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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3 축구예축구예..

응구과 vs 간호과 5 : 2 승 선수들 수고하셨습니다 . 더욱 열심히하여 !! 결승에 우승 하
시길 빕니다 ~

2016-05-03

2015.11.28

경상북도와 중앙응급의료센터(경북응급의료지원센터) 선린대학교.포항대학교. 성덕대
학교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함께한 플래시몹 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1.2학년 학생들
의 열정에 많은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6-02-25

농촌재능나눔농촌재능나눔 UCC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재능나눔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재능을 나눔함으로써 서로 마음이 따듯해지는 아주 뜻 깊은 시간이였습니다. 이 동영상
은 재능나눔을 통해 2015 농촌 재능나눔 홍보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2015-11-22

2015.10.23 학학..

2015.10.23학술제 연습영상 약 60일간의 기간동안 고생해주신 학과 교수님들. 동문 
선배님들. 조교선생님.열정을 다해 학술제를 준비해준 1.2.3학년 학우들. 모두 고생하
셨습니다. 이번 학술제를 계기로 더욱 더 발전하는 응급구조과가 되겠습니다!

2015-10-28

2015.10.23 학학..

2015.10.23 학술제 연혁 지난 20년간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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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볼수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응급구조과가 되겠습니다~!

IV 정맥주사정맥주사 실습실습

IV 정맥주사 실습 방법입니다. IV란 정맥 속에 주사 바늘을 찔러 넣어 약액을 직접 혈관 
속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약액이 약 1분에서 2분내에 심장을 거쳐 신체에 필요한 조직에
도달하므로 약효가 빨리 나타나고 또 그만큼 반응도 확실하게 나타난다 방법은 동영상
을 참고하세요^^

2015-06-22

활력징후활력징후 평가방법평가방법

환자의 활력징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활력징후(Vital signs)이란 대상자의 체온, 호
흡, 맥박, 혈압 등의 측정값을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대상자의 건강상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체온은 염증이나 감염이 있는지 또는 체온 조절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
다 유리체온계나 전자체온계, 고막체온계 등으로 구강이나 직장, 고막, 액와 등을 통해 
측정하게 됩니다. 맥박은 매회 심실이 수축할 떄마다 생기는 혈액의 파동으로 보통 동맥
에 손가락 끝을 대어서 측정합니다. 호흡은 신체는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

2015-06-22

2015.05.13 축축..

2015.05.13 축구 결승전 의지와 열정으로 거둬낸 성과를 보여준 훌륭한 선수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5-05-16

2015.05.13 줄줄..

2015.05.13 줄다리기 결승전 역시 응구과다운 경기였습니다!! 경기 뛰느라 너무들 수
고하셨습니다!

2015-05-16

2015.05.13 족족..

2015.05.13 족구 결승전 자랑스러운 선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응구과는 또한번 웃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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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감사합니다!!

2015.05.13 발발..

2015.05.13 발야구 결승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땀흘린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에 감사인사드립니다!

2015-05-16

2015.05.13 농농..

2015.05.13 농구 결승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훌륭하게 끝내준 선수들에게 감
사인사 드립니다!! 응구과 멋져 빠라바라밤 후~

2015-05-16

2015.05.11 피피..

2015.05.11 피구 예선전! 자랑스럽고, 훌륭한 응구과 선수들과 응원단들! 여러분이 있
기에 또한번 행복해집니다^^

2015-05-12

2015.05.08 계계..

2015.05.08 계주 예선전 결과는 아쉽지만 무엇보다 훌륭했던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에
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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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5.06 발발..

2015.05.06 발야구 예선전 남녀 가릴 것 없이 아주 훌륭합니다^^!!!!!!!!!!!!

2015-05-11

Copyright © Sunlin College. All Rights Rrserved.

/emt/gallery/video?idx=48515&page=4&mode=view
/emt/gallery/video?idx=48515&page=4&mode=view
/emt/gallery/video?page=3
/emt/gallery/video?page=5
/emt/gallery/video?page=1
/emt/gallery/video?page=2
/emt/gallery/video?page=3
/emt/gallery/video?page=5



	Table of Content
	동영상갤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