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 꿈을 이루는 행복한 대학

진로 및 취업

■졸업후 진로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응급실, 수술실,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권역외상센터

- 교육기관 : 연구원(대학연구소, 기관연구소, 기초의학교실)

- 공 무 원 : 소방공무원, 해양경찰, 방재안전직, 교정직, 산림청, 보건직, 

보건복지부

- 산 업 체 : 산업체 부속의무실, 의료기업체, 레저스포츠센터, 소방항공대, 

보건의료직 장교 및 부사관

- 진     학 : 대학원, 해외유학 및 연수

■자격증 취득

- BLS-Provider, KALS-Provider, ACLS-Provider

- 일반응급처치강사, 수상인명구조원

1학년
기본 소양 및 기초지식 함양

인체해부학, 인체생리학, 기본응급처치학, 응급구조학개론

2학년

근거중심의 임상지식 함양

병리학, 약리학, 전문기도관리술, 구조및이송, 

응급환자관리학Ⅰ, 전문외상응급처치학Ⅰ, 

전문내과응급처치학Ⅰ, 전문심장소생술Ⅰ, 응급환자관리학Ⅱ

3학년

현장중심형 문제해결능력 배양

전문외상응급처치학Ⅱ, 전문내과응급처치학Ⅱ, 

전문심장소생술Ⅱ, 정형외과진료보조학, 임상현장실습Ⅰ, 

특수환자전문응급처치학, 심전도개론, 산·소아응급처치학, 

응급환자평가, 구급현장실습, 

4학년

미래지향적 실무적응능력 배양

응급의료관련법규, 전문심장소생술시뮬레이션, 재난관리론, 

환자관리학특론, 전문응급처치학각론, 기초의학특론, 

임상현장실습Ⅱ, 외상시뮬레이션, 환자사례연구

■학  과  장 ㅣ이효철 교수 (062) 940-3831, E–mail : 2013087@honam.ac.kr

■입 학 담 당 ㅣ정은경 교수 (062) 940-3833, E–mail : 2015087@honam.ac.kr

■학과사무실ㅣ조교 (062) 940-3839

교과과정 학과소개

학과교수소개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이효철 교수 전문심장소생술 등 (062) 940-3831

고대식 교수 기초의학특론 등 (062) 940-3832

정은경 교수 응급환자관리학 등 (062) 940-3833

윤종근 교수 전문외상응급처치학 등 (062) 940-3834

입/학/상/담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이 강화된

전문인력 양성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산학관 협력을 통한

현장감 있는 교육과정 운영

생명존중의식 고취,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의 다변화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탐나는 인재양성

인명소생을 목적으로 인류의 건강한 삶 지향

■ 대학병원과 119구급대원 출신의 교수진 구성

■ 최신 교육환경 시설 구축 및 최첨단 기자재 확보

■ 근거에 입각한 교육(EBP)을 통한 전문가 양성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급응급구조사 4년 연속 

    국가고시 100% 합격

    ost through best teaching

    alue through great learning

    rofessional of evidence base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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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응급구조학과

# 교육목표

최근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및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한 

증가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학과에서는 인성 교육, 창의력 교육, 전문적인 

지식 교육 및 현장실무능력 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탐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