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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적 변화로

간호교육과정의 도약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따뜻한 마음, 유연한 사고,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훌륭한 간호사를 양성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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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간호교육 11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대학은 수많은 간호 교육자, 연구자, 임상전문가를 배출하며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학문적 기틀을 닦아 왔으며 간호 실무 발전을 위해 기여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저력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미래의 우리사회가 필요

로 하는 ‘선한 간호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수, 교직원, 그리고 동문들이 오늘

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수월성과 전문성 뿐 아니라 냉철한 

현실인식과 인간적 온기를 겸비한 좋은 간호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사회를 이루어가는 세계적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최스미

세계적인 간호교육의
선도 대학으로 우뚝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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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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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간호학문의 전문화, 국제화, 지식 정보화의 선두에 서서 교육, 연구, 사회

봉사의 대학 기능을 세계적 수준으로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간호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간호학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학자와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연수도 담당하고 있다.

학부 학사 과정은 4년제로 각 학년별 학생 수는 80명 내외이며 2017년 4월 현재 총 32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석사과정에는 6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석박통

합과정에는 66명, 박사과정에는 62명의 학생들이 재학하여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수학 중인 학생

은 약 200명에 이른다. 

간호대학의 교직원은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23명의 교수와 교수를 보조하는 4명의 조교, 

그리고 서무와 교무, 기숙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2017년 4월 현재 시간강사 56명, 외래교원 83명이 학생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과 조직을 지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두 명의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내 유수 병원의 간호 부서장과 여러 간호대학의 교수 등 우수한 

졸업생들을 배출하여 왔으며 최적의 교육 환경에서 우수한 교수진과 뛰어난 학생들이 힘을 합하여 

간호학문의 원동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적의 교육환경 속에서
간호학문의 발전을 이끌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개관｜



대한의원 교육부 산파 및 간호부 양성과(2년제)

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 조산부과 및 간호부과로 변경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산파 및 간호부양성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고등간호학교(3년제)

간호사기숙사 건립(China Medical Board 지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4년제)로 개편

석사과정 개설

박사과정 개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으로 발족

가정간호전문과정 개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부설 간호과학연구소 설립

간호대학 신축교사 기공

1907

1920

1928

1946

1958

1959

1964

1984

1992

1992

1995

1997

2000

2004

2005

2005

2007

2009

2 0 1 0

2 0 1 2

2 0 1 2

2 0 1 3

2 0 1 4

간호대학 신축교사 준공

간호대학 기숙사 신축 기공

간호대학 기숙사 신축 준공

전문간호사 석사과정 개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및 간호학 박물관 개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국제평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 2연구동 확장 및 리모델링

석·박통합과정 개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임상시뮬레이션센터(SHINE Center) 개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센터 완비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인증

지난 110년간의 시간은
간호가 여는 건강한 미래를 위한 마중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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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대학원과정

학생현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76 77 81 84 318

석사과정 석박통합과정 박사과정 계
68 66 62 196

(2017년 4월 현재)

(2017년 4월 현재)

(단위 : 명)

(단위 : 명)

교직원현황

교수

학   장 : 최스미 교수

부학장 : 정재원 교수

학과장 : 이남주 교수

간호과학연구소 소장 : 탁성희 교수

함춘학생생활관장 : 조성현 교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시간강사 외래교원 계(전임교원)
14 4 5 4 56 83 166(23)

직원

4급(행정관) 5급(담당관) 6급(선임주무관) 7급(주무관) 계
1 3 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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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

간호과학연구소

모아·정신
간호학 전공

이론개발
교육센터

융복합
중재센터

국제화·
산학협력센터

지역사회간호·
간호시스템 전공

성인간호학
전공

학과장

교수회

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외

8개 위원회

학과/대학원

부학장 행정실

｜조직｜

학사과정 대학원과정 운영위원회



학사과정

본 대학은 교육목표를 7개의 프로그램 성과(Program Outcome, PO)로 제시하며, PO별 핵심 개념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PO1 : 

· PO2 : 

· PO3 : 

· PO4 : 

· PO5 : 

· PO6 : 

· PO7 :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창의력, 지도력, 협동력, 분석적 사고력 및 공감력을 

함양하고 개인·가족·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사정, 진단, 계획,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

춘 그리고 간호 전문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육성하는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목표｜

시대를 앞서가는
전문간호인을 양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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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실무, 연구와 관련된 간호 지식을 분석한다.

