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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전공

http://nursing.ewha.ac.kr
02. 3277. 2873/2875

간호학전공은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치료적 돌봄 관계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건강회복, 고통 경감 및 

안녕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간호 실무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 현장에서 지도자적 역량을 발휘하도록 간호과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예술과학 등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며, 병원, 학교, 기업, 정부 및 연구기관 등에서의 실질적인 간호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업에 필요한 
적성

보건의료분야에 관심이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 질병이 아닌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고자 하는 학생이 오면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진로현황   병원간호사, 전문 간호사(가정, 감염,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응급, 정신, 종양, 중 환자, 호스피스, 임상, 

아동), 보건 교사, 보건직 공무원(보건 간호사), 보건 진료원, 보험 심사 간호사, 산업 간호사, 간호장교, 조산사, 

노인요양 방문 간호사, 노인요양 기관시설장, 보육시설 기관장, 보건 행정가, 연구원, 대학교수 등

대표기업/기관   이대목동병원, 이대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보건복지부 등

취득자격증   간호사 면허증, 보건교사 자격증, BLS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전망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간호사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급성, 만성 질환 환자에 대한 돌봄 제공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감염병 관리, 노인 및 치매 환자의 건강관리 

등에 더 많은 간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교과목 인간성장발달, 인체구조와생리I·II, 통일과다문화사회, 미생물학, 의사소통과 

협력관계,건강과문화예술, 건강통계, 세계보건의료와간호전문직, 병태생리학, 

기본간호학, 약리학

전공기초

간호학연구, 간호정보, 생명윤리와간호, 보건의료법, 간호관리학공통

성인건강간호학, 정신건강간호학, 모성건강간호학, 아동건강간호학, 

지역사회건강간호학, 노인간호학
세부분야(이론)

이론

실습

Health Assessment & Practice, 기본간호학및실습, 간호관리학 실습, 

통합적임상간호시뮬레이션, 자기주도선택실습, 자기주도통합실습(캡스톤디자인)
공통

성인건강간호학실습, 정신건강간호학실습, 모성건강간호학실습, 임상간호실습입문, 

아동건강간호학실습, 지역사회건강간호학실습, 노인간호학실습
세부분야(실습)

학과포인트

부설연구소

이화간호과학연구소   여성, 아동, 성인, 노인, 정신 및 지역사회 등 각 분야의 간호이론을 개발하고, 임상 

실무연구를 촉진하는 동시에 연구 및 학술 교류를 통하여 간호 교육 및 실무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

주요실적

2017년 한국 간호 교육평가원 5년 인증 획득

해외교류 현황

APAHL(Asian-Pacific Alliance of Health Leaders)   매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간호, 건강 관련 

대학의 학부생 중심 포럼

일본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Osaka University, Kawasaki University of Medical Welfare, 

Miyazaki Prefectural Nursing University, School of Nursing, LKS Faculty of Medicine 

홍콩   University of Hong Kong 

중국   Peking Union Medical College

태국   Khon Kaen University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Elmhurst Hospital Cent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Duke 

University, Texas Woman’s University, University of Washington

독일   University of Cologne

캄보디아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간호사는 병원에서만 일을 하나요?

많은 수의 본교 졸업생들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정 기간의 임상과 교육 후 

욕창전문간호사, 감염관리 간호사, 법무간호사 등 세분화된 영역에서 일을 할 수도 있으며, 사회에서 국회 보좌관, 간호사무관, 

보험심사평가원, 제약회사 임상시험요원 등 다양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전문 간호사’는 임상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후 자격 시험을 통해 ‘전문 

간호사’ 자격을 받은 자입니다. 본교에는 임상, 노인, 정신,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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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건강간호학전공

http://nursing.ewha.ac.kr
02. 3277. 2873/2875

글로벌건강간호학전공은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치료적 돌봄 관계를 통하여 대상자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건강 회복, 고통 

경감 및 안녕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간호 실무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직 일반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개인, 지역, 사회, 국가 및 전 인류의 건강에 대한 이익을 

최대화시키면서, 보건의료 정책, 경영 및 행정 분야의 국제적 역량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업에 필요한 
적성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돌보는 정직하고 신뢰성이 뛰어난 학생,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창의적인 학생,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도전하는 

진취적인 학생이 오면 좋습니다.

