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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기

반 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로 인적 자원의 역량강화가 중요시

되고 있다[1]. 즉,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

함으로 인해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하는 것보다 특정 상황이

나 복잡한 환경에서 이에 적합한 지식이나 기술 혹은 가치를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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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선택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한다[2]. 따

라서 지식, 기술, 가치의 활용능력이라 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최우

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지식기반 사회에서 개인의 역

량강화는 국가경쟁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국가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서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강조하고 있다[3]. 

대학교육도 전공 관련 역량 혹은 핵심역량과 같은 학생들의 역량

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고, 대학 평가 역시 전공

역량 및 핵심역량을 학생들이 얼마나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3].

이러한 역량강화 혹은 성과기반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는 간호교

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간호계는 최근 양적으로 급격하

게 성장하였다. 즉, 2014년 간호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모두 202개교

로 입학정원은 정원외와 편입학 정원 포함하여 2만명이 넘었으며, 

2015년에 다시 900명이 증원된 상태이다[4,5]. 이와 같은 급격한 양

적성장은 간호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6], 간호

교육에 있어서의 핵심 역량 혹은 학습성과를 명확히 하고 이를 측

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길러내

기 위해서는 학습성과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개의 

학습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간호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를 

달성하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시하며, 평가를 통해 환류

(feedback)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공 교과목별 성과기반 강의계획

서를 통하여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

게 제시하고 학습성과 도달을 위한 교육내용, 방법, 평가체계를 알

려 주어 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성과와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교수자에게는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전공 교과목에서 성과기반 강의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초간호학 교과목에서는 기초간호학 4개 교과목에 대해

서 표준강의 계획서를 개발되어 있지만 학습성과 중심의 학습목표

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성과기반 강의 계획

서는 개발되어 있지 않아 많은 대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기초간호학 교과목에 대한 성과기반 강의 계획서 표준 마

련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회차원에서 정책연구로 4개의 기초간

호교과목(인체구조와 기능, 병원미생물학, 병태생리학, 약물의 기

전과 효과) 각각에서 달성해야 할 학습성과와 이 학습성과를 어떻

게 강의하고 평가할지에 관한 표준화된 강의계획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현재 기초간호학 교과목 강의 담당하는 교수는 전임교원이 

아닌 경우나 간호학 전공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강사에게 강의를 

의뢰하는 내용이 대학별로 매우 다른 실정이다[7]. 따라서, 학습성

과 기반으로 하는 강의계획서를 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 교수-학

습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기초간호학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기초간호학 교과

목(인체구조와 기능, 병원미생물학, 병태생리학, 약물의 기전과 효

과)에 대한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표준화된 강의계획서를 제

공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기초간호학 교과목에 대한 학습성과 기반으로 하는 

표준화된 강의계획서를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기초간호학 교과목의 성과기반 강의계획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국 간호대학에서 기초간호학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44명의 교

수를 대상으로 2013년 5월 30일 기초간호학회 워크샵 개최를 통하

여 기초간호학 교과목의 성과기반 강의계획서를 초안을 마련하였

다. 이후수정 보완 작업을 걸쳐 완성된 4개의 기초간호학 교과목의 

성과 기반 강의계획서를 2013년 11월 9일 기초간호학회 추계학술대

회에서 발표를 가졌으며, 발표된 강의계획서를 바탕으로 논의를 걸

쳐 수정, 보완하여 성과기반 강의 계획서를 개발하였다. 추계학술

대회에 참석한 대상자는 기초간호학 담당교수 약 80여명으로 구성

되었다.

 

3.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학습성과 기반 강의 계획서는 3단계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1단

계는 2013년 5월 30일 기초간호학회에서 주최한 워크샵을 통해 기

초간호교과목 3개(인체구조와 기능, 병태생리학, 약물의 기전과 효

과)의 성과기반 강의 계획서 초안을 마련하였다. 전국 간호대학에서 

기초교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 중, 인체구조와 기능 19명, 병태

생리학 15명, 약물의 기전과 효과 10명이 참석하였다. 병원미생물학

의 경우 담당과목 교수의 참석율이 저조하여 이를 제외한 3개의 교

과목에 대한 워크샵이 진행되었으며, 워크샵을 마친 뒤 병원미생물

학은 병원미생물학 강의하고 있는 교수 3명에 의해서 학습성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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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강의 계획서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 워크샵에서의 

논의를 통해 각 교과목 별로 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12가지 학

습성과에서 가장 연관성이 높은 학습성과를 결정하였으며, 기초간

호학회에서 개발한 표준강의계획서[7]를 바탕으로 각 과목의 학습

목표와 학습성과를 기술하였다. 또한 교과목 별 학습성과 및 평가

체계를 개발하였다. 워크샵은 과목별로 진행되었으며, 1차 논의를 

마친 뒤 참여했던 모든 교수들이 모여 각 과목의 성과기반 강의계

획서 초안을 발표한 후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단계에서는 기초간호학회 연구팀의 논의를 거쳐 1단계 워크샵

에서 개발된 초안을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수정 및 보완된 

강의계획서는 2013년 11월 9일 기초간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

표되었으며, 이 자리에 모인 약 80여명의 기초간호학 담당교수들과 

한 차례 논의 과정을 가졌다. 또한 병원미생물학 과목이 추가되어 

발표를 가졌다.

3단계에서는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강의계획서를 바탕으로 

연구팀의 수차례 회의와 논의를 통한 수정을 거쳐성과기반 강의계

획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성과기반 강의계획서의 구성요소

는 교과목 개요, 학습성과와 학습목표, 주별 학습내용 및 학습목

표, 교과목 학습성과별 평가방법, 평가체계로 구분되어 강의계획서

의 양식을 제안하고 내용을 작성하였다. 또한 루브릭 수행준거 설정

하고 각 준거의 상 수행수준, 중 수행수준, 하 수행수준을 설정하였

으며, 달성목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1. 인체구조와 기능 성과기반 강의계획서

인체구조와 기능 과목의 교과목 개요 및 학습성과와 학습목표

를 작성하였으며(Table 1),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12가지 학

습성과에서 가장 연관성이 높은 학습성과 1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를 바탕

으로 프로그램 수준 학습성과(PO)는 “전문적 간호지식을 갖춘다.”

로 제시되었다. 교과목 수준 학습성과(PC)는 간호술을 실무에 적용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초간호 지식에 맞추어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주별 학습 내용 및 학습목표는내용과 분량이 많기 때

문에 I과 II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작성하였다. 인체구조와 기능 I은 

인체의 구성으로 인체의 개요, 세포, 조직, 피부계, 골격계, 근육계, 

신경계 및 내분비계 학습목표와 내용을 제시하였다. 인체의 구조

와 기능 II는 혈액, 심혈관계, 면역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영양과 대

사, 비뇨기계, 체액균형, 생식기계 및 유전에 대한 학습목표와 내용

을 구성되었다[7]. 