· 간호학 연구의 주제를 개발하고 수행한다.

·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무에서 근거 기반 지식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 연구 윤리 기준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준수한다.

·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리더십 전략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 간호학과 관련 학문의 지식을 기반으로 간호 이론을 구축·검증·평가한다.

· 간호 현상 연구에 적합한 간호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 간호 연구 결과를 간호, 보건의료 및 타 분야와 교류하고 확산한다.

· 새로운 간호지식과 실무의 통합을 촉진한다.

· 간호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교육 역량을 발휘한다.

· 간호대상자, 간호사, 타 학문 관련자들과 협력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이론적, 실무적 발전에 기여한다.

석사과정 교육목표

석사ㆍ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교육목표

대학원과정

본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과학적 탐구를 통하여 간호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변화하는 사회체계 속에서 요구되는 간호교육자, 

임상간호전문가, 간호 관리자 등의 역할을 담당할 간호학자를 육성하는 데 있다.

학문적 탐구능력을 바탕으로 임상적 추론을 통해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간호연구를 수행한다.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상에서 총체적 인간을 설명한다.

간호실무표준을 이해하고 간호 상황에 적절한 간호술을 적용한다.

전문적 간호역량을 획득하여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건강관리 실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보건의료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간호실무에 통합한다.

인간 돌봄에 대한 간호철학과 지식을 획득한다.



｜교과과정｜

변화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간호전문직의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호의 주요 개념인 인간, 환경, 건강, 간호를 바탕으로 건강증진, 질병간호, 전문직 개발을 

개념 틀로 하는 학사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학사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총 학점은 140학점으로, 이중 전공필수교과목이 96학점이고 교양교과

목이 36학점이며, 나머지 8학점은 4학년 2학기에 자유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보건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선발기준에 따라 선정된 후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학년별 교과목
□ 교양필수   ■ 전공필수   ▶ 전공선택

3학년

■ 지역사회간호학 2 ■ 지역사회간호학실습 ■ 정신건강간호학 1

■ 성인건강간호학 1 ■ 재활간호학 및 실습 ■ 노인건강간호학 및 실습

■ 성인건강간호학실습 1 ■ 간호정보학 및 실습 ■ 간호연구개론

■ 아동건강간호학 ■ 성인건강간호학 2

■ 아동건강간호학실습 ■ 성인건강간호학실습 2

2학년

■ 간호통계학 ■ 의사소통/인간관계 및 실습 ■ 건강교육과 상담

■ 건강증진행위개론 ■ 기본간호학 및 실습 1 ■ 병태생리학

■ 인체구조와 기능 및 실험 ■ 기본간호학 및 실습 2 ■ 병원미생물학

■ 영양과 식이 ■ 지역사회간호학 1 ■ 약물기전과 효과

1학년

□ 외국어 □ 사고와 표현 □ 인간과 사회

□ 화학 □ 언어와 문학 ■ 인간과 건강

□ 화학실험 □ 문화와 예술 ■ 간호학입문

□ 생물학 □ 역사와 철학

□ 생물학실험 □ 정치와 경제

4학년

■ 간호관리학 ■ 출산기가족간호학 ▶ 학교보건간호 및 실습

■ 간호관리학실습 ■ 출산기가족간호학실습 ▶ 여성건강간호학 및 실습

■ 간호연구실습 ■ 가족건강간호 및 실습 ▶ 중환자간호 및 실습

■ 정신건강간호학 2 ■ 간호윤리세미나 ▶ 보건의료와 간호정책

■ 정신건강간호학실습 ■ 간호특론

학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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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목

