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원장 권오정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분들에게 최상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최상의 진료, 첨단의학 연구,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설립이념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병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미래 SMC 주역이 될 우수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성장시켜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 의사직 

인재양성프로그램인 S-Track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사 개인별 전문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직무역량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열정적인 자세로 단계별 S-Track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SMC 미래를 이끌 리더십 있는 의사, 전문직무의 실력까지 겸비한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 발간되는 S-Track 교육 카탈로그가 선생님들의 역량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교육인재개발실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선생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원장 

권 오 정

지적 호기심과 열정적인 자세로  

참여한다면 SMC 미래를 이끌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994년 개원 이래 한국 의료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훌륭한 의료진들과 함께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임상 연구와 기초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최신의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에 대한 적절한 교육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진료, 최상의 연구, 최적의 교육과 함께 실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현재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서 유지 및 발전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며 앞으로 삼성서울병원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의사직 인재양성 프로그램 S-Track은 여러분이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진료, 연구 

그리고 리더십 등 우수한 인재가 되기 위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앞으로도 임상 진료 수준의 향상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환자 행복을 위한 

의료혁신’ 비전 아래 대한민국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 누구에게나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S-Track 프로그램과 함께 끊임없이 실력과 인성을 쌓아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료부원장

박 윤 수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쌓아

삼성서울병원 미래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말 인사말

삼성서울병원은 최선의 진료 뿐만 아니라 첨단의학연구로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우수 의료인력의 양성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건립이념에 따라 진료의 unmet needs를 해결할 새로운 의료 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학연구원에서는 수련의에서부터 교수진에 이르기까지 커리어 패스 전반에 걸쳐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최신 의료기술을 검증하여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임상역학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가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웰치센터와 연계한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임상연구 역량의 내재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원이 임상시험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임상연구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연구 기획 및 의학 통계 등 연구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법론을 교육함으로써 자발적인 연구 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연구 관련 

교육의 결과로 정부와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수주한 연구 과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성과라 할 수 

있는 연구 논문의 양적, 질적 수준 또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새롭게 개발된 Medical Scientist Career Development Framework을 통해 세계적인 

의생명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필요 역량별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추가적인 연구부문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연구 부문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다면 의료 패러다임을 이끄는 의과학자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성장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이 글로벌 선도병원으로 도약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원장

임 영 혁

지난 1994년 개원이래 '최선의 진료, 첨단의학 연구,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설립 이념으로 삼성서울병원은 

뚜렷한 업적을 통해 한국 의료계의 중심 병원으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연구하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핵심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은 

삼성서울병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사명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아래 삼성서울병원은 미래 우리병원의 주역이 되실 인재를 체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인턴, 레지던트, 임상강사, 그리고 교수로 이어지는 S-Track 인재양성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각 직급별로 

요구되는 인성, 리더십, 직무들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력뿐 아니라 인성까지 

겸비한 의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S-Track에서는 의사로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임상술기 및 연구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모듈화하여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교육을 통해 미리 실습하고 

준비하여 의료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의사로 성장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자세로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신다면 어느 순간 최고의 

의사, 실력 있는 의사로 우뚝 선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삼성서울병원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교육인재개발실장

이 주 흥

세계적인 의생명과학자 양성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이 글로벌 선도병원으로 

도약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준비된 의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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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황균�교수,�산부인과�최철훈�교수,�신경과�서상원�교수,�응급의학과�신태건�교수,�이태림�교수,�황승연�교수,

이비인후과�정만기�교수,�안정민�임상강사,�진단검사의학과�김종원�교수,�기창석�교수,�순환기내과�김준수�교수,

임상약리학과�김정렬�교수,�중증치료센터�서지영�교수,�양정훈�교수,�정치량�교수,�조중범�교수,�장혜련�교수,�하영은�교수,�

조양현�교수,�박진경�교수,�건강의학본부�손희정�교수,�기획실�신명희�교수,�의생명정보센터�김선우,�조금희�교수,�우숙영,�

삼성융합의과학원�원홍희�교수

S-Track에 기여 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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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	S-Track

	S-Track	이란?

최상의�교육수련을�통한�세계�의학계�선도를�

목표로�삼성서울병원�재직�의사에게�제공되는�

시스템�기반�교육�프로그램

의사의�핵심역량을�함양하여�창의적�인재양성�

및�국내�최고의�교수�요원을�양성하기�위한�

SMC만의�핵심�인재�양성�시스템

		SMC	S-Track	교육	구성

S-Track은�진료,�연구,�리더십�트랙별�역량에�대한�

단계적�교육�프로그램�구성�

(1)  진료 역량 강화 트랙:�실력�있는�임상의사가�되기�위한�

전문술기�역량�강화�프로그램

(2)  연구 역량 강화 트랙:�연구�기초�및�임상연구자를�위한�

임상연구�역량�강화�프로그램

(3)  리더십 역량 강화 트랙:�차세대�지도자가�되기�위한�

리더십�역량�강화�프로그램

S-Track

진료 역량 강화 
트랙

연구 역량 강화 
트랙

 리더십 역량 강화 
트랙

•치료적 술기 역량

•진단적 술기 역량

•임상술기 권한인증

•공통 연구 역량

•분야별 연구 역량

•조직 역량

•글로벌 역량

•소통 역량

•의사윤리 역량

시스템
기반학습

전문지식

임상기반
학습

대인관계
의사소통

환자진료

전문성

핵심역량
창의적

인재양성

SMC
Power Network

우수한 실력을 갖춘 최고의 임상의사 진료 역량 강화 트랙

기초 및 임상연구자를 위한 최고의 연구자 연구 역량 강화 트랙

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차세대 SMC 지도자  리더십 역량 강화 트랙 S
인턴 레지던트 임상강사 교수