학습성과별 평가방법은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목표를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퀴즈, 출석을 

토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량화하여 반영하였다. 

교과목 수준 학습성과 1에 대한 진술과 수행준거, 수행준거에 바

탕으로 수행수준, 달성목표. 평가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행수

준은 상, 중, 하로 제시되어 있다. 수행 준거는 “운반 및 방어에 관여

Table 1. Learning Outcome Based Syllabus for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Course description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the anatomical structure and physiological function of human body. That is, the contents of this subjects examine 
organization and structure of each body systems and how they function together to maintain homeostasis of human body. Also, this course will be helpful to 
students to acquire basic knowledge that are useful for implications on nursing process

Course outcomes and objectives 

Program standard learning outcome (PO) 1. Able to apply integrated nursing interventions based on various general and specialized knowledge to practice.
Course outcomes (CO) 1.  View the patient as a holistic person and acquire basic knowledge on overview of human body, support and 

movement, communication, control and integration, transportation and defense, respiration, nutrition, and 
excretion, and reproduction. 

Course objectives 1. Explain cell and tissue which consist of human body. 
2.  Name, locate, and explain structures and functions of integumentary, skeletal, and muscular systems related with 

support or movement. 
3.  Name, locate, and explain structures and functions of nervous, sensory, and endocrine systems related with 

communication, control, and integration.
4.  Name, locate, and explain structures and functions of blood, cardiovascular, lymphatic, and immune systems related 

with transportation and defense. 
5.  Name, locate, and explain structures and functions of respiratory and digestive systems, nutrition and metabolism, 

and urinary system and fluid balance related with respiration, nutrition, and excretion.
6.  Name, locate, and explain structures and functions of reproduction system related with reproduction and human 

ge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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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조와 기능, 호흡, 영양 및 배설, 생식과 유전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Appendix 1, 2).

 

2. 병원미생물학 성과기반 강의계획서

병원미생물학 과목의 교과목 개요 및 학습성과와 학습목표를 

작성하였으며(Table 2),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12가지 학습

성과에서 가장 연관성이 높은 학습성과 1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

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학습성과 2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

다.”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수준 학습성과(PO) 2가지를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수준 학습성과(PO) 1은 “다양한 미생물에 의한 감염병을 

체계로 이해하고 미생물의 특징, 발병기전, 임상적 특징, 검사실 진

단, 치료와 예방 및 역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프로그램수준 학

습성과(PO) 2는 “병원미생물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원리를 활용하

여 비판적 사고에 근거하여 감염성 질환자의 간호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로 구성하였다.

주별 학습내용 및 학습목표는 대한미생물학회와 기초간호자연

과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교재에 맞추어서 미생물별로 분류한 구

Table 2. Learning Outcome Based Syllabus for Pathogenic Microbiology 

Course description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basic knowledge and principles of characteristic of microbes which cause infections and its pathogenesis, clinical 
characteristics, laboratory diagnosis, treatment and prevention & mechanics. Therefore, students learn to explain nursing problem of infectious patient applying to 
nursing process according to the systematic and scientific basis. 

Course outcomes and objectives 

Program standard
 learning outcome (PO)

1. Able to apply integrated nursing interventions based on various general and specialized knowledge to practice.
2. Able to apply nursing process based on critical thinking and practice clinical reasoning. 

Course outcomes (CO) 1.  Able to understand systematically the infectious disease caused by various microbes and explain characteristic, pathogenesis, 
clinical characteristics, laboratory diagnosis, treatment and prevention & mechanics of microbes. 

2.  Able to explain nursing problem of infectious patient applying to nursing process according to the systematic and scientific 
basis by taking advantage of principles by making use of basic knowledge and principles learned from hospital microbiology. 

Course objectives 1. Able to learn a process of development of hospital microbes and explain the importance of hospital microbiology in nursing. 
2.  Able to explain the inherited host defense mechanism against the source of infection and specific immune mechanism which 

is acquired from experience. 
3.  Able to explain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bacterium, its mechanism, pathogenesis, clinical characteristics, treatment and 

prevention.
4.  Able to explain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virus, its mechanism, pathogenesis, clinical characteristics, treatment and 

prevention.
5.  Able to explain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fungus, its mechanism, pathogenesis, clinical characteristics, treatment and 

prevention.
6. Able to explain the concept, major care and prevention of medical-related infections. 
7. Able to explain a sampling from patient and types and method of general microbiological examination. 
8.  Able to understand disease process through clinical symptoms and related materials in case study and explain consequent 

nursing problems by making use of basic knowledge and principles learned from hospital microbiology. 

Table 3. Learning Outcome Based Syllabus for Pathophysiology 

Course description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learn the disease process such as cell injury, inflammation process, tumor, disorders of circulatory, respiratory, digestive, 
genitourinary, endocrine, neurogenic, musculoskeletal, integmentary systems and genetic disorder. Students who have learned pathophysiology can solve nursing 
problems of the patient with applying their knowledge on nursing process systematically and scientifically. 

Course outcomes and objectives 

Program standard learning 
 outcome (PO)

1. Able to apply integrated nursing interventions based on various general and specialized knowledge to practice.
2. Able to apply nursing process based on critical thinking and practice clinical reasoning. 

Course outcomes (CO) 1.  Student have the knowledge on the etiology, disease process, pathophysiological changes, and symptoms to apply nursing 
practice. 

2. Student can apply their knowledge based critical thinking on nursing process with clinical reasoning. 
Course objectives 1. understand basic concepts of disease process.

2. explain disease mechanisms and symptoms 
3. identify nursing problem in the case study with knowledge of pathophys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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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계를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병원미생물학소개, 감염과 면역, 병

원성세균, 병원성 바이러스, 병원성 진균, 감염예방과 관리, 미생물

검사와 이해에 대한 학습목표와 내용으로 편성하였다[7]. 학습성과

별 평가방법 및 평가체계는 지필고사, 발표 및 보고서, 구두시험, 수

업태도, 출석을 제시하였다(Appendix 3).

3. 병태생리학 성과기반 강의계획서

병태생리학의 교과목 개요 및 학습성과와 학습목표를 작성하였

으며(Table 3),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학습성과에서 학습성

과 1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학습성과 2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

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수준 학습

성과 (PO) 2가지를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수준 학습성과(PO) 1은 “간

호술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간호지식 중 병인, 발병기

전, 병태생리학적 변화와 질병의 진행사항 및 증상과 관련된 지식을 

구분할 수 있다.” 프로그램수준 학습성과(PO) 2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적절한 임상적 추론과 질병의 원인, 발생기전 및 질병과정에 

대한 학습하고 근거기반 간호를 적용할 수 있다.”로 편성하였다.