간호이론총론 학위논문연습 1 간호연구설계

간호연구방법총론 학위논문연습 2 사회ㆍ문화적 다양성과 건강

중급간호통계학 간호이론분석 국제보건의료와 간호

스트레스증상관리세미나 간호이론개발 대학원논문연구

질적자료분석론 질적간호연구방법론 연구윤리

간호철학 고급간호통계학 간호교육방법론

｜교과과정｜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영역도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의 취지에 부응하여 간호대학은 세부

전공별로 대학원생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부전공은 간호대학 내의 3개 세부전공으로 ‘성인간호학전공’, ‘모아·정신간호학전공’, ‘지역사회

간호·간호시스템전공’이 있다. 고유전공은 3개 세부전공의 하위전공으로 ‘성인간호학전공’, ‘아동간

호학전공’, ‘모성간호학전공’, ‘정신간호학전공’, ‘지역사회간호학전공’, ‘간호관리학전공’, ‘간호정

보학전공’이 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의 교과목은 통합 운영되며 석사는 30학점, 박사는 석사·

박사 통산 60~66학점, 석사·박사통합과정은 60학점을 이수해야 수료한다.

공통과목

성인간호학

고급성인간호학세미나 심신통합치유과학 종양학개론

상급신체사정 및 실습 종양환자증상관리 종양치료의 원리와 실제 1

간호임상생리학 행동생리 종양치료의 원리와 실제 2

간호영양학특론 간호약리학특론 맞춤간호중재연구

고급병태생리학 노인건강문제 관리(만성질환) 만성환자의 수면장애와 피로

만성질환자 자기관리 노인건강문제 관리(급성질환) 노인간호와 테크놀로지

스트레스 및 웰니스 고급재활간호학특론 병원역학과 감염관리간호

성인간호학 전공

대학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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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아동·정신간호학 전공

모성간호학

페미니즘과 여성 건강 간호 임산부의 생리적적응 생애주기여성건강간호

가임기여성의 간호와 실습 여성의 성건강세미나

모성간호연구 모성간호이론분석

아동간호학

영아기중증환아간호 아동 발달과 건강증진전략 부모-자녀건강특강

아동간호중재론 아동양육에 관한 횡문화적 접근 만성질환아동의 건강간호

고급아동간호학세미나 아동간호이론과 연구

정신간호학

상급정신간호학세미나 발달단계별 정신건강 간호 지역사회기반 정신간호서비스

심리ㆍ사회적간호중재세미나 가족정신간호 중독정신간호

상급 정신간호 중재

지역사회 간호·간호시스템 전공

간호관리학

간호관리이론 간호업무평가론 간호정책세미나

간호조직행위론 간호와 경제 국제간호 세미나

간호관리 연구 간호재정관리론 환자안전과 질관리

고급간호지도자론 간호정책의 계량분석 간호인력정책연구

간호정보학

간호개념측정 및 도구개발 보건의료빅데이터분석 이헬스와 간호지식경영

간호정보시스템 분석 및 설계 간호정보학 실무의 범주와 표준 간호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개발

간호정보시스템 구현 및 평가 소비자건강정보학

지역사회
간호학

고급지역사회간호학세미나 지역사회응급의료체계 장기요양정책과 간호

건강증진과 간호 지역사회간호사업평가론 지역사회사례관리

지역사회간호학연구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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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명선 교수 / 간호학박사(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donam@snu.ac.kr

02. 최스미 교수 / 이학박사(University of Virginia), smi@snu.ac.kr

03. 탁성희 교수 / 간호학박사(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htak@snu.ac.kr

04. 박연환 교수 / 간호학박사(서울대학교), hanipyh@snu.ac.kr

05. 서은영 교수 / 간호학박사(University of Pennsylvania), esuh@snu.ac.kr

06. 고진강 부교수/ 간호학박사(University of Washington), ckoh@snu.ac.kr

07. 강승완 조교수 / 의학박사(경희대학교), drdemian@snu.ac.kr

08. 강자현 조교수 / 간호학박사(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jahyunkang@snu.ac.kr 

09. 장선주 조교수 / 간호학박사(서울대학교), changsj@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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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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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간호학 전공
01. 정재원 교수 / 간호학박사(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chungcw@snu.ac.kr

