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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standard syllabuses of 4 subjects (Structure and Function of Human Body, Pathogenic Microbiology, Pathophysiology, Mechanisms and Effects of Drug) of bionursing. Methods: We developed standard syllabuses
of 4 subjects through 3 step discussions and analysis. At first each committee for 4 subjects made the syllabus, after then all researchers discussed together. Finally each committee concluded final one. Committee members consisted of professors who teach that
subject at nursing college. Results: Standard syllabus for Biological Nursing I-1 or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I consisted of
3 parts and 9 themes and for Biological Nursing I-2 or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II was 3 parts and 9 themes. Standard syllabus for Biological Nursing II or Pathogenic Microbiology consisted of 8 themes and Biological Nursing III or Pathophysiology consisted of 2 parts and 19 themes. Standard syllabus for Biological Nursing IV or Mechanisms & Effects of Drug consisted of 2 parts and
13 themes. Conclusion: The standard syllabuses and titles of 4 subjects of bionursing need to be disseminated to all the nursing college by Academy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Further researches to investigate curriculum for bionursing and to identify the
effects of 4 standard syllabuses we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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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Suh, 1995). 이와 같이 중요한 교과목인 기초간호자연과학은

됨에 따라 기초간호자연과학 교과목 표준을 제시할 필요가 증대되

교과목의 내용이 의과대학의 축소판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과목에

었다. 한국대학교육협회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기초의학 교과목에

대한 내용과 깊이가 부족함은 물론 간호학 전공과목과의 연계가

대한 학점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나 간호대학의 기초간호과학 교

적절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담당 교수의 잦은 변동으로 인하여

과목에 대한 학점이나 내용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제시된 바가 없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 큰 문제 중 하나이

다. 그러므로 기초간호자연과학에 대한 교과목 표준 마련을 위한

다(Choe & Shin, 1997).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초간호자연과학을 더욱 효율적으

그러나 기존 기초간호자연과학 교과목에 대한 연구결과는 내용

로 교육하고자 간호학을 전공하고 동시에 기초의학을 전공하였거

에 대한 필요도 등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근무부서별로 각 내용

나 간호대학에서 기초간호과학을 교육하는 교수 및 간호학자, 이

의 필요도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일 뿐, 어떠한 순서로 교육이 이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간호학 전공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1998

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학습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

년 기초간호자연과학회를 설립하였다. 그 후 학회에서는 정책연구

이 없기 때문에 학부 교과목의 표준교과내용으로 그대로 사용하기

를 통하여 기초간호자연과학의 교과목을 인체구조와 기능(기초간

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기초간호자연과학 교과목 연구는 유

호자연과학 I), 병원미생물학(기초간호자연과학 II), 병태생리학(기

전학, 유전체학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Kim & Han,

초간호자연과학 III), 약물의 기전과 효과(기초간호자연과학 IV)로

2010; Lea, Skirton, Read, & Williams, 2011; Quevedo Garcia, Greco, &

결정하였으며, 교과 내용 표준화를 목표로 기초간호자연과학 지식

Loescher, 2011), 국내 간호대학의 기초간호자연과학 교과목의 내용

체를 개발하고 있다(Choe et al., 1999). 그동안 임상 간호사들을 대상

을 분석한 연구는 Choe와 Shin (1999)의 연구가 있는데 4년제 대학

으로 학부과정의 인체구조와 기능의 내용별 필요도(Choe et al.,

22개와 3년제 간호전문대 20개 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였고,

1999), 병태생리학, 병원미생물학 및 약물의 기전과 효과에 대한 내

4년제와 3년제의 학제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교과내용을 구성하기

용별 필요도(Choe et al., 2000), 유전학 교육과정 현황과 요구(Hong,

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Byeon, & Na, 2003)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간호사 과정의

특히 2012년에는 3년제 간호학과 중 33개 대학이 4년제 과정으로

병태생리학 교육 요구(Park et al., 2007)와 병태생리학과 약리학 교

학제가 편성되었으므로 이런 시기에 기초간호자연과학의 표준교

육 실태조사(Yi & Cho, 2011)를 실시하였다.