구체적인 주별 학습내용 및 학습목표는 세포손상, 염증,감염,면역

기능장애, 종양, 순환장애의 질병과정의 기본개념과 심장혈관계통, 

호흡기계통, 소화계통, 비뇨/생식계통, 내분비계통, 신경계통, 피부

계통, 유전질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인체계통의 병태생리를 학

습목표로 제시하였다[7]. 학습성과별 평가방법 및 평가체계는 지필

고사, 퀴즈, 보고서, 출석으로 나타내었다(Appendix 4).

4. 약물의 기전과 효과 성과기반 강의계획서 

약물의 기전과 효과 과목의 교과목 개요 및 학습성과와 학습목

표를 제시하였으며(Table 4),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학습성

과에서 학습성과 1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

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학습성과 2 “비판적 사고에 근거

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를 바탕으로 프

로그램 수준 학습성과(PO) 2가지를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수준 학

습성과(PO) 1은 “약물의 기전과 효과, 그리고 약물 간호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팀별 프로젝트인 약물투여와 간호교육안을 작성할 수 

있다.” 프로그램수준 학습성과(PO) 2는 “약효에 영향을 주는 인자

와 약물의 부작용등과 관련있는 문제상황을 제시하였을 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주별 학습 내용 및 학습목표는 총론, 항감염증약, 면역

치료제, 항암제, 자율신경계약물, 순환계약물, 호흡계약물, 소화계

약물, 중추신경계약물, 물질대사를 1주-13주 동안 이루어지며, 14주

에 각 팀별 프로젝트발표 & 시나리오 보고서를 해석하고 약물의 

종류별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자료를 만들도록 하며, 주어진 

과제에 대한 토의하고 결과 정리하도록 제시하였다. 학습성과별 평

가방법 및 평가체계는 필기시험, 출석 및 수업준비, 퀴즈, 팀별프로

Table 4. Learning Outcome Based Syllabus for Mechanisms & Effects of Drug 

Course description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the definition and scope of pharmacology in nursing curriculum and to acquire expert knowledge on variety of 
medications that are clinically useful as well as the effects and side effects of the medications. Also, the course allows the student to be able to apply nursing 
process and to describe side effects and nursing implications upon medication administration. 

Course outcomes and objectives 

Program standard learning 
 outcome (PO)

1. Able to apply integrated nursing interventions based on various general and specialized knowledge to practice.
2. Able to apply nursing process based on critical thinking and practice clinical reasoning. 

Course outcomes (CO) 1. View the patient as a holistic person and acquire basic knowledge on the mechanisms and effects of pharmacology. 
2. Able to study and apply clinical reasoning and evidence-based nursing on medication administration through critical thinking 

Course objectives 1. Understand general principles of pharmacology 
2.  Understand nursing interventions considering medication routes,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limination and drug 

interactions. 
3.  Understand medication's working mechanism at the cellular level, mechanism of medication receptor agonist and antagonist, 

and medication with low therapeutic index, and be able to plan nursing interventions accordingly. 
4. Understand the mechanisms and effects of anti-infectives. 
5. Understand the mechanisms and effects of antibiotics and immunosuppressive drugs
6. Understand the mechanisms and effects of anticancer drugs.
7. Understand the mechanisms and effects of autonomic nervous system drugs.
8. Understand the mechanisms and effects of cardiovascular system drugs.
9. Understand the mechanisms and effects of respiratory and digestive system drugs. 
10. Understand the mechanisms and effects of central nervous system drugs.
11. Understand the mechanisms and effects of metabolism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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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약물투여와 교육안 발표), 시나리오 보고서로 나타내었다

(Appendix 5).

논 의

 강의계획서는 교수자의 교수설계 결과물로서 학습자들에게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사전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8]. 대부분의 대학에서 강의

계획서는 한 학기를 준비하는 첫 과정으로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교과목을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한 학기 동안의 수업에 

대한 교수자와 학생사이에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좋은 강

의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초간호학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교과목에 대한 학

습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표준화된 강의계획서를 제공하기 위한 목

적으로 시도된 연구로 기초간호학 4개의 교과목의 표준 학습목표

와 주별 강의 내용은 Lee 등[7]에서 제시한 표준화된 강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인체구조와 기능 성과기반 강의계획서는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이 제시한 12가지 학습성과에서 가장 연관성이 높은 학습성과 1의 

1가지 학습성과를 선택하여프로그램 수준 학습성과(PO)는 “전문

적 간호지식을 갖춘다.”로 제시하였다. 이는 인체구조와 기능 교과

목에서는 간호술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간호지식에 초점을 맞추

어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병원미생물학, 병태생리학, 약리학 성과기반 강의계획서에서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12가지 학습성과에서 가장 연관성

이 높은 학습성과 1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

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학습성과 2 “비판적 사고에 근거

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를 바탕으로 프

로그램 수준 학습성과(PO) 2가지를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인체구

조와 기능 성과기반 강의계획서와 마찬가지로 3개의 기초간호학 교

과목에서 학습성과 1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성과 1이 

간호술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간호지식에 바탕이 되는 중요한 학

습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개의 기초간호학 교과목(병원미생물학, 병태생리학, 약리학)에

서 학습성과 2를 선택하여 제시한 것은 루브릭 제시 시뮬레이션 교

육이 간호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연구[9]와 마찬가지로기초간

호학 교과목에서도 비판적 사고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간호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은 결국 임상적 상황

에 처한 간호사가 올바른 판단을 하여 주어진 문제 해결하는데 필

요한 인지 기술과 태도이다[10]. 하지만 기초간호학 교과목이 대부

분 1학년, 2학년에서 개설되어 있어서 비판적 사고 기술 향상을 위

한 간호수업 설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앞으

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간호학 교과목

에서 지식을 통하여 사고기술을 가르치는 다양한 교수방법의 접근

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간호학에서 한 학기의 수업을 통해 성취의 달성여부 측정하

기 위한 평가계획은 앞서의 설정된 학습목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학습목표 성취여부를 측정하고 앞으로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평가계획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

의 평가 계획는Lee 등[7]에서 제시한 표준화된 강의 계획서와는 다

르게 학습성과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량화하여 반영하여 제

시하고 있으며, 교과목 수준 학습성과에 대한 진술과 수행준거, 수

행준거에 바탕으로 수행수준, 달성목표. 평가방법이 포함되어 있으

며, 수행수준은 상, 중, 하로 제시되어 있다.따라서 평가방법, 평가시

기, 평가반영비율, 평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선정은 학습자들에게 

학습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역량은 간호교육을 

통하여 간호사에게 필요한 간호업무 수행능력을 함양시키는 것[1]

으로 기초간호학 교과목에서도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것

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학습성과 도달을 위한 교육내용, 방법, 평

가를 선택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자신의 수행수준

을 인식하여 한층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선행연구[11-13]에서도 학생이 자신의 수행수준을인식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

이 갖추어야할 지식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수

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교육 실천이 필요하겠다. 

