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동계 서브인턴 교육 계획서 

 ※ 교육대상은 기본적으로 1~3 학년(‘15 년 기준)이지만, 모집학년을 제한하고 싶은 과는 교육학년 수정 후 제출요. 

코스명(진료과명) 순환기내과 

교육학년 1~3 학년 
교육기간 ‘16.1.4(월) ~ 1.15(금) 

교육인원          8 명 

담당교수 한 주 용 문의/연락처 3410-3419/3897 

교육목표 
순환기내과 영역의 여러 분야에서 임상 수기를 익히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진료 내용을 파악한다. 

교육내용 순환기내과 병동 실습, 심혈관조영실 실습, 심장 기능 검사실 실습, 외래 실습 

참고서적 
Braunwald’s Heart Disease 8

th
 edition,  

이원로/서정돈 편 임상심장학 2판 

교육 준비물 청진기, 교과서 

< 교육계획 > 

● 1주차 

  월 화 수 목 금 

07:30-08:00 

교육수련부 O.T. 
(09:30~14:00) 

  

심전도 교육 basic 
Cath lab 회의실 
박승정 교수 

이미징 컨퍼런스 
본관 4 층 회의실 

Vascular 컨퍼런스 

본관 1 층 

영상의학과 

판독실내 회의실 

Morning X-ray 

conf. 
본관 4 층 회의실 

08:00-09:00 

Cath lab(A 4 명) 
/EP lab (B 4 명) 

  

Cath 회의실  

Echo lab(B 4 명), 

Tilt/pacemaker lab 

(A 4 명) 

09:00-10:00 심전도 판독 
온영근 교수 

심전도 판독 
김준수 교수 

10:00-11:00 교육회진 
김덕경 교수 

교육회진  
김준수 교수 

11:00-12:00 

12:00-13:00 점심 

13:00-14:00 

CCU 실습 
양정훈 교수 Cath lab(B 4 명) 

/EP lab (A 4 명) 

Echo lab(A 4 명), 

Tilt/pacemaker lab 

(B 4 명) 

병동 환자 파악 14:00-15:00 병동/lab 견학 
본관 

3 층 cath 회의실 

박택규 교수 

15:00-16:00 
병동환자 파악 

교육회진 
홍경표 교수 16:00-17:00 Valve disease 

/HF conference 

※ 교육기간 중 하루(08:00~15:00)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통교육 ‘BLS Provider과정’이 진행될 예정 

● 2주차  

  월 화 수 목 금 

07:30-08:00 Morning conf. 
본관 4 층 회의실 

심전도 교육 

advance 
박승정 교수 

이미징 컨퍼런스 
본관 4 층 회의실 

Vascular 컨퍼런스  
Morning conf. 

본관 4 층 회의실 

08:00-09:00 
 병동 

실습(16 동,서) 
병동 실습(16 동,서) A: OPD 1 명씩 

(김덕경, 전은석,  
한주용, 박성지) 
B: Echo 2 명/EP 

2 명(원하는 것) 

B: OPD 1 명씩 
(박승우, 온영근,  
김덕경, 김준수) 

A: Echo 2 명/ EP 2 명 

09:00-10:00 심전도 판독 
온영근 교수 

10:00-11:00 교육회진 
전은석 교수 

교육회진 
김덕경 교수 

교육회진 
이상훈 교수 

11:00-12:00 

12:00-13:00 점심 

13:00-14:00 A: OPD 1 명씩  
(박승정, 김은경, 
전은석, 한주용) 

B: Echo 2 명/Cath 

2 명(원하는 것) 

병동 실습(16 동,서) 
B: OPD 1 명씩  

(이가연, 전은석, 

박승우, 양정훈) 
A: Echo 2 명/cath 

2 명 (원하는 것)  

병동 실습(16 동,서) 

순환기 실습정리 
한주용 교수 
본관 3 층 cath 회의실 14:00-15:00 

15:00-16:00 
수료식 

(15:30~17:30) 16:00-17:00   
Valve disease/HF 

con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