Nursing Science III Biological Nursing Science IV

n % n % n % n % n %

1 1 1.4 1 1.4
2 14 18.9 11 14.9 14 18.9 5 6.8 4 5.4
Total 15 20.3 11 14.9 15 20.3 5 6.8 4 5.4

Table 6. Grade and Semester for the Biological Nursing Science

Grade-
   Term

Biological Nursing Science I-1 Biological Nursing Science I-2 Biological Nursing Science II Biological Nursing Science III Biological Nursing Science IV

n % n % n % n % n %

1-1 16 21.6 3 4.1 1 1.4
1-2 31 41.9 18 24.3 17 23.0 4 5.4 3 4.1
2-1 14 18.9 35 47.3 24 32.4 23 31.1 18 24.3
2-2 3 4.1 16 21.6 34 45.9 41 55.4
NA 11 14.9 13 17.6 16 21.6 13 17.6 11 14.9
Total 74 100.0 74 100.0 74 100.0 74 100.0 74 100.0

NA = not avai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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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를 포함하지 않은 교과목과 내용 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

인지는 추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초간호학회에서는 간호학에서의 기초간호학 교과목으

로 4가지 분야만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를 보면 생화학, 생물학, 영양학 등도 개설한 대학이 있고 실제로 이

러한 교과목은 간호사 역량 기반 교과과정에 필수적이므로 기초간

호학 교과목을 확대하여 제시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과목 명 외에 기초간호학 교과목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를 보면, 인체 구조와 기능을 두 과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 많았고, 학점 배분도 가장 커서 대부분의 간호학과에서 인체 구

조와 기능 과목을 다른 기초간호학 교과목에 비하여 더 비중을 두

고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국에서 보고한 선행연구(McKee, 

2002)에 의하면 아일랜드의 한 대학에서 18개월간 기초간호학 교육

을 실시하며 첫해에 전체 시간의 27%인 200시간을 기초간호학 교

과목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일반 화학, 생화학, 유전학, 해부학, 

생리학, 미생물학, 영양학, 그리고 약리학과 병리학과목이 포함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해부학과 생리학 교과내용으로 구성하였

음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기초간호학 교과목 중 해부학

과 생리학이 가장 주요한 과목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특이한 점으로 기초간호학 교과목 중의 여러 

과목이 전공 선택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인데, 기초간호학 교과목 

네 가지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전공 간호학 적용을 위한 기초적인 연

계 과목으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선택 

과목보다는 필수과목으로 모두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단, 본 연구

가 각 대학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초간호학 네 가지 교과목이 현 시점에서는 다

른 범주로 구분되어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을 가

능성도 있으므로 섣불리 결론내리기 어려운 점은 제한점이다. 

Kim (2013)은 학습성과 기반 간호학 프로그램 교육과정 설계와 

개발을 위한 워크숍에서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사 초년생의 임상

실무에서의 역할 수행 능력을 위한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위해서

는 기초간호학 교과목의 충실한 선행학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적으로 학습량이 과다하게 필요

한 간호학과 교과과정 내에서 기초간호학 교과목에 대한 충분한 

선행학습이 가능한가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McKee (2002)는 

간호학과 입학 이전에 충분한 기초과학에 대한 선행 학습(theoreti-

cal biological background)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영국의 일부 대학

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학 입시과목의 

선정을 간호학과에 맞추어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하여 개별 대학이나 개별 과목담당 

교수가 검토하여 결정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 4년제 간호교육기

관에서의 기초간호학 교과목의 구성과 내용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기초간호학의 전문가 집단인 기초간호학회에서 다양한 외부 의견

을 참조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해결해야 할 주제인 것으로 생각

한다.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 기초간호학 교과목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각 대학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

므로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수행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대상으로 한 대학 수가 많고 최근에는 웹사이트

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되하는 추세이므로 기초간호학 교과목의 

운영실태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양한 교과목명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점은 큰 수

확이고 흥미로운 결과였다. 이 연구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국내에

서의 기초간호학 교과목 개발과 적용에 대한 많은 후속연구가 시행

되기를 기대해 본다.

결론 및 제언

4년제 간호교육기관의 기초간호학 교과목은 매우 다양한 명칭

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의학에서 사용하는 교과목명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었고, 기초간호학회에서 제시하는 교과목명은 제한적

으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기초간호학 교과목을 전공선택 과목으로 

개설한 경우가 많았으며, 기초간호학 I인 인체구조와 기능 교과목

이 학점도 많고 가장 중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을 같이 개설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고, 인체구조와 기능이나 

병원미생물학 교과목만 일부 운영되고 있었다. 기초간호학 교과목 

개설학기는 1학년 2학기와 2학년 1, 2학기가 대부분으로 간호학 전

공과목의 선수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간호교과목의 표준화를 위하여 기초간호학회에서 제안한 

교과목명과 표준 강의계획서를 더 널리 활용하는 방안 모색을 제

안한다. 또한 구제적인 운영 현황의 파악과 개선 방안 적용을 위하

여 기초간호학을 담당하는 교수 현황과 이들의 요구사항을 규명하

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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