02. 김혜원 교수 / 간호학박사(서울대학교), haewon@snu.ac.kr

아동간호학 전공
03. 방경숙 교수 / 간호학박사(서울대학교), ksbang@snu.ac.kr

04. 채선미 부교수 / 간호학박사(연세대학교), schae@snu.ac.kr

정신간호학 전공
05. 김성재 교수 / 간호학박사(서울대학교), sungjae@snu.ac.kr

06. 최희승 부교수 / 간호학박사(University of Texas at Houston), hchoi20@snu.ac.kr

07. 황보영 부교수 / 간호학박사(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bhwang@snu.ac.kr

모아정신간호학 전공

01

03

04

06

07

02 05

｜교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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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간호시스템 전공

｜교수소개｜

지역사회간호학 전공

01. 이인숙 교수 / 보건학박사(서울대학교), lisook@snu.ac.kr

02. 윤주영 조교수 / 간호학박사(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yoon26@snu.ac.kr

간호정보학 전공

03. 박현애 교수 / 이학박사(University of Minnesota), hapark@snu.ac.kr

04. 김정은 교수 / 간호학박사(서울대학교), kim0424@snu.ac.kr

간호관리학 전공

05. 김진현 교수 / 보건학박사(서울대학교), jinhyun@snu.ac.kr

06. 조성현 교수 / 간호학박사(University of Michigan), sunghcho@snu.ac.kr

07. 이남주 부교수 / 간호학박사(Columbia University), njlee@snu.ac.kr

01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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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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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간호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

· 최첨단 의료기술의 임상적용이 간호대상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수행

· 대상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간호중재법 개발 및 그 효과 연구

· 다양한 간호정보체계와 간호관련정책 개발 및 그 활용방안 연구

· 국민건강관리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수행

· 간호교육과정과 간호교육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

· 연구인력개발 및 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 수행

·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국제간 공동연구 추진

· 수요학술세미나

· 국내·국제학술대회

· 다학제 심포지움

· 저명학자 초청 강좌

· 방학특강(통계, 영어글쓰기 외)

간호과학연구소는 간호과학의 이론 및 기술 발전,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수행과 더불어 

간호연구자의 능력개발과 국제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간호과학연구소

목적

주요 행사

｜간호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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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된 간호학 박물관은 간호교육 및 간호활동에 관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자료를 수집·보존·조사·연구·해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간호교육 100년의 역사를 영구히 재조명하고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간호 인재 및 건강과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이고자 한다.

아울러 대중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전시와 교육을 제공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취지

· 위치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 1층

· 개관 : 월~금요일 13:00~17:00

· 휴관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10월 15일)

개관안내

· 1959년 이전 간호교육 : 간호교육을 향한 꿈의 시작과 그 터전이 확립된 과정을 되돌아본다.

· 1960, 70년대 실습모습 재현 : 신생아실의 실습을 생생한 현장감으로 느낄 수 있다.

·  간호학과 설립 후 간호교육 : 1959년 간호학과 승격, 1992년 간호대학으로 개편되는 발전상을 주제별로 살피고 

그 역동성을 가슴에 담는다.

· 교육시설의 변천 : 100년간의 교육시설의 변천을 중심으로 간호교육의 자취를 더듬어본다.

·  타임캡슐과 간호교육의 미래비전 : 간호교육 100주년을 맞는 현재와 새롭게 펼쳐질 100년을 그리며 미래로 

웅비하는 원대한 비전을 품는다.

·  나이팅게일상 : 이제는 사라진 구 간호학과 교사 앞 나이팅게일상(1954년)을 재현하고 간호교육의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추억을 꺼낸다.

·  영 나이팅게일 : 미래의 나이팅게일로 하여금 간호와 간호사를 쉽고 자세하게 이해하여 일상 속에서 만나는 간호사와 

간호학자에 친밀감을 느끼고 간호역사의 주역이 될 큰 비전을 품게 한다.

·  간호교육 100년사 연표 : 한국사의 주요 사건과 궤를 같이한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의 흐름을 연도별로 

만난다.