	SMC	핵심인재	Pipeline

인턴,�레지던트,�임상강사를�거쳐�교수에�

이르기까지�리더십,�전문술기�및�임상연구�

역량을�키워갈�수�있도록�각�단계에�맞는�

모듈화된�수준별,�맞춤형�교육�제공

S-Track�Sponsor:�이주흥�교수�(교육인재개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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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
C1-6

C1-5
C1-4

트랙별	교육체계

	진료	역량	강화	트랙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진료 역량 강화 트랙C

치료적 술기 역량

Medical Skill 코스

임상술기 코스

Suturing�워크숍

·��대상:�인턴,�레지던트

임상술기�기본과정�1

·��대상:�인턴

감염관리�기본과정

·��대상:�인턴,�레지던트

미세 수술술기
(MST) 코스

C4-6 MST�Supermicro과정

·��대상:�Level�3�이수자

MST비뇨의학과�특성화�

중급과정

·��대상:�Level�1�이수한�

비뇨기과�레지던트�

및�임상강사

MST�중급과정

MST�기본과정�2

·�대상:�기본과정�1�이수자

MST�기본과정�1

·��대상:�레지던트,�

임상강사

C4

C2-6
C2-5
C2-4

C2-3

C2-2

중환자 관리 코스

����기관지내시경�교육

중환자관리�상급과정

Difficult�Airway�

Provider�과정

·��대상:�레지던트,�

전문의

���중환자관리�중급과정

·��대상:�레지던트

기관절개관�응급상황�

시뮬레이션

·��대상:�레지던트,�

간호사

중환자관리�기본과정

·�대상:�레지던트

C2C1

감염관리�상급과정

·��대상:�전문의

임상술기�상급과정�

·��대상:�레지던트,�

전문의

C3-6
C3-5
C3-4

심폐소생술 
(CPR) 코스

[KACPR]�KALS�

Instructor

��[AHA]�BLS�/�ACLS�

/�PALS�Instructor

·��대상:�의사직�중�

강사�지원자

[AHA]�PALS�Provider

[KACPR]�KALS�Provider

[AHA]�ACLS�Provider

·��대상:�CPR�다빈도�

및�중증�치료�부서

[AHA]�BLS�Provider

CPR�공통-평가교육

CPR�공통교육

·�대상:�의사직�전체

C3-9

C3

��[AHA]�BLS�/�ACLS�

/�PALS�Faculty

·��대상:�강사�중�AHA�

위촉�받은�자

C3-3
C3-2
C3-1

*�ACLS:��Advanced�Cardiovascular�Life�Support

*�CA:�Clinical�Anatomy

*�ECHO:�Echocardiography

*�MTD:��Microsurgery-Temporal�bone�Dissection

*�AHA:�American�Heart�Association

*�CPR:�Cardiopulmonary�Resuscitation

*�EGD:�Esophagogastroduodenoscopy

*�MST:�Microsurgical�Skills�Training

*�BLS:�Basic�Life�Support

*�CSS:�Cardiac�Surgery�Skill

*�LTS:�Laparoscopic/�Thoracoscopic�Skill

*�PALS:�Pediatric�Advanced�Life�Support

*�Col-BOXIM:�Colonoscopy�Box�Simulator�training

*�ESD:�Endoscopic�Submucosal�Dissection

*�G-BOXIM:�Gastroscopy�Box�Simulator�training

감염관리�중급과정

임상술기�중급과정

·��대상:�레지던트

임상술기�기본과정�3

임상술기�기본과정�2

·��대상:�인턴

C6-3 C7-3 C8-3

C9-2C7-2 C8-2

C6-1 C7-1 C8-1

Diagnostic Skill 코스Clinical Anatomy 코스                        Surgical Skill 코스

내시경 술기 코스

내시경�DEX�과정

·��대상:�레지던트,�

임상강사

현미경하 측두골
수술술기 (MTD) 코스

C7 심장 수술술기 
(CSS) 코스

임상해부 (CA) 코스

MTD�상급과정

·��대상:�ENT�레지던트�

3년차�/�타병원�출신�

임상강사

CSS�상급과정

·��대상:��레지던트�및����������

임상강사

CA�상급과정

·��대상:��레지던트�및����������

임상강사

C9-3 대장내시경�
Col-BOXIM�과정

·��대상:�의사직

C9-4 치료내시경�ESD�-�
EndoGel™�과정

·��대상:��소화기내과�

전문의

MTD�중급과정�

·��대상:�ENT�레지던트�

2년차�/�타병원�출신�

임상강사

CSS�중급과정

·��대상:�레지던트

CA�중급과정

·��대상:�레지던트

MTD�기본과정�

·��대상:�ENT�레지던트�

1년차�

�

CSS�기본과정

·��대상:�레지던트�

�

CA�기본과정

·��대상:�레지던트�

�

C9-1 상부내시경�G-BOXIM�
과정

·��대상:�의사직�

�

초음파 술기 코스

C5-3

C5-1

LTS�상급과정

·��대상:�Level�2�

