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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for Simulation-Based Healthcare Education

Invitation
한국의료시뮬레이션학회에서는 2019년 정기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Standards for Simulation-Based Healthcare Education] 주제로 의료시뮬레이션
교육과 관련된 주요 요소들에 대한 Best Practice를 근거 중심으로 정리해보고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Standards)을 논의해 보는 다양한 세션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학회 차원에서 이미 표준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ASPiH (Association for Simulated Practice in
Healthcare)와 INACSL (International Nursing Association for Clinical Simulation and Learning)
에서 표준 개발 작업에 핵심적으로 참여하신 두 분의 초청 연자를 모시고 귀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각
세션에서는 우리의 경험과 현실을 고려해 우리나라에게 맞는 표준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료시뮬레이션에 참여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Keynote Speakers

Makani Purva, DA (UK) FFARCS (Irel) MBA MMed FHEA
President and the Chair of the ASPiH Standards Committee, Association of Simulated
Practice in Healthcare (ASPiH)
Consultant Anaesthetist and Deputy Chief Medical Officer, Hull and East Yorkshire
Hospitals NHS Trust, Hull
Director of Hull Institute of Learning and Simulation (HILS)

Kristina Thomas Dreifuerst, PhD, RN, CNE, ANEF, FAAN
Immediate Past President, International Nursing Association for Clinical Simulation and
Learning (INACSL)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Marquette University

Program
Time

Program

09:00 - 09:30

Registration

09:30 - 10:00

Welcome & Congratulatory Messages
Plenary Session I

10:00 - 10:40

ASPiH Standards Project: History and Lessons Learned
Makani Purva (ASPiH President)

Plenary Session II
10:40 - 11:20

INACSL Standards Project: History and Lessons Learned
Kristina Thomas Dreifuerst (INACSL Immediate Past President)

11:20 - 11:40

Coffee Break

11:40 - 12:30

Oral Presentation

12:30 - 13:30

Lunch
KoSSH Standards Initiative

13:30 - 15:00

소강의실 (1층 1003호)

대강당 (2층)

Session I
Faculty

Session II
Teaching / Education
Coffee Break

15:00 - 15:10

Session III
Resource

15:10 - 16:40

Session IV
Assessment

16:40 - 16:50

Coffee Break

16:50 - 17:20

Closing Session

17:20 - 17:30

Award
* 상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 안내
• 사전등록 방법

홈페이지 www.kossh.or.kr 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온라인 등록 후 등록비 입금 (등록 시 기재한 송금자명으로 입금)
접수 후 사전등록 마감일까지 등록비 미입금시 사전등록이 취소되며, 현장등록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사전등록 마감

2019년 6월 14일(금) 까지

• 등록비 안내

(우리은행 1005-503-655951 예금주:한국의료시뮬레이션학회)
구분

정회원(사전등록)

비회원(사전등록)

현장등록

정기학술대회

100,000 원

120,000 원

140,000 원

초록접수 안내
• 초록 투고 마감

2019년 6월 14일(금)까지

• 초록 제출

초
 록 투고 양식에 맞추어 kosshmaster@gmail.com 로 이메일 전송
(구연이나 포스터 발표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초록 투고 양식

첨부파일 [학회초록투고규정] 내의 안내에 따라 초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분야

의료시뮬레이션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도 환영합니다.

• 발표 형식

심사위원의 심사 후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의 결과가 저자에게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 채택 여부

E
 -mail로 발표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채택된 연제에 대한 발표 준비 요령은 추후 안내
하겠습니다.

• 심사 안내

접
 수된 초록은 본 학회에서 선정된 심사위원에 의하여 심사를 거쳐 발표와 발표 양식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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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산업연구원

문의사항은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kosshmaste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