전시안내

｜간호학박물관｜

간호학박물관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100년간 펼쳐온 간호교육의 역사를 영구히 재조명하고 

건강간호 인재 양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이다. 지난 100년간의 간호교육 변천사를 통해 

현재와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미래 100년을 그려본다.

간호교육 과거 100년과
미래 100년이 공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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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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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센터(Simulation-based, Humanity-Integrated Nursing Education Center)는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학생들이 가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 학습을 할 수 있

는 공간이다. 총 면적 255.24m²로 2012년 개소하여 일반 병실, 어린이 병실, 가족 분만실, 간

호준비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6개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인, 아동, 산모, 신생아의 High 

fidelity Patient Simulator가 총 5대 구비되어 있다. 2, 3, 4학년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실습 

시 이용하고 있으며 실습 중 동시 녹화, Debriefing이 가능하다.

SHINE Center

Skills Lab

Skills Lab은 학생들의 기본간호 수기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순도뇨, 정체도뇨, 

관장, 기관절개관 흡인, 정맥주사관 삽입, 근육주사 투여 등의 기본간호수기와 투약준비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용 Ampule, Vial, 정맥주사관 simulator와 체지방 측정을 위한 Inbody 등이 

구비되어 있는 공간이다. 학부생들의 자율학습을 위해 개방함으로써 기본간호학 술기 학습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함춘학생생활관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3, 4학년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서 학생들의 임상실습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6년 정부의 지원으로 지하 1층과 지상 8층

의 규모로 신축되었으며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하 1층에는 컴퓨터실, 자율학습실, 체력

단련실, 세미나실, 세탁실, 휴게실 등의 공동공간이 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는 사생

실로 총 24세대, 144명을 수용하고 있다. 특히 세미나실은 최대 10명이 수용 가능한 토론 학습 공

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컴퓨터실은 10대의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이 있고 각 방에는 무선랜이 

마련되어 있어 사생실에서도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다.

함춘학생생활관

기초 간호과학 실험실은 실험대, 실험선반, 보관용 캐비넷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 DNA 증

폭기(PCR Machine), Gel 이미지 분석기, 혈액 보관용 냉동고와 같은 고가의 장비에서 다양한 인체 

모형까지 골고루 갖춘 실험실로 실험 참여 학부, 대학원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기초 간호과학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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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간호학실습실은 총 면적 114.82m2로 총 16개의 성인용 자동 침대가 구비되어 있다. 침상간호 

시연을 가능케하는 침대, 휠체어, 시뮬레이션 인형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화이트 보드, 전동스크

린, 프로젝터 등이 구비된 최첨단 강의실과 연결되어 있어 강의 후 바로 이동하여 실습이 가능

하다. 준비실에는 강의지원 대학원생이 상주하여 응급심폐소생을 위한 모형, 수액 주입속도 조절 

기구와 같은 고가의 장비 관리 뿐 아니라 멸균섭자, 소독세트, 붕대와 같은 기본적인 실습 물품

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실습 및 기본간호학 학습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간호학실습실

지역사회간호실습실은 노인이 실제 거주하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재현하였으며, 부엌, 화장

실, 침실, 거실, 비품실로 구성되어 있다. 실습실에는 화장실과 벽면에 실제 낙상의 위험이 있는 노인

이나 거동 부자유자들이 사용하는 핸드레일을 설치하였고, 이동보조장치를 구비하여 가정 내 거동

이 불편한 노인에게 이동방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침실에는 전동침대를 구비하여 

가상으로 대상자의 기능 수준에 따라 체위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본 실습실에서 학생들

은 대상자 개개인의 요구를 이해한 상태에서 현실과 유사한 경험을 통해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 술기 및 태도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지역사회간호실습실

간호관리실습실은 간호단위의 스테이션과 준비실을 임상현장과 유사하게 재현하였다. 실습 병동 

내에서 평간호사부터 수간호사까지의 간호관리과정을 실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임상현장

과 유사한 환경 내에서 간호 조직 내, 조직 간의 의사소통 능력과 인력, 물품, 환경 등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

간호관리실습실

OSCE(Observation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센터는 임상모의 상황과 표준화 환자

를 이용한 실습 및 녹화, 시험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동 침대와 검진기구 등을 갖춘 4개의 실습

실과 1개의 통제실로 구성되어 있다. OSCE 통제실에서는 OSCE 센터에서 진행되는 실습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녹화 후 재생할 수 있으며,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실습에 활용하고 있다.