이수자�및�프로그램�

책임자가�인정한�

대상자

LTS�중급과정�

·��대상:�Level�1�

이수자

LTS�기본과정�

·��대상:�레지던트,�

임상강사

Organizer:�이준호�교수�(교육인재개발실차장)��

복/흉강경 
수술술기 (LTS) 코스C5 C6 C7 C8 C9 C10

C10-2

C10-1

복부초음파�Hands-on

코스�

·�대상:�의사직

��복부초음파�교육�

·�대상:�의사직

진단적 술기 역량

C3-7

C3-8

C2-1C1-3

C1-2

C1-1

C1-9

C1-8

C4-2

C4-1

����MST�상급과정

·��대상:�Level�2�이수자

C4-4

C4-3

C4-5

C6-2C5-2

S-Track 개요 S-Track 개요트랙별 교육체계 트랙별 교육체계진료 역량 강화 트랙   진료 역량 강화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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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역량	강화	트랙

Level 2

R1-5

R1-4

R1-5

임상연구�설계�고급�(ACRD)

·��대상:�임상강사,�

임상조교수�이상

How�to�write�good�paper

·��대상:�임상강사,�

임상조교수�이상

Research�Coaching�Clinic

·��대상:�레지던트�2년차�이상,�

임상강사

R2-3

R2-2

Rex를�활용한�의학연구자료�

분석�워크숍

·�대상:�의사직�전체

의학통계�고급과정

·�대상:�의사직�전체

R3-3

R3-2

임상시험�종사자�교육�(GCP)�

보수과정

·��대상:�임상시험�수행�경험자�중�

PI�경험�있는�시험자

임상시험�종사자�교육�(GCP)�

심화과정

·��대상:�임상시험�수행�경험�있는�

시험자

R4-2 유전체�데이터�분석�실습�
워크숍

·���대상:�유전체�연구에�

관심있는�임상의

Organizer:�송윤미�교수�(교육인재개발실차장)����

임상시험 코스 유전체 분석 코스

분야별 연구 역량공통 연구 역량

*�ACRD:�Advanced�Clinical�Reseasrch�Design

*�CRD:�Clinical�Research�Design

*�GCP:�Good�Clinical�Practice

*�NGS:�Next�Generation�Sequencing�

*�PI:�Principal�Investigator

*�Rex:�R�interworking�with�EXCEL�

임상연구 설계 코스R1 의학통계 분석 코스R2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GCP) 코스R3 유전체 데이터 분석 코스R4

S-Track 개요 S-Track 개요트랙별 교육체계 트랙별 교육체계

	리더십	역량	강화	트랙

Organizer:�이주흥�교수�(교육인재개발실장)����

조직 역량 소통 역량

Level 1

L1-2

L1-1

신입의사�입문교육

·�대상:�신입�인턴

신입의사�온라인�직무교육

·�대상:�신입�의사직

L2-3
L2-2
L2-1

회복탄력성

자기조율�세미나

이미지�메이킹�특강

·�대상:�전직원

글로벌 역량 의사윤리 역량

L4-1 임상윤리과정
(Clinical�Ethics)

·�대상:�의사직�전체

1강)�의료윤리�개념

2강)�죽음�관련�윤리

3강)�출생�관련�윤리

4강)�의사�환자�관계

5강)�첨단과학�윤리

6강)�연구윤리�

L1-6 원장단�리더십
·�대상:�원장단

L2-12

L2-11

감정코칭�1급�전문가�과정

·�대상:�전직원

감정코칭�2급�전문가�과정

·�대상:�임상전임강사

Level 4

*�PDR:�Patient�&�Doctor�Relationship

전공의�워크숍

인턴-간호사�역지사지�워크숍

PDR�1:1�상담과정

VIP�맞춤�응대과정

비언어�커뮤니케이션

·�대상:�전직원

L2-8
L2-7
L2-6
L2-5
L2-4

L1-3 의국장�리더십
-�대상:�의국장,�실차장�등

L3-1 1:1�Medical�English과정
·�대상:�레지던트

Level 2

L1 L2 L3 L4

L1-5

L1-4

리더십�인사이트

·�대상:�보직교수

보직교수�리더십

·�대상:�진료과장,�센터장�등

L2-10

L2-9

회복적�갈등관리�심화과정

·�대상:�의사직

회복적소통�워크숍�

·�대상:�의사직(진료과별)

L3-3

L3-2

Medical�Presentation�
고급과정
Medical�Presentation�
기본과정
·�대상:�임상강사,�임상조교수

Level 3

임상연구�설계�기본�(CRD)

·�대상:�레지던트,�임상강사

임상연구�설계�기본�(Pre-CRD)

·�대상:�레지던트,�임상강사

R1-2

R1-2

의학통계�기초과정

·�대상:�의사직�전체

R2-1 임상시험�종사자�교육�(GCP)�

신규과정

·��대상:�임상시험�수행�경험�

없는�시험자

R3-1 임상의를�위한�유전체�분석�

소개

·���대상:�유전체�연구에�

관심있는�임상의

R4-1

Level 1

연구 역량 강화 트랙R 리더십 역량 강화 트랙L

연구 역량 강화 트랙   리더십 역량 강화 트랙   



역량 코스명 프로그램명 코드 난이도 교육대상 주관부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진료  
역량

