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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lue Book(학생 핸드북) 이란? 
    본 핸드북은 간호대학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학사정보, 행정절차, 

    학생 행동지침, 기본규정 등을 담고 있다.

2. 간호대학 소개 
  1) 대학개요

      우리 간호대학은 1924년 개교하여 99년 역사 속에서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전 인류적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포용력과 윤리성  

      을 갖춘 전인적 간호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124년 역사와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주된 실습장으로 하고  

      있으며, K-SMART Center 내 7개의 Simulation Lab과 6개의 Debriefing Room, VR 

      Simulation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2) 간호대학 교육목표(Educational Objectives)

   ▶ 진리를 탐구하는 창의적 간호사 양성

     ․ 통합적 간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인간호 수행

     ․ 창의적 · 비판적 사고를 통한 간호문제 해결

     ․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연구 수행

   ▶ 정의를 구현하는 윤리적 간호사 육성

     ․ 전문직 윤리 및 법적 기준에 근거한 간호전문직관 확립

     ․ 치료적 의사소통을 통한 돌봄 제공

     ․ 열린 마음으로 건강관리팀과의 상호협력

   ▶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간호사 배출

     ․ 기독교적 사랑을 바탕으로 한 포용적 리더십 발휘

     ․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 함양

  3) 학습 성과(Program Outcome: 이하 PO)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이 졸업시점에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말한다.  

      졸업 시 학생이 갖추어야 할 학습 성과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으로 평가  

      하고 관리하여 졸업 전에 이러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보장한다.



- 3 -

   ▶ 우리 대학 프로그램 학습 성과는 다음과 같다.

PO 1 간호학문과 다양한 학문 분야의 통합적 지식을 응용한다. 

PO 2 임상 추론을 통해 상황에 적합한 간호를 수행한다.

PO 3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인구집단의 건강을 관리한다.

PO 4 법과 전문직 윤리에 따라 간호를 수행한다.

PO 5 안전과 질 향상 원리를 간호실무에 적용한다.

PO 6 건강증진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팀과 협력한다.

PO 7 전문직 역량과 포용적 리더십을 개발한다.

PO 8 정보통신과 최신 보건의료기술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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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사안내

  1) 학점이수 체계
   ▶ 학교 홈페이지(http://www.kmu.ac.kr) → 대학/대학원 → 대학안내 → 간호대학 → 교육체계 및 

교육과정 → 과목명을 선택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설명 열람가능  

구분 이수
학점

과목별 
학점 이수과목 이수

학년

교양

공통
교양 15학점 0~3학점

- 채플(1), 채플(2) 0학점(P/F학점)
- 대학생활과진로설계(1학점)
- 교양세미나(3학점)
- 기독교의이해(2학점)
- 계명정신과봉사(1학점)
- COMMUNICATION ENGLISH(2학점)
- ACADEMIC ENGLISH(2학점)      
- 글로벌시티즌십(1학점)
- AI와컴퓨팅사고(1학점)
- 스마트비즈니스와창업기초(2학점)

1~2학년

균형
교양 12학점 3학점

- 간호학과 12학점 이상 이수
 (영역이 지정되어 있음. 지정과목 포함)
- 과학과기술 영역의 일반생물및화학(간호학),     
  간호정보입문 6학점 및 철학과역사 영역에서 
  3학점과 사회와문화, 문학과예술, 
  글로벌리더십의 3개 영역 중에서 3학점
  (총12학점) 이상 이수

1~4학년

일반
교양

0학점
이상 1~3학점

- 군사학, 평생교육사과정, 지역대학교류원격수업
  과목, 외국인교환학생과목 등 1~4학년

전공기초 20학점 3학점

- 자연과학영역(12학점): 기초해부학, 기초생리학, 
  병태생리, 병원미생물과감염, 약리학
- 인문사회과학(8학점): 간호인문학,
  인간심리의이해, 인간성장발달, 
  인간관계및의사소통

1학년

전공과목 73학점
이상 0~3학점

- 전공과목 73학점 이상 이수(임상실습과목 
  23학점 이상)
- 졸업시험(불합격 시 졸업 불가능)
 * 졸업시험의 합격기준
 ① 전체과목에 대해 응시, 응시하지 않은 과목 영점
 ② 전체 평균 60/100 이상 각 과목별 성적이 40/100   
    이상일 경우 합격 처리
 ③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학칙시행세칙   
    제69조에 의해 졸업 불가능
 ④ 불합격자는 수료 후 2년 이내(단, 군입대 기간은    
    제외)에 졸업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음