결 론 

최근 대학교육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학문 탐구에서 역량중심의 

교육성과를 중시하는교육으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1-3], 간

호교육에서도 많은 지식을 갖춘 간호사보다는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과 자질을 갖춘 간호사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초간호학 교과목에 

해당하는 4개의 교과목(인체의 구조와 기능, 병원미생물학, 병태생

리학, 약물의 기전과 효과)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개발하여 제시하

였다.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한 강의계획서 개발은 학습자가 기초교

과목에서 꼭 성취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학습자의 

학습수준, 수행수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초간호학 교과목을 운영하

는 교수들에게 수업운영과 평가에 대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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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의의를 둔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습성과 기반 강의계획서의 효용성

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강의계획서를 사용하여 강의를 실

시한 후 기초간호학 교과목 교수자 및 학습자로부터의 피드백 분석

을 통하여 계속적인 강의계획서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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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1>

과목명: 인체의 구조와 기능 I 

1. 교과목 개요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 기능을 계통별로 이해하며, 구조와 기능이 상호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고, 향후 간호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간호학

적 지식을 학습한다. 인체의 구조와 기능 I에서는 인체의 개요, 지지, 운동, 소통, 조절, 통합에 관여하는 구조와 기능에 대해 학습한다.

2. 학습성과와 학습목표 

프로그램 수준 학습성과 (PO) 1. 전문적 간호지식을 갖춘다.
교과목 수준 학습성과 (CO) 1.  간호술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초간호 지식 중 인체의 개요, 지지, 운동, 소통, 조절, 통합에 관한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관련된 지식을 갖춘다.
학습목표 1.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및 조직의 이름과 위치, 기능,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2.  인체의 지지 및 운동에 관여하는 피부계통, 골격계통, 근육계통의 구조에 관한 이름과 위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3.  인체의 소통, 조절 및 통합을 담당하는 신경계통, 감각 및 내분비 계통의 구조에 관한 이름과 위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3. 주별 학습 내용 및 학습목표    

주 주요 학습 내용 학습 목표 교수 방법 강의교재 및 보조자료 

1 인체의 구성

해부학 용어

  

• 해부학과 생리학을 정의하고, 그들의 연계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인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구성단계를 열거하고, 구조와 기능의 상호관계를 설명

할 수 있다.

• 항상성을 정의하고, 항상성 유지의 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

• 해부학의 기본 용어를 말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2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포분열

• 세포의 구조와 기능 및 세포분열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3 조직의 구조와 기능 •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4 피부의 기능 • 피부의 기능을 나열하고, 기능 수행의 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퀴즈1

5 골격계 • 골격계통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뼈의 분류방법과 혈중 칼슘 농도 조절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

• 뼈 생성, 회복, 재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Aclands DVD-Human anatomy

6 골격계 • 몸통뼈대와 팔다리 뼈대를 구분하고, 인체를 구성하는 뼈를 나열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Aclands DVD-Human anatomy

7 골격계 • 관절의 종류의 나열하고 각각을 정의할 수 있다.

• 관절의 구조 및 윤활관절의 운동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Aclands DVD-Human anatomy

8    �중간고사     

9 근육계 • 근육의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 근육수축 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Aclands DVD-Human anatomy

10 근육계 •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근육의 명칭을 말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Aclands DVD-Human ana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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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학습성과 별 평가 방법    

  학습 성과 가중치 평가 방법 및 반영 비율 점수

1 간호술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초간호 지식 중 인체의 개요, 지지, 운동, 소통, 조절, 

통합에 관한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관련된 지식을 갖춘다.

100 지필고사(70%)

퀴즈(20%)

출석(10%)

100

합 100 합 100

5. 평가체계        

교과목 수준 학습성과 1 인체의 개요, 지지, 운동, 소통, 조절, 통합에 관한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관련된 지식을 갖춘다.

수행준거 수행준거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및 조직을 설명하고, 인체의 지지, 운동, 소통, 조절, 통합에 관여하는 인체 각 계통별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수행수준 상 : 총 평가 점수 90점 이상/100

중 : 총 평가 점수 70-89점/100

하 : 총 평가 점수 70점 미만/100 

달성목표 수행 수준 ‘중’ 이상인 학생이 전체에서 70% 이상

평가방법 평가 체계 개요 지필 고사(중간, 기말, 퀴즈 2회)

측정방법 평가도구 지필고사(중간, 기말), (70%) 퀴즈 1 (quiz 1), (10%) 퀴즈 2 (quiz 2), (10%) 출석(10%)

채점기준 상 90점 이상 9점 이상 9점 이상 결석 없음

중 70-89점 7-8.9점 7-8.9점 1-2회 결석

하 70점 미만 7점 미만 7점 미만 3회 이상 결석

평가결과 개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방법을 찾아 평가체계 혹은 교육내용의 수준을 개선한다. 부족한 부분의 비중을 강화한다.

주 주요 학습 내용 학습 목표 교수 방법 강의교재 및 보조자료 

11 신경계 • 신경계의 일반적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중추신경, 말초신경, 들신경, 날신경, 몸신경계, 자율신경계의 분류를 나열할 수  

있다. 

• 신경자극의 전도 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Aclands DVD-Human anatomy,

퀴즈2

12 신경계 • 중추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Aclands DVD-Human anatomy

13 신경계

감각기관

• 말초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일반적인 몸감각과 특수감각에 관여하는 주요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Aclands DVD-Human anatomy

14 내분비계 • 내분비계통의 일반적인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호르몬의 작용 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15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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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과목명: 인체의 구조와 기능 II 

1. 교과목 개요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 기능을 계통별로 이해하며, 구조와 기능이 상호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고, 향후 간호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간호학

적 지식을 학습한다. 인체의 구조와 기능 II에서는 운반 및 방어, 호흡, 영양 및 배설, 생식과 유전에 관여하는 구조와 기능에 대해 학습한다.

2. 학습성과와 학습목표 

프로그램 수준

 학습성과 (PO)

1. 전문적 간호지식을 갖춘다.

교과목 수준

 학습성과 (CO)

1.  간호술을 실무에 적용하기위해 갖추어야 할 기초간호 지식 중 운반 및 방어, 호흡, 영양 및 배설, 생식과 유전에 관한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관련된 지식을 갖춘다.

학습목표 1. 운반 및 방어에 관여하는 구조의 이름과 위치, 기능,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2. 호흡, 영양 및 배설에 관여하는 구조에 관한 이름과 위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3. 생식과 유전에 관여하는 구조에 관한 이름과 위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3. 주별 학습 내용 및 학습목표    

주 주요 학습 내용 학습 목표 교수 방법 강의교재 및 보조자료 

1 혈액 • 혈액의 구성요소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지혈기전, 혈액형과 수혈, 응고기전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2 심혈관계 •  심장의 구조와 기능, 심장 전도계의 흥분전도 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

• 심장주기의 기본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Aclands DVD-Human anatomy

3 심혈관계 • 혈관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주요 동맥과 정맥을 나열할 수 있다.