임상술기
코스

감염관리 기본과정 (N95 호흡기 교육) C1-1 Level 1 인턴,레지던트

교육운영팀

연중

임상술기 기본과정 1 C1-2 Level 1 인턴 2/18-21

Suturing 워크숍 C1-3 Level 1 인턴, 레지던트(외과계) 2/18-21 예정

임상술기 기본과정 2 C1-4 Level 2
인턴

2/28 상시

임상술기 기본과정 3 C1-5 Level 2 2/28 3/7,21,25 4/7,18,28 5/6,23 6/4, 20 7/4

임상술기 중급과정 C1-6 Level 2 레지던트(외부병원인턴수료자) 3/2,3 5/1 9/2,3

감염관리 중급과정 (레벨 C,D 착탈교육) C1-7 Level 2 전문의 감염병대응센터/교육운영팀 미정

임상술기 상급과정 (IO infusion) C1-8 Level 3 레지던트,전문의 교육운영팀 예정 예정

감염관리 상급과정 (보호용구+술기) C1-9 Level 3 전문의(참여진료과) 감염병대응센터/교육운영팀 미정

중환자
관리 코스

중환자관리 기본과정 C2-1 Level 1 레지던트 (중환자실 근무) 임상교육파트/교육운영팀 원내 8,9 / 원외 15

기관절개관 응급상황 시뮬레이션 C2-2 Level 2 레지던트, 간호사 (중환자실 근무)

교육운영팀

3/31 4/28 5/28 6/24 7/2 8/27 9/24 10/7 11/5 12/3

중환자관리 중급과정 C2-3 Level 2 레지던트(내과,외과 ICU근무자) 예정

Difficult Airway Provider 과정 C2-4 Level 3 레지던트, 전문의 예정 예정

중환자관리 상급과정 C2-5 Level 3
중증치료부서 전문의

예정 예정

기관지 내시경 교육 C2-6 Level 3 예정

심폐소생술
(CPR) 
 코스

CPR 공통교육 C3-1 Level 1 신입 및 재직 6년차 이하 의사직

CPR 운영실

신입R.F 2~3, F:5 재직:20 10 신입R.F 6~7 재직 21 12 18 F: 1~2    재직 23 17

CPR 공통-평가교육 C3-2 Level 1 재직 7년차 이상 의사직 13 8, 9 19,20 15,16 9,10 12, 13 13, 14

[AHA] BLS Provider C3-3 Level 1 인턴(필수), 개별신청자 13 신입I 18~21 7 9 개별         21          

[AHA] ACLS Provider-성인 C3-4 Level 2
CPR 다빈도 진료과 /중증 치료부서 의사

31 1 Renewal 21,26 Renewal   14,25 P:18 P:22~23 Renewal 19,20 P:27 P 3~4, 24~25,31 R 6 1,8 R 11,15,22 R 26 R 17  P 23 ~24, 31 R 7, 19, 28 19

[KACPR] KALS Provider-성인 C3-5 Level 2 24 28 23,24 2, 7 20 8 15, 22 23, 27 23

[AHA] PALS Provider-소아 C3-6 Level 2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 중증 치료부서 의사 14 ~ 15 16 ~ 17 11 ~ 12 29 ~ 30 19 ~20 14 ~ 15 5 ~6

[AHA] BLS / ACLS / PALS Instructor C3-7 Level 3 Instructor 지원자 BLS: 12 BLS: 16 BLS: 20
BLS: 26 ACLS: 

8
ACLS: 21

[KACPR] KALS Instructor C3-8 Level 3 Instructor 지원자 28 13 5 12

[AHA] BLS / ACLS / PALS Faculty C3-9 Level 4 대한심폐소생협에서 위촉한 자 예정

미세 
수술술기

(MST) 코스

MST 기본과정 1 C4-1 Level 1

레지던트, 임상강사 (참여진료과)

 교육운영팀

예정

MST 기본과정 2 C4-2 Level 1

MST 중급과정 C4-3 Level 2

MST 비뇨의학과 특성화 중급과정 C4-4 Level 2 비뇨의학과 레지던트 및 임상강사

MST 상급과정 C4-5 Level 3
레지던트, 임상강사 (참여진료과)

