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동계 서브인턴 교육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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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명 

(진료과명) 
신경외과 – 뇌종양 

교육학년 2~3 학년 
교육기간 ‘16.1.4(월) ~ 1.15(금) 

교육인원         2   명 

담당교수 최정원 문의/연락처 #8-7090 

교육목표 
신경외과 영역의 뇌병변에 대한 진단, 치료원칙을 익히고, 특히 뇌종양 치료의 수술

적 방법과 항암화학 요법의 적응증, 치료원칙, 시술과정을 이해한다. 

교육내용 
신경외과 학술 집담회, 수술을 참관하고, 학술 논문 작성 방법을 배우고 직접 참여

한다. 

참고서적 
신경외과학 (대한신경외과학회) 

 

 

교육 준비물 
가운 

 

< 교육계획 > 

- 교육 1일차(월) 09:30~14:00까지 교육인재개발실 전체 오리엔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료과 교육은 1일차(1/4) 14:00부터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교육(BLS Provider 과정)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1/5(화)~1/8(금) 교육기간 중 1일 실시(08~14시)

될 예정이니, 해당학생이 공통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 공통교육 일정은 최종 명단이 확정된 후 추후 안내 예정 

 

- 교육 2일차(화) 저녁(18:00~)에는 “서브인턴 간담회”가 예정돼 있으며, 서브인턴 지도교수님 또는  

전공의 선생님도 함께 모실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주차  

 월 화 수 목 금 

오전 교육인재개발실 O.T. 

(09:30~14:00) 

 

감마나이프수술참관, 

외래참관 
환자파악 외래참관 증례집담회 

오후 신경외과소개, 

뇌종양소개 
뇌종양수술참관 뇌종양수술참관 수술참관 뇌종양수술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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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차  

 월 화 수 목 금 

오전 
감마나이프수술참관 외래참관 환자진료참여 수술참관 증례집담회 

오후 
수술참관 감마나이프수술참관 수술참관 수술참관 

수료식 

(15:30~17:30) 

 

 

 



2016 동계 서브인턴 교육 계획서 

 ※ 교육대상은 기본적으로 1~3 학년(‘14 년 기준)이지만, 모집학년을 제한하고 싶은 과는 교육학년 수정 후 제출요. 

코스명 

(진료과명) 
신경외과 – 뇌혈관 

교육학년 2~3 학년 
교육기간 ‘16.1.4(월) ~ 1.15(금) 

교육인원         2   명 

담당교수 연제영 문의/연락처 #8-2795 

교육목표 신경외과 뇌혈관질환들에 대한 진단, 치료적응증, 치료과정들을 이해한다. 

교육내용 집담회, 진료, 수술을 참관하고, 학술 논문 작성 방법을 배우고 직접 참여한다. 

참고서적 
신경외과학 (대한신경외과학회) 

 

 

교육 준비물 
가운 

 

< 교육계획 > 

- 교육 1일차(월) 09:30~14:00까지 교육인재개발실 전체 오리엔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료과 교육은 1일차(1/4) 14:00부터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교육(BLS Provider 과정)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1/5(화)~1/8(금) 교육기간 중 1일 실시(08~14시)

될 예정이니, 해당학생이 공통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 공통교육 일정은 최종 명단이 확정된 후 추후 안내 예정 

 

- 교육 2일차(화) 저녁(18:00~)에는 “서브인턴 간담회”가 예정돼 있으며, 서브인턴 지도교수님 또는  

전공의 선생님도 함께 모실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주차  

 월 화 수 목 금 

오전 교육인재개발실 O.T. 

(09:30~14:00) 

 

수술참관 병동진료참관 외래진료참관 증례집담회 

오후 신경외과소개, 

뇌혈관질환개요 
수술참관 수술참관 중재시술참관 수술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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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차  

 월 화 수 목 금 

오전 
병동진료참관 중재시술참관 병동진료참관 외래진료참관 증례집담회 

오후 
수술참관 수술참관 수술참관 중재시술참관 

수료식 

(15:30~17:30) 

 

 

 

 



2016 동계 서브인턴 교육 계획서 

 ※ 교육대상은 기본적으로 1~3 학년(‘14 년 기준)이지만, 모집학년을 제한하고 싶은 과는 교육학년 수정 후 제출요. 

코스명 

(진료과명) 
신경외과 – 척추 

교육학년 2~3 학년 
교육기간 ‘16.1.4(월) ~ 1.15(금) 

교육인원         2   명 

담당교수 이선호 문의/연락처 #8-2457 

교육목표 
신경외과 영역의 척추병변에 대한 진단, 치료원칙을 익히고, 특히 척추 손상 및 척

추 종양치료의 수술적 방법의 적응증, 치료원칙, 시술과정을 이해한다. 

교육내용 신경외과 학술 집담회, 수술을 참관하고, 직접 학술 논문 작성에 참여한다. 

참고서적 
신경외과학 (대한신경외과학회) 

척추학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교육 준비물 
가운 

 

< 교육계획 > 

- 교육 1일차(월) 09:30~14:00까지 교육인재개발실 전체 오리엔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료과 교육은 1일차(1/4) 14:00부터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교육(BLS Provider 과정)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1/5(화)~1/8(금) 교육기간 중 1일 실시(08~14시)

될 예정이니, 해당학생이 공통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 공통교육 일정은 최종 명단이 확정된 후 추후 안내 예정 

 

- 교육 2일차(화) 저녁(18:00~)에는 “서브인턴 간담회”가 예정돼 있으며, 서브인턴 지도교수님 또는  

전공의 선생님도 함께 모실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주차  

 월 화 수 목 금 

오전 교육인재개발실 O.T. 

(09:30~14:00) 

 

외래참관 환자파악 외래참관 증례 집담회 

오후 신경외과, 척추센터 

소개 
수술 참관 수술 참관 수술참관 수술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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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차  

 월 화 수 목 금 

오전 
수술참관 외래참관 척추센터 컨퍼런스 외래참관 증례 집담회 

오후 
수술참관 수술참관 수술참관 수술참관 

수료식 

(15:30~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