1~4학년

교직과목 22학점 - 교직이수 허가자는 교원자격 취득 관련 교직과목 이수와 
실습 등을 이수하여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졸업이수 학점 총 130학점 이상 공통교양 15학점 + 균형교양 12학점 + 전공기초 20학점
+ 전공과목 73학점 이상

http://www.k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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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은 과목별로 정해져 있으며, 과목마다 일정한 성적이 되지 않으면 실격처리가 되고 

실격된 과목은 학점이 인정되지 않음

  2) 수강신청

   ▶ 수강꾸러미: EDWARD 시스템→학사행정→수업→수강신청관리→수강꾸러미 신청

     - 수강신청 이전에 수강할 과목을 미리 선정해서 저장해놓을 수 있는 시스템

     - 수강신청일 이전에 따로 수강꾸러미 신청기간이 있으며, 수강꾸러미에 저장한 강의

       들은 수강 신청 당일 과목번호 없이 간단한 코드 입력만으로도 수강신청 가능

   ▶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 시스템(http://sugang.kmu.ac.kr) 로그인(수강신청은 선착순)

   ▶ 강의시간표 조회: EDWARD 시스템→학사행정→수업→수강신청관리→강의시간표조회

   ▶ 강의시간표 변경 조회: EDWARD 시스템→학사행정→수업→수강신청관리→강의시간표 

      변경조회

   ▶ 수강신청 내역 확인: EDWARD 시스템→학사행정→수업→수강신청관리→수강신청서출력

   ▶ 수강신청 학점: 학기당 20학점, 연간 3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3) 성적평가 및 이의신청

   ▶ 실험·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의 성적과 졸업예정학기 조기취업자의 성  

      적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학기 당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하면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실격(F)처리함

   ▶ 성적 이의신청은 학사일정에서 정한 성적조회기간에 성적을 조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4) 성적경고

   ▶ 성적경고: 당해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미만인 경우 성적경고 함(단, 최종학기의 성적

      은 성적경고 대상에서 제외)

   ▶ 성적경고 제적: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처리 함

  5) 학점등록

   ▶ 학점등록 대상: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과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 중 당해 학기 수강신청이 9학점 이하인 학생

   ▶ 학점등록 방법: 지정된 학점등록 신청기간에 EDWARD 시스템→학사행정→등록→등록

대상자→학점등록신청

  6) 휴학 및 복학

   ▶ 휴학신청: EDWARD 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신청(휴학)

    - 휴학기간: 일반휴학은 1회에 1년(2학기) 이내이며,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입학년도 제1학기에는 질병 및 군입대(입영통지서를 스캔하여 첨부) 휴학을 제외하

      고는 휴학을 허락하지 아니함

    - 장학금 수혜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미등록 휴학할 

      경우 해당 장학은 소멸됨)

   ▶ 복학신청: EDWARD 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신청(복학)

    -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의 사유가 종료되면 소정의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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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 복학하여야 함.

    - 질병휴학자의 경우 복학신청서, 건강진단서 각 1부를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에 제출

  7) 증명서 발급

   ▶ 본관 2층 증명서 발급실 또는 간호대학 행정팀 방문 발급 가능

      자동발급기: 바우어관 우체국 앞(연중무휴: 08:00~22:00까지), 동산도서관 1층

   ▶ 문의처: 교무.교직팀 580-6311, 6312



- 8 -



- 9 -

4. 학업안내
  1) 학생상담 

   ▶ 상담신청: EDWARD 시스템→학사행정→상담→통합 상담신청

   ▶ 지도교수: EDWARD 시스템→학사행정→학적기본관리→신상정보→지도교수 확인 가능

  2) 학생취업

   ▶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하여 모의면접, 졸업 선배 초청 취업특강 등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장학안내

   ▶ 장학규정: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학교소개→규정집→제3편 행정, 제4편 학생행정

      →장학 규정/장학규정 시행세칙

   ▶ 간호대학 장학생 선발기준: 간호대학 홈페이지→대학생활→장학제도 참고

   ▶ 간호사 국가고시 전공과목 이수한 경우 모범 장학생 추천에서 우선 선발됨

  4) COMpass K

   ▶ 프로그램 소개

    - 재학생의 교육역량과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 목표관리, 전공, 국제화, IT, 봉사/인성, 창의, 학습/진로/취업 등 7개 영역으로 구성

   ▶ 포인트 승인 

    - 성적평가, 학점취득 등과 관련된 항목은 자동 처리

    - 자격증, 공모전, 봉사실적 등 항목은 학생이 EDWARD 시스템에 직접 입력

    - 학생이 EDWARD 시스템에 입력 후 증빙자료를 행정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승인