MST Supermicro 과정 C4-6 Level 4 예정

복/흉강경 
수술술기 
(LTS) 코스

LTS 기본과정 C5-1 Level 1 레지던트, 임상강사 (GS,URO,OBGY,TS) 예정

LTS 중급과정 C5-2 Level 2 Level 1 이수자 예정

LTS 상급과정 C5-3 Level 3 Level 2 이수자 또는 프로그램 책임자가 인정한 대상자 예정

현미경하
측두골 

수술술기 
(MTD) 코스

MTD 기본과정 C6-1 Level 1 ENT 레지던트 1년차 예정 예정

MTD 중급과정 C6-2 Level 2 ENT 레지던트 2년차, 타병원출신 임상강사 예정 예정

MTD 상급과정 C6-3 Level 3 ENT 레지던트 3년차, 타병원출신 임상강사 예정 예정

심장수술술기  
(CSS) 코스

CSS 기본과정 C7-1 Level 1
레지던트

예정 예정

CSS 중급과정 C7-2 Level 2 예정 예정

CSS 상급과정 C7-3 Level 3 레지던트 및 임상강사 예정 예정

임상해부 
(CA) 코스

CA 기본과정 C8-1 Level 1
레지던트

예정CA 중급과정 C8-2 Level 2

CA 상급과정 C8-3 Level 3 레지던트, 임상강사

내시경술기 
코스

내시경 G-BOXIM 과정 C9-1 Level 1 의사직 1/18 2/1 3/7 5/10 11/15

내시경 DEX 워크숍 C9-2 Level 2 레지던트, 임상강사 임상교육파트 2 19 18

내시경 Col-BOXIM 과정 C9-3 Level 3 의사직

교육운영팀

4/18 6/14 9/20 12/20

치료내시경 ESD-Endogel 과정 C9-4 Level 4 소화기내과 전문의 4/11 9/12

초음파술기
코스

복부초음파 교육 C10-1 Level 1 의사직 예정

복부초음파 Hands-on Course C10-2 Level 1 예정

연구 
역량

임상연구
설계 코스

임상연구 설계 기초 (Pre-CRD) R1-1 Level 1 레지던트, 임상강사
임상역학연구센터 / 인력양성센터/임상교육파트

26 4 24

임상연구 설계 (CRD) R1-2 Level 2 임상강사, 임상조교수 이상 20년 미실시

Research Coaching Clinic R1-3 Level 2 레지던트 2~4년차, 임상강사 임상교육파트 3~10월

How to write good paper R1-4 Level 2
임상강사, 임상조교수 이상 임상역학연구센터 / 인력양성센터/임상교육파트

11, 18

임상연구 설계 고급 (ACRD) R1-5 Level 3 14 13 10 8 12 14 11 16 13 11

의학통계
분석 코스

의학통계 기초과정 R2-1 Level 1 레지던트, 임상강사

의생명정보센터 / 인력양성센터/임상교육파트

2, 9, 16, 23 7

의학통계 고급과정 R2-2 Level 2
의사직 전체

28 10 14 19 1, 23 7 25

Rex를 활용한 의학통계분석 워크숍 R2-3 Level 2 예정 예정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GCP) 코스

GCP 신규과정 R3-1 Level 1

의사직 (해당자) 인력양성센터

22 11 12 12

GCP 심화과정 R3-2 Level 2 22 11 12 12

GCP 보수과정 R3-3 Level 2 18 19 20 25 16 31 7 18

유전체 데이터 
분석 코스

임상의를 위한 유전체 분석 소개 R4-1 Level 1 의사직 인력양성센터 / 임상교육파트 4 14

유전체 데이터 분석 실습 워크숍 (3일 과정) R4-2 Level 2 의사직, 연구직 삼성유전체연구소 / 인력양성센터 / 임상교육파트 11,18,25 21,28 5

리더십 
역량

조직 역량

신입의사 온라인 입문교육 L1-1 Level 1 신입 의사 임상교육파트

신입 인턴 입문교육 L1-2 Level 1 신입 인턴 임상교육파트
합숙12~14 /

전문전산/술기 17~21
5월초 예정 9월초 예정

신입 레지던트 입문교육 L1-2 Level 1 신입 레지던트
임상교육파트

입문 1 / 전산 2,3

신입 임상강사 입문교육 L1-2 Level 1 신입 임상강사 (타병원 출신) 입문 7 / 전산 2,3

신입 교수 입문교육 L1-2 Level 1 신입 교수

인재개발파트

입문교육 2-3

의국장 리더십 L1-3 Level 2 보직교수 (의국장,센터간사,실차장)
예정

보직교수 리더십 L1-4 Level 3 보직교수 (진료과장,센터장,실장, 팀장)

리더십 인사이트 L1-5 Level 3 보직교수 20년 미실시

원장단 리더십 L1-6 Level 3 보직교수

소통역량

이미지 메이킹 특강 L2-1 Level 1

전직원

임상교육파트

8 9

자기조율 세미나 L2-2 Level 1 19 27 29 23 14

회복탄력성 L2-3 Level 1 25 24 19 18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L2-4 Level 2 10 11

VIP 맞춤 응대 과정 L2-5 Level 2 6 14

PDR 1:1 상담과정 L2-6 Level 2 레지던트 3-4년차,신입 임상조교수 Young Faculty Resident

인턴-간호사 역지사지 워크숍 L2-7 Level 2 인턴, 간호사 5/23 6/27 7/4, 18 8/8

전공의 워크숍 L2-8 Level 2 레지던트 2년차 - '20년限 2년차, 3년차 워크숍예정 6/12~13 Rs 3년차 9/11~12 Rs 2년차

회복적소통 워크숍 (진료과별 신청) L2-9 Level 3 의사직(진료과별)  상시 운영

회복적 갈등관리 심화과정 L2-10 Level 3 의사직 4/17 5/8 10/23 11/6

감정코칭 2급 전문가 과정 L2-11 level 4
임상전임교수 이상

2급 상반기 (5/23~8/22) 2급 하반기 (8/29~12/12)

감정코칭 1급 전문가 과정 L2-12 level 4 1급(2/1~5/9)