OSCE Center

｜시설소개｜



｜국제교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1999년부터 미국, 중국, 일본, 태국, 대만, 몽골, 홍콩 등 외국대학과 교류

협정을 맺어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다. 2017년 현재 총 17개 외국 대학 및 병원과 함께 교수 

및 대학원생의 학술교류, 학부생의 해외 선택실습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여름에는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와 연계하여 ‘하기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이 외국대학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거나 연수를 경험하여 외국

어 능력의 증진과 국제적 안목 배양 등 세계화에 발맞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오이타 대학과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2년부터 일리노이 주립

대학의 단기연수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하기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은 각 나라별 문화적 배경에 따라 특색있게 발전하는 간호

과학을 학습하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간호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글로벌 간호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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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간호대 : 다소니(간호봉사동아리), Exciting(운동), 소리(밴드), Funk Mission(댄스)

간호대 의대 연합동아리 :  창조과학연구회, 움틈, 송촌(松村, 의료봉사동아리), 카사(CaSA, 카톨릭학생회), 미술부, 

합창단, 연극반, IVF(한국기독학생회), 서울대 학생호스피스 모임

연건 연합동아리 : 서울대국제보건포럼, P.L.A.Y, 연건기독인연합, 죠이(JOY) 선교회 등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의 우수한 간호계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각도적인 진로탐색활동을 구상하여 제공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멘토링 프로그램은 간호대학 재학생과 선배들의 만남의 장을 열어준 훌륭한 프로그램으

로 평가된다. 국내 유수병원의 최고간호관리자, 임상전문가, 병원경영자, 대학 교수, 정치인 등 100여 명의 선배들

을 멘토로 선정하여 급변하는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간호인재를 양성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간호 역사를 이끌

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3, 4학년 학생들이 간호연구수업을 통해 발굴한 간호연구문제를 학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제별로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1년 동안 직접 수행한 연구결과를 학생논문집으로 발간하고 있다. 2013년부터

는 간호과학연구소의 후원으로 학생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대학생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선발된 우수연구는 간호과학연구소 주최 학술대회의 포스터 발표와 ‘간호학의 지평’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술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간호대
동아리

진로탐색
활동

학술연구
활동

급변하는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간호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과 함께 호흡할 줄 

알아야 한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우수한 간호계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진로탐색활동, 학술연구활동 등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다.

세상과 함께
호흡하고 발맞춰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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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서울대발전기금장학금 :  간호대학교수, 간호학과동문, 구재서, 김금순, 김매자, 서문자, 이송희, 이영자, 이윤경, 최애옥, 

홍경자, 김정희, 김매자, SNU희망장학금, 교육연구장려금(박배균), 스텐리최부부, 한기준희망

장학금(SNU희망장학금), 노인간호

간호대 동창회 :  이정자(63졸), 신정희(79졸), 김남련(56졸), 김기주(70졸), 김현희(63졸), 백월랑(63졸), 74졸업동기회

관악회, 관악회특지(양은숙, 이길여, 명태현)

아산복지재단, 유당장학금, 농협인재육성장학금, 양천장학금, 신양문화재단장학금, 음성장학회

광림교회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형애장학금, 부평장학재단, 중구월디장학금

2016학년도
장학금
현황

장학금 수혜율

학업성적과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매학기 장학생을 선정하고 있다.