    - 각종 대회(공모전) 수상의 경우 상장 원본 및 대회 관련 자료(요강, 안내문 등) 지참하

      여 방문

    - 입력 내용에 대한 포인트 부여기준은 학생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함

    - 1개 실적은 1개 분야 영역으로 인정(1개 실적으로 2개 분야 이상 중복 인정 불가)

    - 각 영역별 한도 점수를 초과하더라도 계속 누적이 됨

    - 각종 대회(공모전) 및 봉사기관 등록방법: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교육혁신팀 방문

     ※ 비대면 수업에 따른 온라인 제출 및 승인: 2022학년도 1학기 중 EDWARD시스템 내

        메뉴 신설 예정, 추후 공지사항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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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간호대학 국제 교류 프로그램

연번 국가 연수 대학 프로그램명 연수기간 연수내용

1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UIC) 

at Chicago

UIC Short 

Term Education 

Program in 

Nursing

5주 

․ Research methods: 2주

. Global Health: 2주,

․ Clinical Observation at UIC

  University Hospital: 1주  

2 미국

Texas 

Woman’s 

University

Global Nursing 

Program
2주

․ 간호학 강의 및 시뮬레이션

 병원 임상 간호실습 및 견학

- UT Southwestern Hospital, 

  Dallas

- Methodist Hospital, Dallas

- Parkland Hospital, Dallas

3 일본
Fukuoka 

University

Student 

Exchange 

Program 

1주

․ 격년으로 방한, 방일 

. 간호학 강의 

. 대학병원 및 지역사회건강  

  기관 견학 

. 일본 문화체험

 ※ 매 학기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모집 공고를 확인 바람

  6) 학생건강검진

   ▶ 보건진료센터: 학부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대학 생활

      에 도움을 주고자 무료 건강검사를 매년 실시

    - 신청기간: 3월 중순(홈페이지 안내) EDWARD 시스템(3월 초)

    - 신청방법: EDWARD 시스템→학사행정→학생지원→학생건강검진에서 신청 

   *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 임상실습 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건강검진 실시, 독감예

     방 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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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생활

  1) 학생증 발급

  ▶ 신청 및 발급: EDWARD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서류 제출

  ▶ 신청절차: EDWARD 시스템→학사행정→학생지원→학생증발급신청→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대구은행 방문신청(전 지점)→학생증 수령(간호대학 행정팀)

  ▶ 발급기간: 신청 후 약 1~2주 정도

  2) 대학 건물 출입

  ▶ 운영방침: AM 07:00~PM 23:00

  3) 대학시설

  4) 강의실 대여신청

   ▶ 신청절차: EDWARD 시스템→일반행정→시설공간→공간사용신청→승인 후 사용

    - 최소 2일전 신청과 승인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 평일 18:00 이후 공간사용 시 간호대학 행정팀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시뮬레이션센터 공간 대여 시 N410호 시뮬레이션센터 사무실 방문하여 신청

  5) 의학도서관 

   ▶ 운영시간: AM 08:30 ~ PM 20:00(방학 중 17:30까지)

  6) 분실물

   ▶ 분실물 습득 시 간호대학 행정팀으로 제출→주인 확인 후 분출됨

  7) 안전교육

   ▶ 집체교육: 간호학과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에 안전교육 집체교육에 반드시 참석

    - 교육내용: 연구실 안전보호구, 사고사례, 사고대응 매뉴얼, 응급구조 및 처치 등 안전  

      교육(2시간)

층 안   내

1층
제1강의실, 동아리실, DAVIS라운지, 학생회실, 여학생휴게실, Simulation 

LAb 8

2층 회의실, 계명창의역량개발실, 학장실, 행정팀, 제2,3강의실

3층
K-SMART Center(Simulation Lab 5/6/7, Debriefing Room 1/2/3), 

제4강의실, 기본간호학실습실

4층
K-SMART Center(Simulation Lab 1/2/3/4, Debriefing Room 4/5/6, VR 

Simulation, OSCE, Office), 메풀실(강의실), 전산실

5층 교수연구실, 외래교수실, 조교실, 세미나실 1~4

연구동 1층 간호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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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간호학과 전공 학생들은 4년 동안 매학기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 법정 교육시간: 6시간/매학기

    - 이수방법: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http://safe.kmu.ac.kr) 접속 → 로그인               

      (EDWARD 시스템과 동일한 ID, 비밀번호 입력)→교육수강→교육이수증 행정팀으로 

       제출)

  8) 교내 긴급사항 발생 시 요령

   ▶ 교내 긴급사항 발생 시 행정팀(258-7614)으로 신속하게 연락한다.