과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현재 기초간호자연과학 교과 내용 표준화를 위하여 가장 시급

연구에서는 국내 간호대학 졸업생들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기

히 요구되는 것은 표준 학습목표와 표준 강의 내용이다. 교과목의

초간호자연과학의 표준 학습목표와 표준 강의내용을 제시하고자

학습목표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으로 교수

시도되었다. 기초간호자연과학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는 전임교

가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의식에서부터 학습내

원이 아닌 경우나 간호학 전공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따라서 강사

용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준거가 된다. 특히 간호학은 사회의 발전

에게 강의를 의뢰하는 내용이 대학별로 매우 다른 실정이므로 표

과 함께 변화하는 건강 개념과 그에 따른 건강요구의 변화를 충족

준 강의계획서를 개발하므로 써 강의 내용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

시키기 위해 교과과정 개념틀 안에서 교과목 목표를 설정해야 할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간호사의 종합적 능력을 전문적으로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초간호자연과학을 구성하고 있는 인체구

평가하는 국가고시 문제의 출제는 간호사들이 학습목표에 따른

조와 기능(기초간호자연과학 I), 병원미생물학(기초간호자연과학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Kim et al., 2004). 비록 기초간

II), 병태생리학(기초간호자연과학 III) 및 약물의 기전과 효과(기초

호자연과학은 간호사 국가고시의 단독 과목은 아니지만, 모든 과

간호자연과학 IV) 4과목에 대한 표준 강의계획서를 개발하고자 시

목의 기초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기초간호자연과학 각 교과

도되었다.

목에 대하여도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학습내용을 구성
하는 작업이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

본 론

이러한 배경 이외에도 기초간호자연과학의 표준교과내용이 요
구되는 이유는 많은 간호대학에서 간호학 전공 교수가 아닌 의과대

본 연구에서는 기초간호자연과학 교과목의 표준 강의계획서 개

학 교수나 외부강사에 의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 내용이

발을 위하여 3단계의 논의과정을 거쳤다. 첫째 소위원회 논의, 둘째

다양하며(Choe & Shin, 1999), 최근 신설 간호학과가 급속도로 증가

전체 연구진 논의, 마지막으로 다시 소위원회 논의의 단계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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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과목별로 기초간호자연과학 I, II, III, IV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는

요도를 점수화하여 나타낸 결과를 참고로 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데, 각 소위원회는 현재 대학에서 그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

수차례 논의를 거쳐 삭제와 포함을 결정하였다. 또한 본 강의계획서

로 구성하였다. 각 소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각 과목별 표

에 학기별 15주 강의를 기본으로 하여 내용별 강의 주수를 표시하

준 강의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소위원회는 1) 선행연구에서 제

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한 결과 각 대학의 상황이 다양하므로 이

시하고 있는 결과 분석, 2)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의계획서를

는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즉, 이 과목을 한 학기에 모두 강의

수집하여 분석, 3) 학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내용을 검토하

하는 경우는 강의계획서에 두 부분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면 된다.

여 학부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와

또한 이 과목을 두 학기로 운영하는 경우는 표에 제시한 대로 기초

같이 선정된 목록들을 다시 그 필요성과 난이도에 따라 대학원 수

간호자연과학 I-1 또는 인체 구조와 기능 I과 기초간호자연과학 I-2

준에 해당하는 것은 없애고 비중이 작아도 되는 것은 병합하여 초

또는 인체 구조와 기능 II로 강의계획서를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안을 만들었다. 그 후 전체 연구자가 모여 초안을 검토하고 논의한

Choe 등(1999)은 인체 구조와 기능의 전체 내용을 90개의 소제목

후 다시 각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최종 표준 강의계

으로 구분하여 임상간호에 필요한 정도를 점수화하도록 하였을 때

획서를 완성하였다.

상위 5위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해질 균형, 혈액의 구성과 기능,
산염기 균형, 혈액 응고 기전과 항응고 기전, 조혈기능이었다. 그러

1. 기초간호자연과학 I 또는 인체 구조와 기능 강의계획서

기초간호자연과학 I 또는 인체 구조와 기능 교과목은 내용이 방
대하여 1과 2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준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강의계획서는 전체적인 교육내용을 제시
한 것이고, 실제로 강의를 진행할 때는 Choe 등(1999)을 근거로 각
내용에 대한 할애 시간을 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Table 1).
기초간호자연과학 I-1 또는 인체 구조와 기능 I은 1부 인체의 구

2. 기초간호자연과학 II 또는 병원미생물학 강의계획서

성으로 인체의 개요, 세포, 조직을, 2부 인체의 지지와 운동은 피부

병원미생물학의 교과목명은 기초간호자연과학회에서 제시한

계통, 골격계통, 근육계통을, 3부 인체의 소통, 조절 및 통합은 신경

(Choe et al., 1999) 기초간호과학 분류체계에 맞추어서 “기초간호과

계통, 감각, 내분비계통을 포함하는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였다. 기

학II 또는 병원미생물학으로 작성하였으며, 교과목의 표준 강의계

초간호자연과학 I-2 또는 인체 구조와 기능 II는 제1부 운반 및 방어

획서는 Table 2와 같다. 9가지의 학습목표와 병원미생물학 소개, 감

로 혈액, 심장과 혈관, 림프계, 인체의 방어와 면역을, 제2부는 호흡,

염과 면역, 병원성 세균, 병원성 바이러스, 병원성 진균과 기생충, 미

영양 및 배설로 호흡계통, 소화계통, 영양과 대사, 체온조절, 비뇨계

생물검사의 이해, 감염예방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통, 체액, 수분과 전해질 균형 및 산염기 균형을, 제3부는 생식과 유
전으로 생식계통과 유전에 대한 학습목표와 내용을 포함하였다.

