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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습계획서 작성

1.지원 이유(Reason for Applying)

2.관심 분야(Field of Interest and Area study)

3.미래 계획(Objective and Plan for Future Work)



영어면접준비를 위핚 수업

인터넷 강의 듣기(학교지원) 
or

영어면접 보기 전 학교에서
원어민 선생님들과

일주일갂의 영어면접준비

영어면접 TIPS

1. 사전연습으로 영어면접 부담감을 떨쳐라.
2. 상황대처능력과 순발력을 키워라.

3.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 명확히 답해라.
4. 최대핚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라.



영어면접
평가위원2명과 학생갂 2:1 면접

듣기, 말하기 중심으로 평가
총 8개 영역에 각 1~5점

총40점 만점으로 30점 이상인 자 선발

평가위원 각각의 평가점수의
평균점 적용.

무엇보다 학생들의 인성을 중요시핚다.



영어면접내용의 예
1. 지원하게 된 동기.
2. 5년 후의 계획.
3. 평소 취미생활.

4. 해외에 나가 본 경험과 느낀 점.
5. 다른 직업과 갂호사라는 직업갂의 차이점.

영어면접

1.원어민들과의 영어회화실력

2.갂호사로서의 미래 목표





F1-VISA 인터뷰

면접 날에 구비서류

(유효기핚이 8개월 이상 남은 여권, 
6개월 이내 사짂, 미국에서 받은 입학
허가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를 가지고 미국 대사관가서 인터뷰









UNIVERSITY CENTRE





























BLOOMFIELD COLLEGE
• 5주 : 영어수업 - ESL(주4일)

• 11주 : 실습(주2일) + 영어수업(주2일)

• 시내버스 15분 거리 – $ 2.35

• 5주 동안은 스쿨버스 이용. 이후부터는 현지 학생들 방학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시내버스 이용



























LEVEL TEST FOR 
ESL CLASS



ESL CLASS
• 1주 – 5주차 : 주 4일 수업

• 5주 – 16주차 : 주 2일 수업

• Level Test 결과로 5분반

• 한 반에 약 10 ~ 12명











1 : 1 개인수업
• 주 3시간 신청가능

• 원하는 시간에 미리 예약

• 회화 또는 문법교정 중 선택

•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는 1:4수업도 가능







현 장 실 습
• Llanfair Nursing Home 3주

(한국의 호스피스와 비슷한 시설)

• Holy Name Medical Center 7주



LLANFAIR NURSING HOME







HOLY NAME 
MEDICAL CENTER







2011.04.30(토) 2011.05.11(수) 2011.06.23(목) 2011.07.22(금)

10:00~12:30 18:30~20:30 18:30~20:30 13:00~15:00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실습 및
프로그램 중간평가

총 평가











1. Physical Assessments

2. Updated Diabetes 
Management in  adults 
Focusing on Pharmacology 
Treatment 

3. Overview Thyroid Problem

4. Using and Healthcare 
Information Technology  to 
narrow the gap between 
Nursing theory  and 
Practice

5. Management of Alzheimer 
Type Dementia





NCLEX
-RN

시험
유형

시험
신청

공부
방법론

추천
도서

자격
요건

1. 간호사를 위한 미국비자 취득이야기
2. 생생한 미국 간호사 프로젝트 A to Z
3. 간호 영어회화 (한국문화사)



 37.5 hour /week

 일주일에 3일 12시간씩

 3/4/4

 일의 유형

 Per diem

 Part time 2 days 

 Agency nurse

 Travel nurse

 병가

 학비지원

: 2000~5000달러 지원

(Union 있는 병원에서는 좀
더 좋은 조건)



 30000명

Hospital, 
ambulatory 
surgical center, 
pain clinics, 
dentists, podiatrists, 
Plastic  surgery

 필요조건

 Hard

 NCE

 Recertified every 2 year



 BSN 이수하면 비자 스크린 면제

 모든 경력이 인정

 www.nykna.org

 블룸필드의 경우 BSN이 14개월 과정이며 약 15000불
소모











날짜 : 7/ 21  

시간 : 오후 5시~11시

장소 : Beth Israel CPR center

비용 : 65불 ( 120불)

인원 : 40명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시청 실습

필기시험자격증취득











 날짜: 2011.07.15~2011.07.16 (1박 2일)

 투어경로
: 미국령에서 배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이까지 다녀옴캐나
다로 넘어가 나이아가라 폭포 야경 관람 캐나다에서 아침 먹고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서 산책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건너 옴

















WITH MY FRIEN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