글로벌 역량

1:1 Medical English 과정 L3-1 Level 1 레지던트 4~7월, 3개월 9~11월,3개월

Medical Presentation 기본과정 L3-2 Level 2 임상강사 이상 5/11~7/31

Medical Presentation 고급과정 L3-3 Level 3 임상강사 이상 (영어구연 경험자) 10/12~12/18

기타 기타 서브인턴십 (기본, 고급) 외부의대생 임상교육파트/교육운영팀 동계 1/6~1/17 / 고급 1/14~16 하계  7/13~7/24, 7/27~8/7 고급 8/4~8/6

2020년 의사직 S-Track 연간교육일정



SMC S-Track

진료 역량 강화 트랙 

Diagnostic Skill 코스

  C9_ 내시경 술기 코스

C9-1:�상부내시경�G-BOXIM과정

C9-2:��내시경�DEX�과정�(Description�

Exercise)

C9-3:�대장내시경�Col-BOXIM과정

C9-4:�치료내시경�ESD-EndoGel™과정

  C10_ 초음파 술기 코스

C10-1:�복부초음파�교육

C10-2:�복부초음파�Hands-on�코스�

Clinical Anatomy 코스

  C8_ 임상해부 (CA) 코스

C8-1:�CA�기본과정

C8-2:�CA�중급과정

C8-3:�CA�상급과정

Surgical Skill 코스

  C4_ 미세 수술술기 (MST) 코스

C4-1:�MST�기본과정�1

C4-2:�MST�기본과정�2

C4-3:�MST�중급�과정

C4-4:�MST�비뇨의학과�특성화�중급과정

C4-5:�MST�상급�과정

C4-6:�MST�Supermicro�과정�

  C5_ 복/흉강경 수술술기 (LTS) 코스

C5-1:�LTS�기본과정�

C5-2:�LTS�중급과정

C5-3:�LTS�상급과정

   C6_  현미경하 측두골 수술술기 

(MTD) 코스

C6-1:�MTD�기본과정�

C6-2:�MTD�중급과정

C6-3:�MTD�상급과정

   C7_  심장 수술술기 (CSS) 코스

C7-1:�CSS�기본과정�

C7-2:�CSS�중급과정

C7-3:�CSS�상급과정

Medical Skill 코스

  C1_ 임상술기 코스

C1-1:�감염관리�기본과정�

C1-2:�임상술기�기본과정�1

C1-3:�Suturing�워크숍

C1-4:�임상술기�기본과정�2

C1-5:�임상술기�기본과정�3

C1-6:�임상술기�중급과정

C1-7:�감염관리�중급과정

C1-8:�임상술기�상급과정�

C1-9:�감염관리�상급과정

  C2_ 중환자 관리 코스

C2-1:�중환자관리�기본과정

C2-2:�기관절개관�응급상황�시뮬레이션

C2-3:�중환자관리�중급과정

C2-4:�Difficult�Airway�Provider�과정

C2-5:�중환자관리�상급과정

C2-6:�기관지내시경�교육

  C3_ 심폐소생술 (CPR) 코스

C3-1:�CPR�공통교육

C3-2:�CPR�공통-평가교육

C3-3:�[AHA]�BLS�Provider

C3-4:�[AHA]�ACLS�Provider-성인

C3-5:�[KACPR]�KALS�Provider-성인

C3-6:�[AHA]�PALS�Provider-소아

C3-7:��[AHA]�BLS�/�ACLS�/�PALS�Instructor

C3-8:��[KACPR]�KALS�Instructor

C3-9:��[AHA]�BLS�/�ACLS�/�PALS�Faculty

*�ACLS:��Advanced�Cardiovascular�Life�Support� *�BLS:�Basic�Life�Support� � *�CA:�Clinical�Anatomy

*�CSS:�Cardiac�Surgery�Skill� *�ECHO:�Echocardiography� � *�EGD:�Esophagogastroduodenoscopy

*�LTS:�Laparoscopic/Thoracoscopic�Skill� *�MTD:�Microsurgery-Temporal�bone�Dissection� *�MST:�Microsurgical�Skills�Training�

*�PALS:�Pediatric�Advanced�Life�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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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술기 코스
핵심역량 진료	역량	강화

코스명 C1	임상술기	코스

코스

책임자
심민섭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차장)

난이도 Level 1 Level 2 Level 3

수준별

목표

(이수	역량)

1) � �임상술기 �권한인증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공통술기에 �

대한 �이론적 �근거를 �이해한다.

2) � �임상술기 �권한인증 �시스템의 �공통술기를 �단독으로 �

시행할 �수 �있다. �

3) � �Suturing �technique에 �대한 �이론을 �알고 �술기를 �

시행할 �수 �있다.

1) � �공통 �임상술기의 �시범을 �보여줄 �수 �있다.

2) � �임상술기 �권한인증 �시스템의 �공통술기를 �체크리스트에 �

따라 �평가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획득한다.

3) � �감염병 �환자와 �관련된 �보호용구에 �대한 �지식을 �이해할 �

수 �있다.

1) � �임상술기 �공통교육과정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2) � �고위험 �응급술기에 �대한 �이론을 �알고 �술기를 �시행할 �

수 �있다.