기초미생물과 임상미생물 교과과정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있었으나, 간호학과의 교과과정상 두 개의 과목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분류 방법은 현재의 대다수의 교재와 강의계획서상에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표준교과과정에 환자로부터의 검체 채집과 미

일반적으로 계통별로 나열되어 있는 분류 방법과는 차이가 있는

생물배양검사방법을 추가하여 임상미생물학이 포함되도록 구성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념을 중심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즉, 인

하였다. 이수학점은 2학점이나 3학점으로 주로 운영되므로 이를 구

체의 구성/인체의 지지와 운동/인체의 소통, 조절 및 통합/운반 및

분하지는 않았고 각 주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하되 2학점인 경우

방어/호흡, 영양 및 배설/생식과 유전으로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에 대한 조정이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

계통별 구조와 기능을 포함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류는 Choe 등

호학과 교재로 사용되는 미생물학의 구성 체계는 감염질환별로 되

(1999)의 항상성/인체의 기본 구성/활동과 운동/조절과 통합/산소

어 있기도 하고 미생물 종류별로 열거되어 있기도 한데, 본 연구에

화작용/소화 및 에너지 대사/체온조절/체액과전해질/저항/유전을

서 개발한 표준교과과정은 대한미생물학회와 기초간호자연과학

근간으로 하여 묶을 수 있는 개념은 통합하고, 다시 분류가 필요한

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교재(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

부분은 조합하여 최종적으로 위에 제시한 것과 같이 완성하였다.

ence & Korean Society for Microbiology, 2011)에 맞추어서 미생물별

이러한 개념별 분류는 단순히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개별적인 계

로 분류한 구성체계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통별로 익히는 것 보다는 통합적으로 익힐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
고 생각된다.
또한 강의계획서에 포함한 내용은 Choe 등(1999)이 각 내용별 중
www.bionursing.or.kr

각 단락별로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항균제 작용기전과 내성기전이 모두 미생물 특성이나 유
전과 관련이 되므로 이 부분을 표준교과과정에 포함하였고, 내성
http://dx.doi.org/10.7586/jkbns.2013.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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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ndard Syllabus for Biological Nursing I or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1) Biological Nursing I-1 or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I
Subject

Biological Nursing I-1 or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I

Learning Objectives

1. 인체의 구성을 안다

Contents
3) 뼈의 기능
4) 뼈의 발달

1) 인체의 구성 단계를 안다

5) 뼈의 재형성

2) 인체의 구조와 기능의 상호관계를 안다.

2. 인체의 뼈대

3) 인체의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안다.

1) 몸통뼈대 (체간골격)

4)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안다.

2) 팔다리뼈대 (체지골격)

2. 인체의 지지와 운동에 관여하는 구조 및 기능을 안다.

3. 관절

1) 피부와 부속기를 안다.
2) 인체를 이루는 뼈대의 구조와 기능을 안다.

1) 섬유관절

3) 인체를 이루는 관절의 구조와 기능을 안다.

2) 연골관절

4) 인체를 이루는 근육의 구조와 기능을 안다.

3) 윤활관절
4) 인체의 관절: 몸통관절, 팔다리관절

3. 인체의 소통, 조절 및 통합 기전을 안다.
1) 신경세포의 전기적 활동과 시냅스 전달을 안다.

3. 근육계통

2. 뼈대근의 수축

3) 말초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안다.

3. 근육 수축을 위한 에너지원

4) 반사작용을 안다.

4. 민무늬근(평활근)

5) 자율신경계의 분류와 기능을 안다.

5. 인체의 근육

6) 감각기의 구조와 기능을 안다.

1) 뼈대근 이름의 의미

7) 내분비계통의 구조와 기능을 안다.

2) 몸통근육(체간근육)
3) 팔다리근육(체지근육)

Contents
1부 인체의 구성
1. 인체의 개요

3부 인체의 소통, 조절, 및 통합
1.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개요

1. 신경계통

2. 인체의 구조적 구성 단계

2. 세포

2. 신경생리학
1) 신경의 흥분성

4. 항상성

2) 활동전압의 전도

5. 인체의 구성 용어

3) 시냅스 전달

1. 세포의 기본구조

3. 중추신경계

2. 세포막

4. 말초신경계

3. 세포질

5. 반사

2) 세포포함체

6. 자율신경계
2. 감각

2. 일반감각

5. 세포성장 및 세포분열

3. 특수감각

1. 세포외 바탕질

1) 시각

2. 상피조직

2) 청각 및 평형감각

3. 결합조직

3) 미각

5. 신경조직

4) 후각
3. 내분비계통

1. 내분비계통의 구성

6. 신체막

2. 호르몬의 작용기전

7. 조직재생

3. 뇌하수체

2부 인체의 지지와 운동

2. 골격계통

1. 감각수용체

4. 핵

4. 근육조직

1. 피부계통

1. 신경계통의 구성

3. 생명유지

1) 세포소기관

3. 조직

1. 뼈대근(골격근)의 구조

2) 중추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안다.