•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나열하고, 혈액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기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Aclands DVD-Human anatomy

4 심혈관계 • 림프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림프의 순환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Aclands DVD-Human anatomy

5 면역계 •  비특이적 방어와 특이적 방어를 구분하고, 각각의 방어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

• 발열과 염증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면역반응의 형태를 열거하고, 이를 특정 림프구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6 호흡기계 • 호흡기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폐환기의 과정, 폐용적, 폐용량, 가스의 분압과 운반 과정, 호흡조절 기전

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Aclands DVD-Human anatomy

7 소화기계 •  소화기계의 구조와 기능, 소화의 과정, 소화의 조절기전을 설명할 수 있

다.

강의 ppt 자료,

Aclands DVD-Human ana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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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학습성과 별 평가 방법    

학습 성과 가중치 평가 방법 및 반영 비율 점수

1  간호술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초간호 지식 중 운반 및 방어, 호흡, 영양 및 배설, 생

식과 유전에 관한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관련된 지식을 갖춘다.

100 지필고사(70%)

퀴즈(20%)

출석(10%)

100

합 100 합 100

주 주요 학습 내용 학습 목표 교수 방법 강의교재 및 보조자료 

8    중간고사     

9 영양과 대사 • 영양과 대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인체의 에너지 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10 비뇨기계 •  비뇨기계(콩팥, 요관, 방광, 요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Aclands DVD-Human anatomy

11 체액균형 •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12 체액균형

남성 생식기계

• 산-염기 균형의 중요성과 기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남성 생식기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Aclands DVD-Human anatomy

13 여성 생식기계 • 여성 생식기계의 구조와 기능, 주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유방과 젖생성에 관여하는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Aclands DVD-Human anatomy

14 유전 •  유전학의 기본 용어, 유전자의 발현, 유전병의 예방에 관해 서명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

15 기말고사

5. 평가체계        

교과목 수준 학습성과 1  운반 및 방어, 호흡, 영양, 배설, 생식과 유전에 관한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관련된 지식을 

갖춘다.

수행준거 수행준거  운반 및 방어에 관여하는 구조와 기능, 호흡, 영양 및 배설, 생식과 유전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수행수준 상 : 총 평가 점수 90점 이상/100

중 : 총 평가 점수 70-89점/100

하 : 총 평가 점수 70점 미만/100 

달성목표 수행수준 ‘중’ 이상인 학생이 전체에서 70% 이상

평가방법 평가 체계 개요 지필고사(중간, 기말, 퀴즈 2회)

측정방법 평가 도구 지필고사(중간,기말) (70%) 퀴즈 1 (quiz 1) (10%) 퀴즈 2 (quiz 2) (10%) 출석 (10%)

채점 기준

  

상 90점 이상 9점 이상 9점 이상 결석없음

중 70-89점 7-8.9점 7-8.9점 1-2회 결석

하 70점 미만 7점 미만 7점 미만 3회 이상 결석

평가결과 개선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방법을 찾아 평가체계 혹은 교육내용의 수준을 개선한다. 부족한 부분의 비중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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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과목명 : 병원미생물학

1. 교과목 개요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특징, 발병기전, 임상적 특징, 검사실 진단, 치료와 예방 및 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원리를 습득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감염성 질환자의 간호문제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2. 학습성과와 학습목표 

프로그램 수준

 학습성과 (PO)

1.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2.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

교과목 수준

 학습성과 (CO)

1.  다양한 미생물에 의한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미생물의 특징, 발병기전, 임상적 특징, 검사실 진단, 치료와 예방 및 역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병원미생물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원리를 활용하여 비판적 사고에 근거하여 감염성 질환자의 간호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병원미생물의 발전과정을 학습하고, 간호에서 병원미생물학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2. 감염원에 대한 숙주의 선천적 방어기전과 경험을 통해 획득하는 특이 면역기전을 설명한다.

3. 세균의 구조와 기능, 역학, 발병기전, 임상 특성, 치료와 관리를 설명할 수 있다.

4. 바이러스의 구조와 기능, 역학, 발병기전, 임상 특성, 치료와 관리를 설명할 수 있다.

5. 진균의 구조와 기능, 역학, 발병기전, 임상 특성, 치료와 관리를 설명할 수 있다.

6. 의료관련감염의 개념, 주요관리 및 예방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7. 환자로부터의 검체 채취방법, 일반적인 미생물검사의 종류와 방법을 설명한다.

8.  병원미생물에서 습득한 지식과 원리를 활용하여 사례연구에서 임상 증 상과 관련 검사자료를 통해 질병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간호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다.

3. 주별 학습 내용 및 학습목표    

주 주요 학습 내용 학습 목표 교수 방법 강의교재 및 보조자료 

1 병원미생물학 소개 • 병원성 미생물학을 배우는 목적을 설명한다.

•  간호미생물학 차원에서 나이팅게일이 주는 교훈을 설명한다.

강의, 토의 교재, ppt자료

2 감염과 면역 I •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강의, 토의 교재, ppt자료

3 감염과 면역 II •  과민반응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질환을 한 가지 이상 열거

한다

강의, 토의 교재, ppt자료

4 병원성세균 I •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의 세포벽 구조의 차이와 내독소를 설명한다.

• 항생제 작용, 내성기전을 설명한다.

강의, 토의 교재, ppt자료

5 병원성세균 II •  포도알균과 사슬알균의 세균학적 특성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 나이세리아균의 감염경로 및 전파양식을 설명한다.

강의, 토의, 

퀴즈 1

교재, ppt자료

6 병원성 세균 III •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대장균의 종류를 열거하고 임상 특성을 설

명한다.

강의 교재, ppt자료

7 병원성 세균 IV •  파상풍균의 독소의 작용기전과 임상증상을 설명한다. 강의 교재, 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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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요 학습 내용 학습 목표 교수 방법 강의교재 및 보조자료 

8   중간고사    

9 병원성 바이러스 I •  바이러스의 구조, 분류, 증식과정을 설명한다.

•  외피보유 DNA 바이러스, 외피비보유 DNA 바이러스의 발병기전, 역학, 

임상특성, 치료, 예방 및 관리를 설명한다.

강의 교재, ppt자료

10 병원성 바이러스 II •  외피보유 RNA 바이러스, 외피비보유 RNA 바이러스의 발병기전, 역학, 임

상특성, 치료, 예방 및 관리를 설명한다. 

강의 교재, ppt자료

11 병원성 바이러스 III •  간염바이러스의 종류를 열거하고, 각각의 감염경로와 역학적 특성을 설

명한다.

