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공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안내
2021. 1. 25. (월)
입학처 / 한림인재전형연구실
1. 목적
가. 온라인 전공체험 교실 프로그램을 통한 고등학교 학생의 학습 역량증진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
나.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 및 직업 선택을 위한 심층 탐색이 가능
하도록 의료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
2.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1. 2. 15.(월) 10:00 ~ 17:30
- 1차: 10:00 ~ 12:00 / 2차: 13:00 ~ 15:00 / 3차 15:30 ~ 17:30
나. 장소: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진행
※ 신청완료 후 프로그램참가 대상자에게 ZOOM ID 및 비밀번호 개별전송
3. 참가대상 및 인원
가. 참가대상 : 의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재학생
나. 참가인원 : 120명 (선착순 모집 / 의과대학 60명, 간호대학 60명)
- 동일 내용의 수업으로 1회당 20명씩 3회 진행
4. 신청방법
가. 신청기한: 2021. 1. 27.(수) ~ 2021. 2. 1.(월) / 선착순 마감
나. 신청방법: 아래의 URL(네이버폼)을 통한 개별신청
다. 신청 URL 안내
차수
1차
(10:00~12:00)
2차
(13:00~15:00)
3차
(15:30~17:30)

의과대학

간호대학

http://naver.me/GbEJGTnP

http://naver.me/FIgFDJ6F

http://naver.me/GjRJtFK1

http://naver.me/GAiK2nn1

http://naver.me/GXEUjzO6

http://naver.me/5giEji6C

※ 1인 1회만 신청가능, 중복신청 불가 / 한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문의 : 033-248-1310 (김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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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프로그램 내용
가. 의과대학 전공체험 세부운영내용 (동일프로그램으로 3차 진행)
순번

소요시간

1

10분

프로그램

* 오리엔테이션 및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소개

* 의료기관의 손위생
- 체험내용 : 의료기관의 손위생 지침에 대하여 알아본다.
2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위생 방법을 익힌다.

15분

WHO 지침에 따라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수행한다.
- 준비물: 손소독제
* 무균적 장갑 착용
- 체험내용 : 무균적 장갑 착용의 목적을 알아본다.
3

동영상 시청을 통해 무균적 장갑 착용 순서를 익힌다.

15분

무균적 장갑 착용을 수행한다.
- 준비물: 멸균 장갑
* 봉합술
- 체험내용 : 대표적인 봉합 방법의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Simple suture와 vertical suture 방법을 익힌다.
4

Needle holder 쥐는 법을 익힌다.

45분

봉합술을 수행한다.
- 준비물: 피부 봉합술 모형, 멸균 소공포, 바늘 및 봉합사, Needle holder,
가위, Adson forceps, 장갑, 손소독제, 바늘 수거함
* 질의응답
5

15분

- 의과대학의 교과 ‧ 실습 과정
- 의과대학생의 학교 생활, 동아리 활동
- 의과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

※ 위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실습재료는 개인별로 제공합니다. (택배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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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호대학 전공체험 세부운영내용 (동일프로그램으로 3차 진행)
순번

소요시간

1

15분

프로그램
* 오리엔테이션 및 한림대학교 간호대학 소개
* 감염예방
- 체험내용 : 감염에 대한 단계를 알아본다.
예방과 격리를 위한 통제법을 알아본다.

2

15분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내과적무균술인 손소독을 수행한다.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한다.
- 준비물 : 손소독제, 마스크
* 맥박과 혈압 측정
- 체험내용 : 몸의 맥박 측정 부위를 알아본다.
맥박의 정상범위를 알아본다.

3

실제 자신의 요골동맥, 경동맥, 심첨맥박을 측정한다.

60분

혈압의 정의와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
혈압계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로 혈압을 측정한다.
- 준비물 : 자동 혈압계, 간호사용 양면 청진기

* 상처간호
- 체험내용 : 상처의 유형에 대해 알아본다.
4

드레싱의 종류를 알아보고 상처에 적절한 드레싱을 적용한다.

15분

- 준비물 : 스테리스트립, 메디폼, 듀어덤, 메딕스밴드, 알코올스틱스왑,
포비돈스틱스왑, 가위
* 질의응답
5

15분

- 간호학과의 생활
- 간호사의 취업 및 창업
- 간호 전문직의 임금

※ 위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실습재료는 개인별로 제공합니다. (택배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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