4. 갑상선
1. 피부의 구조

5. 부갑상선

2. 피부의 기능

6. 부신

3. 피부 부속물

7. 췌장

1. 뼈

8. 생식선

1) 뼈의 종류

9. 송과선

2) 뼈의 구조

10. 흉선

(Continued to the next page)
www.bionurs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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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from the previous page) Standard Syllabus for Biological Nursing I or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2) Biological Nursing I-2 or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II
Subject

Biological Nursing I-2 or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II

Contents

Learning Objectives

1. 운반 및 방어에 관여하는 구조와 기능을 안다.

2부 호흡, 영양 및 배설

1) 혈액의 구성 및 기능을 안다.

1. 호흡계통

1. 호흡기계 구조

2) 심장과 혈관의 구조 및 기능을 안다.

2. 폐환기

3) 혈액순환의 기능을 안다.

3. 가스교환

4) 림프계의 구조 및 기능을 안다.

4. 혈액의 가스 운반

5) 인체의 방어와 면역 기전을 안다.
2. 호흡, 영양 및 배설에 대하여 안다.

5. 호흡의 조절
2. 소화계통

1. 소화기계의 구성

1) 호흡계통을 구성하는 기관의 구성 및 구조, 기능을 안다.

2. 소화기계의 구조와 기능

2) 소화계통을 구성하는 기관의 구성 및 구조, 기능을 안다.

1) 입, 인두, 식도

3) 영양과 대사, 체온조절을 안다.

2) 위

4) 비뇨계통을 구성하는 기관의 구성 및 구조, 기능을 안다.

3) 소장

5) 체액, 수분과 전해질 균형 및 산염기 균형의 기전을 안다.

4) 대장

3. 생식과 유전을 안다.

5) 부속기관

1) 남성생식기의 구조와 기능을 안다.

3. 소화

2) 여성생식기의 구조와 기능을 안다.

1) 기계적 소화

3) 유전을 안다.

2) 화학적 소화

Contents
1부 운반 및 방어
1. 순환계통

4. 흡수
3. 영양, 대사 및 체온조절

1. 영양소
2. 대사

1. 혈액
1) 혈액의 구성과 기능

3. 에너지 균형

2) 혈장
3) 혈액의 세포성분

4. 체온조절
4. 비뇨계통

1. 신장의 구조

4) 혈액응고

2. 신장의 기능

5) 혈액형

1) 요형성

2. 심장

2) 요농축

1) 심장의 구조

3. 요로

2) 심장의 혈액공급

1) 요관

3) 심근섬유의 특징

2) 방광

4) 심장의 전기적 활동

3) 요도

5) 펌프로서의 심장
3. 혈관

4. 배뇨 기전
5. 수분, 전해질 균형과 산염기 균형

2. 수분 균형

2) 순환의 생리

3. 전해질 균형

(1) 혈류
(2) 혈압
(3) 말초 저항

4. 산-염기 균형
3부 생식과 유전
1. 생식계통

3) 혈압

1) 정자 발생

5) 모세혈관의 혈류역학

2) 호르몬 조절

6) 인체의 혈관

3. 여성생식기 구조

(1) 동맥

4. 여성생식 생리

(2) 정맥

1) 난자발생

4. 림프계

2) 여성생식주기

1) 림프관

3) 여성호르몬

2) 림프절
3) 림프기관
1. 비특이적 방어
2. 특이적 방어
1) 자연면역과 획득면역
2) 체액성 면역
3) 세포매개 면역

www.bionursing.or.kr

1. 남성생식기 구조
2. 남성생식 생리

4) 조직의 혈류

2. 면역계통

1. 체액

1) 혈관의 구조와 기능

5. 유방
2. 유전

1. 염색체
2. 유전자
3. 유전자 발현
1) 유전형질
2) 성염색체 유전
3) 상동염색체 유전

http://dx.doi.org/10.7586/jkbns.2013.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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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ndard Syllabus for Biological Nursing II or Pathogenic Microbiology

기전의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균유전학도 같은 주제로

Subject

Biological Nursing II or Pathogenic Microbiology

유병률이 낮고 일부 대학이나 교과서에서는 미생물학과 기생충학

개요

간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병원미생물(세균, 바이러스,
진균)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 병원체에 대한 방어기전을
학습한다.