   

  9) 주류 및 약물

   ▶ 교내에서 주류 및 약물을 소유하거나 반입할 수 없으며, 음주/투약 적발 시에는 관련  

      학생은 행정적인 처분 가능

  10) 흡연

   ▶ 지정된 흡연지역에서만 허용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적발 시 행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간호대학 흡연구역: 간호대학 농구장 상단(이외 장소에서 흡연 금지)

    * 건강을 위하여 금연합니다!

  11) 음식물 반입

   ▶ 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http://safe.k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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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연락처 및 지도

  1) 행정팀 및 학과사무실, 조교실

  2) 교수연구실

구 분 교 수 명 교내번호(258-)

학  장 김 혜 영 7600, 7661

간호학과장 김 덕 임 7659

대학원 학과장 박 희 옥 7655

간호과학연구소장 김 상 희 7671

시뮬레이션센타장 문 경 자 7663

조교수 김 가 은 7658

교  수 김 나 현 7654

조교수 손 순 영 7651

조교수 심 미 소 7668

조교수 임 경 희 7665

조교수 이 은 숙 7666

부교수 이 은 주 7667

조교수 이 주 미 7660

부교수 전 상 은 7653

부교수 전 원 희 7669

조교수 조 미 경 7673

조교수 최 종 림 7652

구 분 담 당 교내번호(258-)

간호대학 행정팀

팀장 7611

교무, 인사 7612

수업, 교직 7613

시설, 자산, 학적, 학생 7614

장학, 입시, 취업 7615

간호과학연구소 연구소, 대학원 7621

조교실

기본간호학실습 7633

지역사회간호학실습 7643

정신·기초간호학실습 7644

아동·모성간호학실습 7647

성인간호학실습 7648

시뮬레이션센터 시뮬레이션실습 7635, 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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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부 주요 연락처

부  서  명 내선번호(580-) 주  요   업   무 위     치

교목실 6012 채플수업 아담스채플

교무.교직팀

6009 교직관련 업무

본관 2층 6062 학적

6066, 6069 수강신청, 수업, 성적

교수학습지원센터 6492, 6493 효과적인 학습지원, 원격수업
바우어신관 

3층

학생지원팀 6082 학생지도, 학생증 발급 본관 1층

장학복지팀
6092 교외, 보훈, 발전기금 장학 바우어신관 

1층
6093 교내장학
6094 국가장학

보건진료센터 6221 학생건강검진, 공상 처리 바우어관 1층

학생상담센터 5747 상담, 심리검사 바우어관 1층

재  무  팀 6134 등록금 납부 및 정산 본관 2층

예비군연대 6122 예비군, 민방위 업무 본관 1층

국제교류센터 6024 유럽지역 교류, 학생초청, 파견 동영관 120호

입  학  팀 6072, 6073 입시관련 업무 바우어관 1층

관 리 1 팀 6143 교내시설 사용승인 본관 1층

동산도서관 5682 중앙대출실 운영, 자료대출 및 반납 동산도서관 

명교생활관 6883 기숙사 사생선발 및 지도 명교생활관

진로취업지원팀 6042 취업설명회, 취업박람회 취업지원센터

국제사업센터 6358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동영관 101호

  4) 성서캠퍼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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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간호대학 찾아오는 길

교통수단 찾아오는 길

지하철
2호선 강창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

※ 학교 정문 이용 시 2호선 계명대역으로 내리세요.

대구시내버스
급행1, 달서3, 성서1, 성서1-1, 성서2, 425, 503, 527, 564, 655, 급행5,

달서1, 405, 250

자가용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또는 광주대구고속도로(구88) →성주 방면으로 

빠져나온 후→성서 방면으로 약 2km 주행 

 ▶ 지하철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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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A

 1) Q: 간호학과에도 남학생이 있나요?

   ▶ 학년별 남학생 비율이 10~15% 정도 되며, 매년 남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

      습니다.

 2) Q: 졸업 시 취업이 잘 되나요?

   ▶ 우리 간호학과는 4학년 1학기부터 병원 공채 모집 시 응시 가능하며, 졸업   

      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전원 취업이 됩니다.

 3) Q: 실습은 주로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나요?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지역사회간호학실습의 경우에

      는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Q: 학과 행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체육대회, 나이팅게일선서식, 다솜제(축제) 등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Q: 간호학과에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있나요?

   ▶ 우리 대학은 미국의 유수 간호대학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Texas 

      Woman’s University와 일본의 후쿠오카대학교와 교류 협정을 맺고 있으며, 

      매년 국외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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