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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주신 선수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2017-05-18

2017.05.17 대대..

끝까지 포기하지않고 멋진경기 보여주신 선수분들 고생하셨습니다^^

2017-05-17

2017.05.15 농농..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주신 선수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05-16

2017.05.15 족족..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주신 선수분들 감사합니다.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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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대대..

좋은경기 보여준 선수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017-05-13

2017.05.12 대대..

멋진경기 보여주신 선수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017-05-13

2017.05.12 대대..

연장전에다가 승부차기까지 멋진경기보여주신 선수분들 수고하셧습니다^^

2017-05-12

2017.05.10 대대..

멋진경기 보여준 선수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017-05-10

2017.05.10 대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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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 대대..

수고하셨습니다^^

2017-05-10

2017.05.08 대대..

포기하지않고 끝까지해주신 선수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017-05-08

2017.05.08 대대..

멋진경기 보여준 선수분들 고생하셨습니다.

2017-05-08

2017.05.08 대대..

선수분들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2017-05-08

2017.04.06 보보..

제 45회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경상북도 예천군에 다녀왔습니다 ! 재학중인 1,2학년 학
생들은 심정지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플래시몹을 선보였으며, 심
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플래시몹을 함으로서 많
은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알리고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
겠습니다. 또한, 3학년에 재학중인 문정기 학생은 평소 도정 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왔으
며, 특히 지역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경상북도지사
표창패를 수여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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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린대학교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응급구조과 ..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1급 응급구조사 합격자 공고 결과 전국 평균 합격률
이 84.5%를 나타낸 반면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는 3년 연속 100% 합격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는 1995년 전국 최초로 대구•경북권역에 개설되어 올
해까지 1,000여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한 대한민국 응급구조학 역사의 요람이다. 배출된
졸업생들은 응급구조학과 대학교수, 중앙소방본부(119구급대), 해양경비안전본부(해
양경찰), 법무부교정직 공무원, 전국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와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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