Learning Objectives

1. 병원미생물의

발전과정을 학습하고, 간호에서
병원미생물학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2. 감염원에

대한 숙주의 선천적 방어기전과 경험을 통해
획득하는 특이 면역기전을 이해한다.

포함시켰고,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기전, 역학적 특성, 원인미생물, 주
요예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권장하였다.

Contents
1. 병원미생물학의 발달

병원감염, 감염, 진균, 세균, 미생물의 분류와 명명법이 임상간호
사가 필요로 하는 병원미생물학 내용의 상위 5위이다(Choe et al.,
2000).
3. 기초간호자연과학 III 또는 병태생리학 강의계획서

기초간호자연과학 III 또는 병태생리학 교과목의 표준 강의계획

2. 간호와 미생물

서는 Table 3과 같다. 1부는 질병과정의 기본 개념으로 세포손상, 염

1. 면역반응의 기본요소

증, 감염, 면역기능장애, 종양, 수분, 전해질, 산-염기 불균형, 순환장

2.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3. 감염에 대한 인체의 반응

애, 스트레스와 질병과정을 포함하며, 8가지의 학습목표를 제시하

4. 백신의 유형과 권장 예방접종

였다. 2부는 인체 계통의 병태생리로 순화계통, 혈액 및 림프계통, 호

1. 세균의 구조와 기능
2. 세균의 영양, 성장, 신진대사
3. 세균의 분류와 명명
4. 정상균무리와 기회감염
5. 세균유전학
6. 항균제 작용기전과 내성기전
1. 그람양성알균: 포도알균, 사슬알균, 장알균
2. 그람음성막대균: 장내세균
3. 기타

그람음성막대균: 비브리오, 슈도모나스와 기타
유사세균, 캄필로박터와 헬리코박터, 아시네토박터,
레지오넬라
4. 그람양성막대균

흡계통, 소화계통, 비뇨계통, 내분비계통, 근골격계통, 생식계통, 눈,
귀, 및 피부계통, 유전질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10가지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표준 강의계획서는 전체 교육 내용을
나타낸 것이고, 각 내용에 대한 할애 시간 및 강조 정도는 간호사들
이 병태생리학 내용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제시한 다음의 선행연
구를 근거로 각 대학의 상황에 맞추어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

5. 그람음성알균

라 생각한다. 즉, 병태생리학 내용 중 혈전과 혈전증, 색전과 색전증,

6. 무산소세균

경색, 염증, 종양의 진전과 전이가 임상간호사가 필요로 하는 세부

7. 미코박테륨과 노카르디아
5. 병원성 바이러스 I

루어지기도 하지만, 학교마다 모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

5. 인체

감염발생에 중요한 세균의 분류, 각각의 특성을
이해한다.

9. 의료관련

감염의 발생기전, 역학적 특성, 원인 미생물,
주요 관리 및 예방방법을 학습한다.

4. 병원성 세균 II

염관리에 대한 내용은 기본간호학이나 성인간호학에서도 일부 다
어 “감염예방 및 관리”라는 제목하에 표준교과과정에 내용을 일부

8. 환자로부터의

검체 채취방법, 일반적인 미생물검사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한다.

3. 병원성 세균 I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원충과 윤충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감

4. 세균의

유전학, 항균제의 작용기전과 내성기전을
이해한다.

7. 인체

감염에서 중요한 진균의 특성과 기회감염에 대하여
이해한다.

2. 감염과 면역

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국내외에서 말라리아 등의 감염질환이 계속

3. 세균의

구조와 기능, 대사와 성장 등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한다.

6. 바이러스의

구조, 인체감염에서 중요한 바이러스의
특성을 이해한다.

1. 병원미생물학 소개

분류하였다. 기생충에 의한 감염질환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보다는

8. 스피로헤타, 마코플라스마, 리케챠, 클라미디아

내용 상위 5위이고(Choe et al., 2000), 수분 불균형, 심장질환, 순환장

1. 바이러스의 구조, 분류, 증식

애, 동맥질환, 전해질 불균형은 전문간호사가 요구하는 내용 중 상

2. 외피보유 DNA바이러스
3. 외피비보유 DNA바이러스

위 5위 이었다(Park et al., 2007). 한편 Yi와 Cho (2011)는 전문간호사

4. 외피보유 RNA 바이러스

과정 학생은 순환장애 및 심혈관계 질환, 감염, 수분 전해질 산-염기

5. 외피비보유 RNA 바이러스
6. 신변종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프리온
6. 병원성 진균과 기생충 1. 진균의 구조와 형태, 분류, 생식

불균형, 호흡기계 질환, 염증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2. 진균감염증
3. 주요 기생충: 원충(protozoa), 윤충(helminths)
7. 미생물검사의 이해