강의 교재, ppt자료

12 병원성 진균 •  진균의 생물학적 및 형태학적 특성, 감염경로, 진단, 임상특성을 설명한

다.

강의, 질문, 

퀴즈 2

교재, ppt자료

13 감염예방과 관리 • 의료관련감염의 정의, 전파경로, 원인균을 설명한다.

• 소독과 멸균의 개념을 설명한다.

• 감염예방과 관리 지침을 설명한다.

강의, 발표,

토론

교재, ppt자료

14 미생물 검사와 이해 • 검체채취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설명한다.

•  세균염색의 원리와 방법을 설명하고 단염색과 감별염색 실시한다.

실습, 토론,

조별 발표

  

15   기말고사     

4. 교과목 학습성과 별 평가 방법    

학습 성과 가중치 평가 방법 및 반영 비율 점수

1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80 지필고사 60%

수업태도 10%

출석 10%

80

2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 20 발표 및 보고서 10%

구두시험 10%

20

합 100 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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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체계        

교과목 수준 학습성과 1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수행준거 수행준거  다양한 미생물에 의한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미생물의 특징, 발병기전, 임상적 특징, 검사실 진단, 치료와 예방 

및 역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수행수준 상 :  다양한 미생물에 의한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미생물의 특징, 발병기전, 임상적 특징, 검사실 진단, 치료와 

예방 및 역학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중 :  다양한 미생물에 의한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미생물의 특징, 발병기전, 임상적 특징, 검사실 진단, 치료와 

예방 및 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하 :  다양한 미생물에 의한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미생물의 특징, 발병기전, 임상적 특징, 검사실 진단, 치료와 

예방및 역학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달성목표 학생의 70%가 수행수준 중 이상

평가방법 평가 체계 

개요

1. 지필고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객관식 및 주관식)

2. 발표 및 보고서 평가

3. 구두시험(퀴즈, 면대면 Oral test)

4. 수업태도(강의, 실습시간에 참여하는 태도로 적극성과 협조성 측정)

5. 출석(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한다)

측정방법 평가도구 지필고사 

(중간, 기말) (60%)

발표 및 보고서 

평가 (10%)

구두시험 

(10%)

태도

(10%)

출석

(10%)

채점기준 상 90점 이상 9점 이상 9점 이상 9점 이상 결석없음

중 70-89점 7-8.9점 7-8.9점 7-8.9점 1-2회 결석

하 70점 미만 7점 미만 7점 미만 7점 미만 3회 이상 결석

평가 결과 개선 수행수준이 ‘하’인 경우 재수강이나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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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수준 학습성과2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

수행준거 수행준거 병 원미생물학에서 습득한 지식와 원리를 활용하여 비판적 사고에 근거하여 감염성 질환자의 간호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수행수준 상 :  병원미생물학에서 습득한 지식와 원리를 활용하여 비판적 사고에 근거하여 감염성 질환자의 간호문제를 정확하게 설

명할 수 있다.

중 :  병원미생물학에서 습득한 지식와 원리를 활용하여 비판적 사고에 근거하여 감염성 질환자의 간호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하 :  병원미생물학에서 습득한 지식와 원리를 활용하여 비판적 사고에 근거하여 감염성 질환자의 간호문제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달성목표 학생의 70%가 수행수준 중 이상

평가방법 평가 체계 

개요

1. 지필고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객관식 및 주관식)

2. 발표 및 보고서 평가

3. 구두시험(퀴즈, 면대면 Oral test)

4. 수업태도(강의, 실습시간에 참여하는 태도로 적극성과 협조성 측정)

5. 출석(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한다)

측정방법 평가도구 지필고사

(중간, 기말) (60%)

발표 및 보고서 평가 

(10%)

구두시험 

(10%)

태도

(10%)

출석

(10%)

채점기준 상 90점 이상 9점 이상 9점 이상 9점 이상 결석 없음

중 70-89점 7-8.9점 7-8.9점 7-8.9점 1-2회 결석

하 70점 미만 7점 미만 7점 미만 7점 미만 3회 이상 결석

평가결과 개선 수행수준이 ‘하’인 경우 재수강이나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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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과목명 : 병태생리학

  

1. 교과목 개요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질병과정, 즉, 세포손상, 염증과정, 종양, 순환계 장애, 호흡기계 장애, 소화기계 장애, 비뇨생식기계 장애, 내분비계 장애, 신경계 장애, 근골

격계 장애, 피부계통질환 및 유전 질환과 관련된 질병의 특징, 발병기전, 임상적 특징, 검사실 진단, 치료와 예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이 과목에서 습득한 지식과 

원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에 적용하여 관련 질환자의 간호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다.

2. 학습성과와 학습목표 

프로그램 수준

 학습성과(PO)

1.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2.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

교과목 수준

 학습성과(CO)

1.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간호지식 중 병인, 발병기전, 병태생리학적 변화와 질병의 진행사항 및 증상과 관련된 지식을 갖춘다. 

2.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

학습목표 1. 질병 과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2. 인체 계통별 관련 질병의 발생기전과 증상을 설명할 수 있다.

3.  병태생리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원리를 활용하여 사례연구에서 임상 증상과 관련 검사자료를 통해 질병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간

호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다.

3. 주별 학습 내용 및 학습목표    

주 주요 학습 내용 학습 목표 교수방법 강의교재 및 보조자료 

1 병태생리학 소개

질병과정의 기본 개념 1

• 세포손상 

• 염증, 감염

강의 교재, ppt자료

2 질병과정의 기본 개념 2 • 면역기능장애 강의법, 질문법 교재, ppt자료

3 질병과정의 기본 개념 3 • 종양 강의법, 질문법 교재, ppt자료

4 질병과정의 기본 개념 4 • 순환장애 강의법, 질문법 교재, ppt자료

5 인 체계통별 관련 질병의 발생기전과 증상 1 •  심장, 혈관 계통 관련 질병의 발생 기전 및 증상 강의, 질문법, 퀴즈 1 교재, ppt자료