진로현황   건강보험 정책 실무자, 간호대학 교수, 간호사, 국회의원, 보건관련 연구자, 보건의료 입법전문가, 

보건의료 관련 민간기업체 전문가, 보건정책 전문가 및 행정가, 국제 보건 관련 전문가

대표기업/기관   이대목동병원, 이대서울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보건소, 

보건의료전문법제처,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국제 

협력단(KOICA), KOPHI, UN, WHO, UNICEF

취득자격증   간호사면허증, BLS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전망 인재 양성,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일반 간호사의 역할뿐 아니라 보건 정책, 경영, 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 과학 

지식과 국제성을 겸비한 국내·외 보건 의료 분야의 경쟁력 있는 전문가로서 건강 관련 미래 여성 지도자를 배출합니다.

학과포인트

주요실적

2017년 한국간호교육평가원 5년 인증 획득

해외교류 현황

APAHL(Asian-Pacific Alliance of Health Leaders)   매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간호, 건강 관련 

대학의 학부생 중심 포럼

Southeast and East Asian Nursing Education and Research Network(SEANERN)

일본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Osaka University, Kawasaki University of Medical Welfare, 

Miyazaki Prefectural Nursing University, School of Nursing, LKS Faculty of Medicine

중국   Peking Union Medical College

태국   Khon Kaen University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Elmhurst Hospital Cent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Duke 

University, Texas Woman’s University

독일   University of Cologne

캄보디아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학과 활동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 실습   지구촌 보건의료 관련 문제점을 알아보고 국내외 보건의료의 최신경향을 이해하기 

위해 국제 보건 조직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제공

GNSF(Global Nursing Student Forum)   글로벌건강간호학전공의 재학생들이 미래의 간호사를 꿈꾸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국내외의 간호 이슈와 정책,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직접 기획 및 개최한 포럼

 글로벌건강간호학전공은 간호학전공과 어떻게 다른가요?

글로벌건강간호학전공은 간호학의 영역이 질병 자체가 아닌 개인 이외의 가족, 지역 사회 나아가 국가 및 전 세계 인류를 대상자로 보는 

관점으로 확장하여 접근합니다. 따라서 글로벌건강간호학은 보건 행정 및 정책 전문가, 건강보험 정책, 보건의료입법, 보건의료관련 

민간기업체, 국제보건 관련 기관, 보건 관련 연구자, 간호대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배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건강간호학전공 졸업 후 간호사 면허증 소지가 가능한가요?

글로벌건강간호학전공과 간호학전공 모두 각각의 전공에서 제시한 135학점을 이수할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국내외에서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교과목

실습

공통
Health Assessment & Practice, 기본간호학및실습, 자기주도선택실습, 

국제교류및협력사업실습(캡스톤디자인), 임상간호실습입문, 간호관리학실습

세부분야(실습)
성인건강간호학실습, 정신건강간호학실습, 모성건강간호학실습, 

아동건강간호학실습, 지역사회건강간호학실습, 노인간호학실습

이론
공통 기본간호학, 간호학연구, 보건의료법, 간호관리학, 글로벌건강관리프로그램기획

세부분야(이론)
성인건강간호학, 정신건강간호학, 모성건강간호학, 아동건강간호학, 

지역사회건강간호학, 노인간호학

인간성장발달, 인체구조와생리 I·II, 통일과다문화사회, 미생물학, 

의사소통과협력관계, 건강과문화예술, 건강통계, 세계보건의료와간호전문직, 

병태생리학, 약리학, 생명윤리와간호

전공기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