1. 환자로부터의 검체 채취 방법
2. 미생물검사방법:

현미경 검사, 배양검사,
항균제감수성검사, 분자생물학적 검사, 혈청학적 검사

8. 감염예방 및 관리

1. 의료관련감염

발생기전, 역학적 특성, 원인미생물, 주요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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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간호자연과학 IV 또는 약물의 기전과 효과 강의계획서

기초간호자연과학 IV 또는 약물의 기전과 효과 교과목의 표준
강의계획서는 Table 4와 같다. 학습목표는 모두 11가지를 제시하였
고, 1부 총론과 2부 각론으로 구분하여 총론에서는 기본적인 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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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간호자연과학 4개 교과목(인체 구조와 기능, 병원미생물학, 병태생리학, 약물의 기전과 효과) 표준 강의계획서 개발

Table 3. Standard Syllabus for Biological Nursing III or Pathophysiology
Subject

Biological Nursing III or Pathophysiology

Learning Objectives

1. 질병 과정의 기본 개념을 안다.

Contents
2) 심근경색증
3) 부정맥

1) 세포손상에 대하여 안다.

4) 심부전

2) 염증에 대하여 안다.

2. 동맥혈관 질환

3) 감염에 대하여 안다.

1) 고혈압

4) 면역기능장애에 대하여 안다.

2) 죽상경화증 및 동맥경화증

5) 종양에 대하여 안다.

3. 정맥혈관 질환

6) 수분·전해질·산-염기 불균형에 대하여 안다.
7) 순환장애에 대하여 안다.

1) 정맥류

8) 스트레스가 질병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안다.
2. 인체계통 질환의 병태생리를 안다.

2) 혈전성정맥염
2. 혈액 및 림프계통 질환

1) 순환계통의 질환의 병태생리에 대하여 안다.

1) 빈혈

2) 호흡계통의 질환의 병태생리에 대하여 안다.

2) 백혈병

3) 소화계통의 질환의 병태생리에 대하여 안다.

3) 혈액 응고 장애

4) 비뇨기계통의 질환의 병태생리에 대하여 안다.

2. 림프계질환

5) 내분비계통의 질환의 병태생리에 대하여 안다.

1) 림프종

6) 신경계통의 질환의 병태생리에 대하여 안다.
7) 근골격계통의 질환의 병태생리에 대하여 안다.

2) 비호지킨질환
3. 호흡계통 질환

8) 생식계통의 질환의 병태생리에 대하여 안다.

2) 폐결핵

10) 유전질환의 병태생리에 대하여 안다.

2. 만성폐쇄성폐질환

Contents

1) 폐기종

1부 질병과정의 기본 개념

2) 만성기관지염
1. 세포손상의 원인

3) 기관지확장증

2. 세포손상의 기전

2. 염증

4) 천식

3. 세포손상의 형태

3. 폐색전증과 폐부종

4. 세포 적응

4. 폐확장장애

1. 염증 반응

1) 무기폐

1) 국소반응

2) 기흉

2) 전신반응
2. 급성 염증

5. 폐암
4. 소화계통 질환

3. 만성염증

2) 위질환: 위염, 소화성 궤양, 위암

1. 감염의 발생기전

2. 하부위장관 질환

2. 감염원과 감염질환

1) 장염

3. 병원감염
4. 면역기능장애

2) 대장염

1. 과민성반응

3) 충수염

2. 자가면역질환

4) 대장암

3. 장기이식 거부반응

3. 간, 담낭 및 췌장 질환

4. 면역결핍
5. 종양

1) 간질환: 간염, 간경변증, 간암

1. 종양의 분류와 명칭

2) 담낭질환: 담낭염, 담석증

2. 종양의 발생 기전
3. 종양의 성장과 전이
4. 악성 종양의 등급과 병기
6. 수분, 전해질, 산-염기
불균형

3) 췌장질환: 췌장염
5. 비뇨계통 질환

3. 사구체신염, 신우신염

2. 전해질 불균형

4. 신증후군
5. 신부전

1. 출혈

6. 요실금

2. 충혈 및 울혈
3. 혈전증

8. 스트레스와 질병과정

6. 내분비계통 질환

1. 뇌하수체 질환

4. 색전증

2. 갑상선 질환

5. 경색증

3. 부갑상선 질환

6. 쇼크

4. 부신질환
5. 당뇨병

1. 스트레스 반응
2. 스트레스와 질병

7. 신경계통 질환

1. 손상
1) 두부손상

2부 인체 계통의 병태생리
1. 순환계통 질환

1. 요로감염
2. 신결석

1. 수분 불균형
3. 산-염기 불균형

7. 순환장애

1. 상부 위장관 질환
1) 식도질환: 식도-위역류

4. 염증 복구
3. 감염

1. 감염성 질환
1) 폐렴

9) 눈, 귀 및 피부계통 질환의 병태생리에 대하여 안다.