3) � �개인보호용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필요한 �술기를 �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

·C1-1: �감염관리 �기본과정

·C1-2: �임상술기 �기본과정 �1

·C1-3: �Suturing �워크숍

·C1-4: �임상술기 �기본과정 �2

·C1-5: �임상술기 �기본과정 �3

·C1-6: �임상술기 �중급과정

·�C1-7: �감염관리 �중급과정

·C1-8: �임상술기 �상급과정 �

·C1-9: �감염관리 �상급과정

평가방법 ·교육 �이수 �및 �체크리스트 �평가 ·교육 �이수 �및 �체크리스트 �평가 ·교육 �이수 �및 �체크리스트 �평가

교육대상 ·인턴, �레지던트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레지던트, �전문의

프로그램

책임자
심민섭 �교수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목적
본인에게 �맞는 �N95 �호흡기를 �올바르게 �착용함으로써 �고위험 �호흡기 �

감염병으로 �부터 �의료인을 �보호한다.

교육목표

1. � �본인의 �얼굴에 �맞는 �적절한 �N95 �호흡기를 �선택할 �수 �있다.

2. �N95 �호흡기를 �착용한 �다음, �fit �check를 �시행할 �수 �있다.

3. � �Fit �check �후 �필요에 �따라 �누설부위가 �발생하지 �않게 �고정끈과 �N95 �

호흡기를 �조정해서 �착용할 �수 �있다.

교육대상 인턴, �레지던트

교육시간 1시간

교육내용

•본인 �얼굴 �유형에 �맞는 �N95 �호흡기 �제품 �선택 �및 �확인

•N95 �호흡기 �착용이 �필요한 �상황 �및 �주의사항 �교육

•N95 �호흡기 �종류에 �따른 �올바른 �착탈방법 �교육

• �정량적 �평가 �(QNFT: �Quantitative �Fit �Test) �를 �시행 �

: � �입자 �발생기를 �이용해 �에어로졸이 �분포되어 �있는 �밀폐된 �검사실에서 �

N95 �호흡기를 �착용한 �후, �호흡기 �외부의 �에어로졸 �농도와 �호흡기에 �

유입된 �농도를 �비교하여 �호흡기의 �밀착 �(fit) �정도를 �측정

•미국 �OHSA �QNFT �protocol의 �8단계를 �각 �1분간 �진행

- �평상시 �호흡

- �심호흡

-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기

- �머리를 �상하로 �움직이기

- �크게 �소리 �내어 �말하기

- �얼굴 �찡그리기

- �정상호흡 �하면서 �허리를 �굽혀 �발가락 �만지기

- �평상시 �호흡

평가방법 실기 �평가 교육 �수료 �기준 밀착계수 �평균 �100 �이상 �통과

교육시기 연중

교육비 원내: �30,000원 �(전액 �병원지원)

문의

교육운영팀 �

- �Tel: �02-3410-2099, �3099 �

- � �E-mail: �aerin.yoon@samsung.com �

프로그램

책임자
심민섭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차장)

목적

임상술기 �권한인증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레벨 �A, �B, �C에 �해당하는 �

술기에 �대한 �이론 �및 �술기를 �익힘으로써 �임상술기 �역량을 �강화하고 �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교육목표

1. � �레벨 �A �다섯 �가지 �공통술기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 �

획득할 �수 �있다.

2. �AHA �certificate �과정인 �BLS �Provider �과정에 �합격한다.

3. � �환자안전에 �대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다.

4. �감염주의가 �요구되는 �환자처치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

교육대상 인턴

교육시간 2일 �

교육내용

•1일차

- �골수천자 �및 �생검 �(1시간), �복수천자 �(1시간), �흉수천자 �(1시간)

- �기관절개관 �교환 �및 �시뮬레이션, �코위장위관 �삽입 �(1시간)

- �감염관리 �기본원칙 �(1시간)

- �Suture �& �stapler, �가슴관 �관리 �(1시간) �

- �히크만관 �/ �중심정맥관 �관리 �(1시간)

- �피그테일관 �관리 �/ �흉막 �유착술 �(1시간)

•2일차

- � �BLS �Provider �과정 �(6시간)

- � �Defibrillation �/ �cardioversion �(1시간), �관장 �및 �직장관 �삽입술, �

JP �removal �(1시간)

- �외과적 �무균술 �(1시간)

- � �요추천자 �및 �척수강내 �약물 �주입, �오마야 �천자 �및 �약물 �주입 �(1시간)

평가방법 실기 �평가 � 교육 �수료 �기준 실기 �평가 �통과

교육시기 2월

교육비 원내: �300,000원 �(전액 �병원지원)

문의

교육운영팀 �

- �Tel: �02-3410-3099, �2099

- �E-mail: �aerin.yoon@samsung.com

감염관리 기본과정
 N95 호흡기 교육

C1- 1 

임상술기 기본과정 1

C1-2

Medical Skill진료 역량 강화 트랙 임상술기 코스  

*�AHA:�American�Heart�Association� *�BLS:�Basic�Life�Support� *�JP:�Jackson-Pratt

*�OHSA:��Occupational�Safety�and�Health�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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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책임자
최준호 �교수 �(삼성서울병원 �내분비외과) � �

목적 Suture �technique �이론 �및 �실습을 �통해 �봉합 �술기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Suture �technique �및 �상처봉합에 �필요한 �올바른 �기구 �사용법을 �익힌다.

