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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반영비율(%)
 시험 (중간고사, 학기말 고사) 각 35%
 레포트: 15%
 출결: 15%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지각 1회는 –1점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계산한다

출석미달 기준  전체 학습의 1/4 이상을 결석한 경우, 학점 취득이 불가능하다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간호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의료관광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환자도 증

가하고 있으며 간호사 역시 해외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 환자 간호에 초점을 두어 환자 간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국제간호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강의와 동영상

  다양한 외국 환자에 대한 사례 제시

  의료관광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환자 입원 병원의 방문을 통한 관찰

강 의 계 획 서

Ⅰ. 강의 목적 및 개요

Ⅱ. 강의 진행방법

Ⅲ. 교재

Ⅳ. 참고도서

Ⅴ. 평가방법 



주 학습내용 교재(page)
활동사항
/과제물

1

Ⅰ. 국제간호의 개념 (Concept of Global Nursing)
  1. 국제간호에 대한 이해 ( Undersstanding of Global 
Nursing)
  2. 국제간호 관련 용어( Terminology of Global Nursing)

 1-8
 오리엔테이션
과제물 제시

2
Ⅱ. 국제간호의 배경 (Backgroung of Global Nursing)
  1. 국제간호의 등장 배경 (Bckground of Global Nursing)

 9-20
 외국의 의료
관광 사례 
동영상 관찰

3
  2. 국제간호의 필요성과 요구 (Necessity of Global Nursing)
  3. 국제간호에서의 간호진단 (Nursing diagnosis of Global 
Nursing)

 21-28  

4

Ⅲ. 국제간호 제공시의 기술 (Skill of Global Nursing 
Providing)
  1. 대인관계 (Social Relationship) 
  2. 문화적 고려 (cultural Consideration)

 29-32  

5   3. 의료분쟁의 예방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s)  33-48  

6
Ⅳ. 국제간호 실습의 기초 (Foundation of Global Nursing 
Practice)
  3. 환자 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 of Patients)

 59-91  

7   4. 환자 응대 및 검사 시행 ( Labarotory Test)  113-163  

8   5. 외국인 가정의학 상담 (Counselling of Health Problems)  164-184  

9
 ▶- 의료관광을 위해 확인해야 할 내용 (Consents to check 
for Medical Tourism)
▶JCI 병원 인증 기준 (Standards of JCI)

 186- 207  레포트 제출

10  ▶ 병원에서 사용하는 대화 (Conversation usnig at Hospital)  
 유인물 배
포: 의학용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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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주별 강의계획 및 과제

Ⅶ. 기타사항

기타 내용은 학칙에 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