1. 세포손상

1. 혈액질환

1. 심장 질환

2) 척수손상

1) 협심증

2. 뇌혈관 질환

(Continued to the next page)
www.bionurs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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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from the previous page) Standard Syllabus for Biological Nursing III or Pathophysiology

Table 4. Standard Syllabus for Biological Nursing IV or Mechanisms &
Effects of Drug

Contents

Subject

Biological Nursing IV or Mechanisms & Effects of Drug

교과목 개요

간호현장에서 다루어지는 약물에 대한 기초이해를 바탕으로, 각
계통별 질환들에 대한 전형적인 약물요법을 파악함으로써, 실제
약물요법을 받고 있는 간호대상자들에게 전문가적인 간호를
수행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갖춘다.

1) 허혈성 질환
2) 출혈성 질환
3. 뇌염/뇌막염
4. 간질
5. 만성 퇴행성 질환

Learning Objectives 1) 약물요법 이해의 기초가 되는 개념들에 관해 정확히 안다.
2) 항감염증약의 기전과 효과를 안다.

1) 파킨스씨 병

3) 항암제의 기전과 효과를 안다.

2) 알츠하이머 병

4) 면역치료제의 기전과 효과를 안다.

3) 다발성 경화증

5) 항알레르기제와 항염증제의 기전과 효과를 안다.

6. 근육위축가쪽경화증(루게릭병)
8. 근골격계통 질환

6) 신경계통에 작용하는 약물의 기전과 효과를 안다.

1. 골·관절질환

7) 순환계통에 작용하는 약물의 기전과 효과를 안다.

1) 골관절염

8) 호흡계통,

소화계통 및 생식계통에 작용하는 약물의 기전과
효과를 안다.

2) 류마티스 관절염
2. 근육질환

9. 생식계통 질환

9) 물질대사에 작용하는 약물의 기전과 효과를 안다.

1) 근이영양증

10) 피부과용 약, 안과용 약물의 기전과 효과를 안다.

2) 중증근무력증

11) 응급시 사용되는 약물과 소독약의 기전과 효과를 안다.

1. 여성생식기계 질환
1) 자궁내막염

Contents
1부 총론

2. 약물작용의 원리

3) 골반염증성질환

3. 약물의 체내순환

4) 자궁경부암, 유방암

4. 약효에 영향을 주는 인자

2. 남성생식기계 질환

5. 유해 약물작용

1) 전립선 비대증
2) 전립선암
10. 눈, 귀 및 피부계통
질환

1. 눈의 질환

6. 신약개발 및 약물 유전학
2부 각론
1. 항감염증약

1. 항미생물요법 기초
1) 항균작용의 원리

1) 백내장

2) 약제 저항성 및 약물선택

2) 녹내장

2. 항균제 각론

3) 망막변성

1) 페니실린계 항생제

2. 귀의 질환
1) 중이염

2) Cephalosporins계 혹은 유사항생제

2) 메니에르병

3) Aminoglycoside antibiotics
4) Tetracycline계 항생물질

3. 피부계통 질환

5) Macrolide계 항생물질

1) 건선

6) 기타항생물질

2) 아토피성 질환
11. 유전질환

1. 약물요법의 목적

2) 자궁내막증

3. 특수 감염증 약물요법

1. 염색체 질환

1) 항결핵제

1) 상염색체 질환

2) 항진균제

2) 성염색체 질환
2. 대사이상

3) 항바이러스제
2. 항암제

1. 항암약물요법 기초
1) 항암작용의 기전

념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교육하고 전체교과목운영의 10% 내외에

2) 약물내성
2. 항암제 각론

서 강의되기를 제안한다. 각론에서는 약물의 작용기관과 임상적용

1) 알킬화제
2) 대사억제제

에 맞춘 순서로 강의할 수 있도록 항감염증약, 항암제, 면역치료제,

3) 항생제

항알레르기제, 항염증제, 신경계통 약물, 순환계통, 호흡계통, 소화
계통, 생식계통 약물, 물질대사작용 약물, 피부과용 약, 안과용 약,
응급 시 사용되는 약물, 소독약 순서로 하였다.

