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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학장 / 학과장

제

목

2019년 춘계 시뮬레이션 기초과정 워크숍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뮬레이션 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기초과정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귀교 교수 및 실습지도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19년 5월 25일 (토) 9:30~18:00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헬렌관 ENSC (Ewha Nursing Simulation Center)

대

상 :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및 실습지도교원

정

원 : 30명 내외

<별 첨1. 프로그램 일정 및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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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프로그램 안내 및 등록안내>

시뮬레이션 기초과정 워크숍
본 프로그램은 임상사례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프로그래밍한 후 직접 운영해 볼 수 있는 과정으로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경험이 없거나 운영 노하우가 없는 교육자를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워크숍은 5-6명이
1조로 구성되어 조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일

시 : 2019년 5월 25일 (토) 9:30~18:00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헬렌관 ENSC (Ewha Nursing Simulation Center) & 헬렌관 303호

대 상 자 :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경험이 없거나 초보 단계의 간호학과 교수 및 실습지도교원
등록방법 : 2019년 5월 10일(금요일)까지 홈페이지(http://kssn.or.kr) → 워크숍 사전등록 클릭
(30명 선착순 마감하여 확정 시 메일로 개별 공지)
등 록 비 : 정회원 20만원, 비회원 25만원 * 등록 확정 메일 수신 후 입금 바랍니다.
우리은행 1002-959-462361 (예금주: 이주영) *5월 10일 이후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 이화여자대학교 강숙정
시간

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0

인사말

10:10-11:00

시뮬레이션 운영과 교육과정 개발

11:00-12:30

시나리오 구성과 개발

12:30-13:30

점심

13:30-15:00

프로그래밍 경험

15:00-15:20

휴식

15:20-16:00

효과적인 디브리핑 방법

16:00-17:30

시나리오 실제 적용

17:30-17:50

시뮬레이션 운영 경험 공유

17:50-18:00

질의 및 응답

※ 프로그래밍 연습은 Laerdal사의 SimMan으로 진행됩니다.
※ 시나리오 개발 연습을 위하여 노트북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강사명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 회장 이순희
중앙대학교 김성희
이화여자대학교 강숙정
facilitator :
호원대학교 홍지연
나사렛대학교 전혜진
이대목동병원 이주연
동의대학교 김지영
백석문화대학교 박지은

레어달 코리아 김미강

이화여자대학교 강숙정
이화여자대학교 강숙정
facilitator :
호원대학교 홍지연
나사렛대학교 전혜진
이대목동병원 이주연
동의대학교 김지영
백석문화대학교 박지은
이화여자대학교 강숙정

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 시
- 2호선 2, 3번 출구로 나오셔서 200미터 정도 걸어오시면 이화여대 정문이 보입니다.

버스 이용 시
• 광역

: 1000, 1100, 1200, 1300, 1400, 9600, 9602, 9706, 9708, 9713

• 간선

: 153, 161, 163, 171, 172, 270, 271, 272, 273, 370, 470, 472, 601, 602, 603, 606, 708,

721, 750, 751
• 지선

: 5711, 5712, 5713, 5714, 6712, 6714, 6716, 7011, 7017, 7024, 7611, 7712, 7737

• 마을

: 마포07, 마포10, 서대문03, 서대문04, 서대문05

• 공항

: 602

• 광역

: 9600, 9602, 9706, 9708, 9713

• 간선

: 161, 272, 370, 470, 601, 606, 708, 750, 751

• 지선

: 6714, 7017, 7024, 7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