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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의료시뮬레이션학회 및 시뮬레이션 센터 코디네이터 분과회 공동 주관으로 시뮬레이션 교육
자 및 운영자를 위한 공통 교육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자 및 운영자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서로 협력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코디
네이터들도 시뮬레이션 교육 전문가로써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가질 필
요가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국내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교육자 및 코디네이터로써
수 년간 경험을 쌓아 온 전문가들과 함께 수 차례의 논의를 통해 준비를 했습니다. 이론적 교육은
물론 실질적 경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 이수 후에는 강사들과 지속적인 관
계 유지를 통해 학습된 내용을 소속 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자문 시스템을 제공
해드릴 계획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 1.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교육과 운영을 위한 공통 교육 과정 안내
1) 일시: 2016년 12월 15일 (목) 08:30 ~ 16:45, 12월 16일 (금) 09:00 ~ 17:00
2) 장소: 연세대학교 임상실기교육센터
3) 대상: 시뮬레이션 교육 준비 및 운영 업무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
2. 등록비 : 금번 교육은 양일 등록만 가능 합니다. (하루 단일 등록은 불가합니다)
정회원
비회원

35만원
45만원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www.kossh.or.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신후 학술/교육과정에서 등록,
사전등록기간내 입금하시면 됩니다.
§ 국민은행 298702-04-128244(예금주 김의중) - 입금자와 등록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4. 문 의 : kosshmaster@gmail.com
3. 사전등록방법
§

※ 붙임: KoSSH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교육과 운영을 위한 공통 교육 과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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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붙임: KoSSH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교육과 운영을 위한 공통 교육 과정 프로그램
학습 목표

n

Ÿ
Ÿ
Ÿ

§

효과적인 의료시뮬레이션을 위한 요소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교육의 이해를 통해 교육자 및 운영자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한다.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시뮬레이션을 준비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Day 1
시

간

내

“등록하기”

08:30~08:50

“오늘을 시작하기”

08:50~09:20

“시뮬레이션 경험하기”
Station

1

Station

2

Station

09:20~09:30

“쉬어가기”

09:30~10:10

“시뮬레이션 고민해보기”

10:10~10:50

“시뮬레이션 알아가기”

10:50~11:00

“쉬어가기”

11:00~12:30

“시뮬레이션 이해하기”

12:30~13:30

§

용

08:00~08:30

3

Station

① 시뮬레이션 모듈 이해하기

“식사하기”

13:30~14:30

“시뮬레이션 이해하기”

14:30~15:00
15:00~15:15

“시뮬레이션 이해하기”

② 현실성-Realism-이해하기
③ 시나리오 이해하기
“쉬어가기”

15:15~16:00

“시나리오 다시보기”

16:00~16:30

“내일을 준비하기”

16:30~16:45

“오늘을 마감하기”

Day 2
08:30~09:00

“등록하기”

09:00~09:30

“오늘을 소개하기”
“시뮬레이션 준비하기”

09:30~12:00
Station
12:00~13:00
13:00~14:10
(10분 휴식)
14:20~15:20
(10분 휴식)
15:30~16:30

1

Station

4

2

“식사하기”
“시뮬레이션 운영하기 1”
“시뮬레이션 운영하기 2”
“시뮬레이션 운영하기 3”

Station

3

5. 연세대학교 임상실기교육센터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