4) 식물 알칼로이드
5) 호르몬제 및 기타 표적 치료제
3. 면역치료제

1) 특이적 면역억제제
2) 비특이적 면역억제제

건강의료서비스의 환경변화로 새로운 약물이 계속 소개되고, 약

2. 면역강화제

물요법의 경향 변화가 계속된다는 측면에서, 학부의 약물의 기전과

1) 인체 면역글로불린제
2) 인터페론

효과 강의는 기본적인 약물이해의 사고틀과 원형약물에 대한 이해

3) 인터루킨-2
4) 과립구 콜로니 자극인자

틀을 갖도록 교육하며, 임상의 실제약물치료는 빈도가 높은 질환
에 대해서만 약물요법이해의 사고틀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개략
적으로 소개하는 정도로 강의하는 것이 2학점의 학과운영 및 학습
www.bionursing.or.kr

1. 면역억제제

4. 항알레르기제,
항염증제

1. 항히스타민제와 항알레르기제
1) 항히스타민제의 작용기전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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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from the previous page) Standard Syllabus for Biological Nursing IV or Mechanisms & Effects of Drug
Contents

Contents
2) H1길항제

3. 울혈성심부전 치료제

3) H2길항제

4. 항부정맥제

4) 항알레르기제

5. 이뇨제
1) 삼투성 이뇨제

2. 염증과 항염증제

5.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1)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2) 근위세뇨관에 작용하는 이뇨제

2)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3) 헨레고리에 작용하는 이뇨제
4) 집합관에 작용하는 이뇨제

1. 신경을 통한 정보전달

6. 지질이상증 치료제

2. 자율신경계와 약리작용

1) 항혈액응고제

3. 교감신경계에 작용하는 약

2) 혈전용해제 및 항혈소판제

1) 아드레날린성 효능제

3) 지혈제

2) 항아드레날린성 작용제
4. 부교감신경에 작용하는 약물

8. 호흡계통, 소화계통

1) 콜린성 효능제

및 생식계통에

2) 항콜린성효능제

작용하는 약물

작용하는 약물

1) 소화성궤양 치료제

2) 국소마취제

2) 건위. 소화제와 위장관 운동 촉진제

1. 중추신경계의 작용과 약물

3) 항구토제

2. 전신마취제

4) 하제와 지사제
5) 궤양성대장염 치료제. 클론병 치료제
6) 항기생충제

2) 정맥 내 마취제

3. 생식계통에 작용하는 약물

3. 수면제와 항불안제

1) 성호르몬 제제

1) 수면제

2) 자궁수축제

2) 항불안제
3) 벤조다이아제핀계와 바르비투르산 유도체의 작용점
4. 항정신병약

9. 물질대사에
작용하는 약물

4) 골다공증 치료제

2) 조증상태에 사용하는 약

2. 치료제로서의 비타민

6. 파킨슨증후군 치료제

1) 지용성 비타민

7. 항간질약

2) 수용성 비타민

8. 마약성 진통제
2) 합성마약* (synthetic narcotics)

1) 당뇨병 치료제
3) 뇌하수제 호르몬

1) 우울상태에 사용하는 약

1) Opium alkaloids

1. 호르몬 및 호르몬 길항제
2) 갑상선 질환 치료제

5. 항우울제

작용하는 약물

2) 진해제. 거담제. 호흡촉진제

1) 근이완제

1) 흡입마취제

7. 순환계통에

1) 기관지천식 치료제
2. 소화계통에 작용하는 약물

5. 근이완제.국소마취제

6. 중추신경계에

1. 호흡계통에 작용하는 약물

10. 피부과용 약.

1. 피부과용약

안과용 약

2. 안과 외용약

3) 비마약성 합성진통제

11. 응급 시 사용되는 약물 1. 응급시 사용되는 약물

4) 마약길항제성 호흡촉진제

12. 소독약

1. 소독약

1. 항고혈압제
2. 협심증 치료제

성과 차원에서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있다.

임상간호사는 병태생리학, 병원미생물학, 약물의 기전과 효과에

약물의 기전과 효과 내용 중 전문간호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한 내용 중 약물의 기전과 효과에 대한 내용의 필요성을 높게 응

내용 중 상위 5위는 순환계질환 약물요법, 호흡기계질환 약물요법,

답하였다(Choe et al., 2000). 이 연구에서 세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

약물작용의 기본원리, 신경계질환 약물요법, 감염질환 약물요법 순

을 72개로 세분하여 필요도를 점수화한 결과 점수의 차이가 크지

이었다.

는 않았지만 상위 10위까지 약물의 기전과 효과 9개, 병원미생물학
1개 이었고, 상위 20위까지는 약물의 기전과 효과 14개, 병태생리학

결 론

4개, 병원미생물학 2개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간호사는 약물
의 기전과 효과에 대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본 연구는 학부과정의 기초간호자연과학 교과목에 대한 표준

났다. 또한 Yi와 Cho (2011)에서도 전문간호사가 인지하는 교과목

강의계획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기초간호자연과학 I,

중요도는 병태생리학 2.48점, 약물의 기전과 효과 2.71점으로 나타

II, III, IV의 학습목표와 강의내용을 포함하는 표준 강의계획서를

나 약물의 기전과 효과에 대한 간호사의 요구도가 큰 것임을 알 수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초간호자연과학 교육의 표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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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경숙· 정재심· 최명애 외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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