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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응급상처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개

발된 과정으로, 근거 중심적 내용으로 직접적전 참여 및 몰입성 교육을 통해 올

바르고 안전한 응급상처관리의 역량 향상을 위해 개발된 1일 교육과정이다. 간호

사, 응급구조사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임상 현장에서 기본 상처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적합한 과정이다. 

 

학습목표  

이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최신 정보 습득과 함께 직접적인 실습을 통해, 

 응급 상처 관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얻는다. 

 올바른 응급 상처 치료 전 준비에 대해 배운다. 

 올바른 응급 상처 치료 후 관리에 대해 배운다. 

 응급 상처 관리를 위한 진정 치료에 대해 배운다. 

 올바른 응급 상처 봉합술을 배운다. 

 최신 드레싱 제품의 장점, 단점, 그리고 적용 방법에 대해 배운다. 

 다양한 상처 드레싱 방법에 대해 배운다. 

 어렵고 복합적인 상처 관리에 대해 배운다. 

 

 

http://www.kewm.or.kr/


일정 

시간 내용 

08:30~09:00 Registration 

09:00~09:30 Introduction 

09:30~11:00 Skills Station I – Suture Technique 

Simple Interrupted Suture 

11:00~11:10 Break 

11:10~11:40 Lecture I: General Wound Care  

11:40~12:10 Lecture II: Complex Wound Care 

12:10~13:10 Lunch 

13:10~17:00 

(PSA 강의 포함) 

Skills Station II – 4개 조 로테이션 진행  

Station 1 – Alternative Closure Methods 

Station 2 – Dressing Materials   

Station 3 – Dressing Methods 

Station 4 – Complex Wound Care (Sore) 

17:00~17:40 Lecture III: Procedural Sedation 

17:30~17:45 Closing Remarks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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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특수간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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