6 인 체계통별 관련 질병의 발생기전과 증상 2 •  호흡계통질환 관련 질병의 발생 기전 및 증상 강의법, 질문법 교재, ppt자료

7 인 체계통별 관련 질병의 발생기전과 증상 3 •  소화계통질환 관련 질병의 발생 기전 및 증상 강의법, 질문법 교재, ppt자료

8 중간고사     

9 인 체계통별 관련 질병의 발생기전과 증상 4 •  비뇨/생식계통질환 관련 질병의 발생 기전 및  

증상

강의법, 질문법 교재, ppt자료

10 인 체계통별 관련 질병의 발생기전과 증상 5 •  내분비계통질환 관련 질병의 발생 기전 및 증상 강의법, 질문법 교재, ppt자료

11  인체계통별 관련 질병의 발생기전과 증상 6 •  신경계통질환 관련 질병의 발생 기전 및 증상 강의법, 질문법 교재, ppt자료

12  인체계통별 관련 질병의 발생기전과 증상 7 •  근골격계통질환 관련 질병의 발생 기전 및 증상 강의, 질문법, 퀴즈 2 교재, ppt자료

13  인체계통별 관련 질병의 발생기전과 증상 8 • 피부계통질환

•  유전질환 관련 질병의 발생 기전 및 증상

강의법, 질문법 교재, ppt자료



� 박현주·김윤경·김주현외�3인204

http://dx.doi.org/10.7586/jkbns.2015.17.2.188www.bionursingjournal.or.kr

주 주요 학습 내용 학습 목표 교수방법 강의교재 및 보조자료 

14 사례발표 간호 사례연구 조별 발표, 토론   

15 기말고사     

4. 교과목 학습성과 별 평가 방법    

학습 성과 가중치 평가 방법 및 반영 비율 점수

1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80 지필고사 60%

태도 10%

출석 10%

80

2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 20 발표 및 보고서 10%

구두시험 10% 

20

합 100 합 100

5. 평가체계         

교과목 수준 학습성과 1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간호지식 중 병인, 발병기전, 병태생리학적 변화와 질병의 진행사항 및 증상과 관련된 

지식을 갖춘다. 

수행준거 수행준거 질병 과정의 기본 개념과 인체 계통별 관련 질병의 발생기전과 증상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수행수준 상 :  질병 과정의 기본 개념과 인체 계통별 관련 질병의 발생기전과 증상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중 :  질병 과정의 기본 개념과 인체 계통별 관련 질병의 발생기전과 증상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하 :  질병 과정의 기본 개념과 인체 계통별 관련 질병의 발생기전과 증상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달성목표 학생의 70%가 수행수준 중 이상

평가방법 평가 체계 

개요

1. 지필고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객관식 및 주관식)

2. 발표 및 보고서 평가

3. 구두시험(퀴즈, 면대면 Oral test)

4. 태도(강의, 실습시간에 참여하는 태도로 적극성과 협조성 측정)

5. 출석(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한다)

측정방법 평가도구 지필고사 

(중간, 기말) (60%)

발표 및 보고서 

평가 (10%)

구두시험 

(Oral test), (10%)

태도

(10%)

출석

(10%)

채점기준 상 90점 이상 9점 이상 9점 이상 9점 이상 결석없음

중 70-89점 7-8.9점 7-8.9점 7-8.9점 1-2회 결석

하 70점 미만 7점 미만 7점 미만 7점 미만 3회 이상 결석

평가 결과 개선 수행수준이 ‘하’인 경우 재수강이나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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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수준 학습성과 2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

수행준거 수행준거  병태생리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원리를 활용하여 사례연구에서 임상 증상과 관련 검사자료를 통해 질병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간호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다.

수행수준 상 :  병태생리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원리를 활용하여 사례연구에서 임상 증상과 관련 검사자료를 통해 질병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간호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다.

중 :  병태생리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원리를 활용하여 사례연구에서 임상 증상과 관련 검사자료를 통해 질병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간호문제들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하 :  병태생리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원리를 활용하여 사례연구에서 임상 증상과 관련 검사자료를 통해 질병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간호문제들을 설명할 수 없다.

달성목표 학생의 70%가 수행수준 중 이상

평가방법 평가 체계 

개요

1. 지필고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객관식 및 주관식)

2. 발표 및 보고서 평가

3. 구두시험(퀴즈, 면대면 Oral test)

4. 태도(강의, 실습시간에 참여하는 태도로 적극성과 협조성 측정)

5. 출석(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한다.)

측정방법 평가도구 지필고사

(중간, 기말) (60%)

발표 및 보고서 

평가 (10%)

구두시험

(Oral test), (10%)

태도

(10%)

출석

(10%)

채점기준

  

상 90점 이상 9점 이상 9점 이상 9점 이상 결석없음

중 70-89점 7-8.9점 7-8.9점 7-8.9점 1-2회 결석

하 70점 미만 7점 미만 7점 미만 7점 미만 3회 이상 결석

평가결과 개선 수행수준이 ‘하’인 경우 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한다.



� 박현주·김윤경·김주현외�3인206

http://dx.doi.org/10.7586/jkbns.2015.17.2.188www.bionursingjournal.or.kr

<Appendix 5>

과목명: 약물의 기전과 효과 

  

1. 교과목 개요

간호 교과과정에서 필요한 약리학의 정의와 범위를 소개하고 임상적으로 유용한 약물들의 약 종류, 약물작용 및 부작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본 교

과 내용을 간호과정에 적용해 약물 부작용, 약물 투여시의 환자 간호 등을 설명할 수 있다.

2. 학습성과와 학습목표 

프로그램 수준

 학습성과(PO)

1.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2.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

교과목 수준

 학습성과(CO)

1. 간호현장에서 다루어지는 약물요법의 목적과 작용 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

2. 약물작용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설명할 수 있다.

3. 임상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약물의 작용, 부작용, 적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약물투여에 관한 제반사항 (작용, 부작용, 투여방법)에 대해 대상자와 가족에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5.  약물작용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각 약물의 유해작용,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임상적 

추론을 실 행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약물작용의 일반원칙을 설명한다. 

2. 약물 투여 경로, 약물의 흡수, 분배, 대사, 배설, 약물의 상호작용과 약물 투여를 고려한 간호 내용을 안다.

3.  약물의 세포 수준에서의 작용원리, 약물 중 수용체 효현제, 길항제의 작용기전을 이해하고 치료지수의 의미와 치료지수가 낮은 

약물을 알고 그에 따른 간호계획을 세울 수 있다. 

4. 항감염증약의 기전과 효과를 안다. 

5. 항균제와 면역치료제의 기전과 효과를 안다.

6. 항암제의 기전과 효과를 안다.

7. 자율신경계통에 작용하는 약물의 기전과 효과를 안다.

8. 순환계통에 작용하는 약물의 기전과 효과를 안다.

9. 호흡계, 소화계에 작용하는 약물의 기전과 효과를 안다.

10. 중추신경계통에 작용하는 약물의 기전과 효과를 안다.

11. 대사에 작용하는 약물의 기전과 효과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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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별 학습 내용 및 학습목표    

주 주요 학습 내용 학습 목표 교수방법 강의교재 및 보조자료 

1 Orientation 및 총론 •  약리학을 정의하고 약리학에서 다루는 범위를 파악하고 약물작용의 일반원칙

을 이해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할 수 있다

•  약물 투여경로, 약물의 흡수, 분배, 대사, 배설, 약물의 상호작용과 약물 투여 시 

고려할 간호내용을 이해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할 수 있다

•  약물의 세포 수준에서의 작용 원리에 대해 이해한다.