장학금 수혜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6년에는 학부생의 42.7%, 대학원생의 36.3%가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

따뜻한 가슴을 지닌
미래간호 인재를 키워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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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대학원

2005

9.9%

14.4%

2010

21.6%

16.2%

2011

28.2%

16.4%

2012

53.7%

27.4%

2013

67.4%

43.4%

2014

70.6%

56.7%

2015

49.6%

39.2%

2016

42.7%

36.6%



｜졸업생 현황｜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고등간호학교 설립 이후 전체 졸업생은 현재까지 4,432명에 

이른다. 이 중 학사과정 졸업생은 4년제 정규대학 첫 졸업생이 배출된 1963년 이래 2016년 졸업생

까지 포함하면 3,480명이다. 졸업생은 임상간호사, 간호관리자, 간호대학의 교수 및 연구소 연구원, 

벤처기업의 회사원, 보건의료기관의 공무원 또는 행정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인간중심의 간호를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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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1963~2016)  총 졸업생  : 3,480명

임상간호사

2,241명

64.39%

해외취업유학

346명

9.94%

기타

244명

7.01%

보건교사

133명

3.82%

교수 및 연구직

113명

3.24%

석사과정 (1966~2016)  총 졸업생 : 680명

임상간호사

372명

54.70%

해외취업유학

73명

10.73%

기타

90명

13.2%

보건교사

13명

1.91%

교수 및 연구직

131명

19.26%

박사과정 (1989~2016)  총 졸업생 : 272명

임상간호사

43명

15.8%

해외취업유학

1명

0.36%

교수 및 연구직

149명

54.77%



｜동창회｜

회   장 : 임난영(71졸)

부회장 :  오세영(70졸), 장수홍(71졸), 최경숙(74졸), 최영균(74졸), 김정순(75졸), 성영희(76졸), 조경숙(79졸), 김희걸(82졸)

상임이사 : 박연환(91졸)

· 신년하례회   · 정기총회   · 동문모교방문 행사   · 송년모임   · 기이사의 날   · 바자회

· 야유회        · 등산모임 

· 장학사업 교육연구재단에서 장학금 지급(2, 8월)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지원

· 나이팅게일선서 화환 및 케이크 증정

· 대동제(연건캠퍼스 축제) 지원

·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일 지원

· 우수졸업생 등 동창회장상 부상 증정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보 발행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보에 간호대 동문소식 게재

· 동창회 카페 운영(http://cafe.daum.net/snalumni,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

현임원

주요행사

재학생
지원

홍보

44 / 45



｜간호대학 발전기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학술 교류 활동 및 연구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 204호 

농협 079-17-065324 (서울대발전기금 : 간호대학)

신한 100-023-643537 (서울대발전기금 : 간호대학)

현물, 유기증권, 부동산 등의 기부는 전화를 통한 상담 가능

02-740-8802

방문납부

무통장
입금

기타

문의처

발전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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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A 병원본관

B 어린이 병원

C 병원 소아별관

D 치과병원

E 시계탑

F 의생명연구원

G 장례식장 주차장

H 암병원

 I 장례식장

J 치과병원 임상교육 연구동

K 병원정문

연건캠퍼스 배치도

 1. 의대본관

 2. 의대 제1연구동

 3. 의대 제2연구동

 4. 의대 학생 생활관

 5. 의대 수위실

 6. 의대 정문

 7. 히포크라테스 광장

 8. 의대 남문

 9. 의학 도서관

J
D

E

28 20

21
H

F

24

26

12

1511

3

4

2

9

1

76

19

C

B

A

25

22

23
27

14

13

16

17

10. 의대 종합 실습실

11. 함춘문

12. 의대 간 연구소

13. 연건 기숙사

14. 대학원 기숙사

15. 의과학관

16. 의대 특수생명자원 연구동

17.  의대 삼성암정복 연구동

18. 의대 분관

19. 함춘회관

20. 치의학대학원 본관

21. 치과 생체재료 연구동

22. 간호대 제 2연구동
23. 간호대 본관
24. 간호사 기숙사

25. 천연물과학연구소 본관

26. 천연물과학연구소 기반기술 연구동

27. 간호대학 기숙사(함춘학생생활관)
28. 치대 수위실 

주소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3 

학장실

부학장실

간호과학연구소 

조교실 

행정실(교무) 

행정실(서무) 

행정실(학생)

중앙통제실

안내데스크

740-8801  

740-8802

740-8839, 8845 

740-8835, 8836 

740-8804, 8807  

740-8806 

740-8461

740-8455

740-8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