•  약물 중 수용체 효현제, 길항제의 작용 기전을 이해하고 치료지수의 의미를 이

해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할 수 있다.

•  약물 중 치료지수가 낮은 약물의 종류를 알고 이에 대한 간호 계획을 세울 수 있

다.

•  신약 개발 및 약물 유전학에 대해 이해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할 수 있다.

강의 및 토의   

2 항감염증약 •  항균작용의 원리를 설명하고 약제 저항성 및 약물선택의 계획을 세우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할 수 있다.

강의 및 토의

3 항감염증약, 면역치료제 •  항균제와 특수 감염증 약물요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할 수 

있다.

•  면역치료제의 기전과 효과를 알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할 수 있다. 

강의 및 토의

4 항암제 •  항암제의 기전 및 종류,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학습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

할 수 있다.

강의 및 토의 퀴즈 I

5 자율 신경계 약물 •  자율신경계의 해부, 신경전달물질의 작용기전 및 생리적 기능을 이해하고 임상

적 추론을 실행할 수 있다.

•  임상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자율신경계 약물의 작용, 부작용, 적용법을 설명하

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할 수 있다. 

강의 및 토의   

6 자율 신경계약물 •  자율신경계 약물작용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약물의 유해작용, 상호작용에 대

한 지식을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근거하여 임상적 추론을 적

용할 수 있다. 

•  자율신경계 약물투여에 관한 제반사항(작용, 부작용, 투여방법)에 대해 대상자

와 가족에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강의 및 토의   

7   •  팀별 프로젝트 발표(환자 및 보호자 교육 자료 작성 발표 및 교육안 I) 강의 및 토의

8      중간 고사

9 순환계 •  울혈성 심부전에 쓰이는 디지털리스, 항부정맥 약물, 항협심증 약물과 고혈압 

약물의 약리작용을 이해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할 수 있다.

강의 및 토의   

10 호흡계, 소화계 •  호흡계통, 소화계통에 작용하는 약물의 작용 기전 및 종류를 이해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할 수 있다.

강의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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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요 학습 내용 학습 목표 교수방법 강의교재 및 보조자료 

11 중추신경계 •  임상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중추신경계 약물의 작용, 부작용, 적용법을 설명하

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할 수 있다.. 

•  중추신경계 약물작용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약물의 유해작용, 상호작용에 대

한 지식을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근거하여 임상적 추론을 적용

할 수 있다. 

강의 및 토의 퀴즈 II

12 중추신경계 •  신경정신질환에 사용되는 중추신경계 치료제들의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약리

학적 응용지식을 학습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할 수 있다.

•  항정신병약물, 진정수면제, 항우울제, 항간질약 등을 분류하고 그 작용기전, 적

응증, 부작용 등을 이해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할 수 있다.

강의 및 토의   

13 물질대사 •  부신피질호르몬, 인슐린, 갑상선 호르몬, 부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이해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할 수 있다.

강의 및 토의   

14   •  팀별 프로젝트 발표(환자 및 보호자 교육 자료 작성 발표 및 교육안 II) & 시나리

오 보고서

15      기말 고사

※ 팀별 프로젝트

- 각 팀별로 주어진 시나리오를 해석하고 약물(각론)의 종류 별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도록 한다.

- 강의 진행 중 팀별로 프로젝트 단계별 진행. 주어진 과제에 대해 토의하고 결과 정리함. 

- 강의 마지막 날에 최종 기획안 발표 후 학생들이 직접 기획안에 대한 평가 실시

 평가기준: 1)정보의 정확성, 2)전달성, 3)환자와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추었는지

4. 교과목 학습성과 별 평가 방법    

학습 성과 가중치 평가 방법 및 반영 비율 점수

1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전문

적 지식을 갖춘다).

80 출석 및 수업준비 필기시험

퀴즈 팀별 프로젝트 

(약물투여와 교육안 발표)

80

2 비판적 사고에 근거하여(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 20 시나리오 보고서 20

합 100 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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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체계         

교과목 수준 학습성과 1 1.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수행준거 수행준거 1. 약물의기전과 효과, 그리고 약물 간호에 대해 설명할 수 있 다.

2. 팀별 프로젝트인 “약물투여와 간호교육안”을 작성할 수 있다.

수행수준 상 :  질병별 약물의 종류, 약물작용 및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교 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중 :  질병별 약물의 종류, 약물작용 및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교 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에 대해 설명을 잘 할 수 없

다.

하 :  질병별 약물의 종류, 약물작용 및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교 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달성목표 전체 중 70%가 중급 이상

평가방법 평가 체계 

개요

1. 지필고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객관식 및 주관식)

2. 팀별 프로젝트 발표

3. 퀴즈

4. 수업준비

5. 출석

측정방법 평가도구 지필고사

(중간, 기말) (60%)

팀별 프로젝트 (약물투여

와 교육안) 발표 (10%)

퀴즈 

(10%)

수업 준비

(10%)

출석

(10%)

채점기준

  

상 90점 이상 9점 이상 9점 이상 9점 이상 결석없음

중 70-89점 7-8.9점 7-8.9점 7-8.9점 1-2회 결석

하 70점 미만 7점 미만 7점 미만 7점 미만 3회 이상 결석

평가결과 개선 수행수준이 ‘하’인 경우 재수강이나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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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수준 학습성과 2 2.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

수행준거 수행준거  약효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약물의 부작용 등과 관련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였을 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수행수준 상 :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원인과 해결방향에 대해 파악하며 논리적 사고를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중 :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원인과 해결방향에 대해 파악하며 논리적 사고를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문제를 일부 해결한

다.

하 :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나 논리적 사고 적용이 되지 않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달성목표  학생의 70%는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논리적 사고를 적용하여 문제해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70% 이상이 

수행수준 “중” 성취)

평가방법 평가 체계 개요 평가개요: 학기에 1회 시나리오 제시 후 해결방안 기술

측정 방법

  

시나리오

아래 평가기준 3개에 대한 상중하의 3단계로 평가항목 평균점수 산출함

1) 주어진 문제상황을 분석적으로 인식하는가?

2)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를 기술할 수 있는가?

3)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가?

4) 약물의 상호작용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간호를 적용할 수 있나?

평가도구 문제상황 분석적 

인식정도 (25%)

약효에 영향을

 주는 인자 

기술능력 (25%)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 

사고 (25%)

약물의 상호작용과 부

작용을 고려한 간호적

용 (25%)

채점기준 상 90점 이상 9점 이상 9점 이상 9점 이상 

중 70-89점 7-8.9점 7-8.9점 7-8.9점

하 70점 미만 7점 미만 7점 미만 7점 미만

평가결과 개선 수행수준이 ‘하’인 경우 재수강이나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