2. �Dry �lab �또는 �wet �lab �실습을 �통해 �다양한 �suture �technique을 �익힌다.

3. �술기 �시행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숙지한다.

교육대상 인턴, �레지던트 �(외과계)

교육시간 2시간

교육내용

•이론교육 �(0.5시간)

- � �Suture �technique �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기구, �봉합사, �suture �

technique)에 �대한 �강의 �및 �동영상 �교육

•실습 �(1.5시간)

- �Dry �lab �또는 �wet �lab을 �이용한 �suture �technique �실습

- �실습 �tutor의 �1:1 �피드백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이수 �

교육시기 2, �3월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교육운영팀 �

- �Tel: �02-3410-3099, �2099

- �E-mail: �aerin.yoon@samsung.com

프로그램

책임자
심민섭 �교수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목적

1. � �중심정맥관 �채혈에 �필요한 �지식을 �알고 �무균적 �채혈을 �수행할 �수 �있다.

2. � �말초정맥관 �채혈에 �필요한 �지식을 �알고 �실습을 �통해 �임상술기 �역량을 �

강화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혈액배양을 �위한 �채혈 �전 �과정을 �오염없이 �시행할 �수 �있다.

2. �채혈을 �시행할 �수 �있는 �적절한 �말초정맥을 �찾을 �수 �있다.

3. �중심정맥관 �채혈을 �무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4. � �중심정맥관 �채혈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국소감염, �공기색전증 �

등)에 �대해 �알고 �예방할 �수 �있다.

교육대상 인턴

교육시간 1시간 �(단, �술기연습은 �시간 �제한 �없음)

교육내용

•이론교육

- � �말초정맥 �부위와 �부위별 �선택, �

울혈방법 �중심정맥관 �종류 �(터널형, �비터널형, �매립형, �말초삽입형)

- �중심정맥관 �종류별 �채혈방법과 �관리

- �혈액투석도관 �관리

•실습교육

- �말초정맥, �히크만관, �케모포트, �PICC �관 �채혈 �실습

- �각 �중심정맥관 �종류별 �heparinization �실습

평가방법 교육이수 교육 �수료 �기준 교육이수 �

교육시기 3월~10월

교육비 원내: �30,000원 �(전액 �병원지원)

문의
교육운영팀 �

- �Tel: �02-3410-3099, �2099 �/ �- �E-mail: �aerin.yoon@samsung.com

Suturing 워크숍

C1- 3

임상술기 기본과정 2

C1- 4

프로그램

책임자
심민섭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차장)

목적
초음파를 �이용하여 �천자술을 �시행함으로써 �고위험 �술기로 �인해 �발생할 �

수 �있는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임상술기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임상에서 �초음파를 �활용하여 �복수 �및 �흉수천자를 �안전하게 �시행할 �수 �

있다.

2. �임상술기와 �관련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교육대상 인턴

교육시간 1시간 �(단, �술기 �연습은 �시간 �제한 �없음)

교육내용

•이론교육: � �초음파 �원리, �기기 �조작과 �probe �선택, � �

천자와 �관련된 �지식

•실습교육: � �강사 �시범 �및 �술기 �모형에 �초음파를 �이용하여 �흉수 �및 � �

복수천자 �실습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이수 �

교육시기 연중

교육비 원내: �50,000원 �(전액 �병원지원)

문의

교육운영팀 �

- �Tel: �02-3410-3099, �2099

- �E-mail: �aerin.yoon@samsung.com

임상술기 기본과정 3

C1-5

프로그램

책임자
심민섭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차장)

목적

임상술기 �권한인증 �시스템 �레벨 �A �일곱 �가지 �술기에 �대한 �이론 �및 �술기를 �

익힘으로써 �임상술기 �역량 �강화를 �통하여 �환자안전 �진료 �시스템에 �

기여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레벨 �A–일곱 �가지 �공통술기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 �

획득할 �수 �있다.

2. �환자 �안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다.

3. �감염주의가 �요구되는 �환자처치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

교육대상 레지던트 �(외부 �병원 �인턴 �수료자)

교육시간 1일 �

교육내용

•교육항목

-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 �(1시간)

- �제세동기 �사용법 �및 �심정지 �환자 �시뮬레이션 �(1시간)

- �기관삽관 �(1시간), �요추천자 �및 �척수강내 �약물주입 �(1시간)

- �골수천자 �및 �생검 �(1시간), �흉수 �/ �복수천자 �(1시간)

- �감염관리 �(1시간), �중심정맥관 �삽입 �(1시간)

평가방법 실기 �평가 교육 �수료 �기준 실기 �평가 �통과

교육시기 3월

교육비 원내: �200,000원 �(전액 �병원지원)

문의

교육운영팀 �

- �Tel: �02-3410-3099, �2099

- �E-mail: �aerin.yoon@samsung.com

임상술기 중급과정

C1-6

감염관리 중급과정
감염관리 (레벨 C, D 착탈교육)

C1-7

프로그램

책임자
조선영 �교수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목적

정확한 �보호용구 �사용 �원칙을 �알고 �적절한 �착탈을 �통하여 �고위험 �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와 �

직원의 �안전을 �도모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각 �레벨에 �따라 �보호용구를 �적절하게 �착용할 �수 �있다.

2. � �보조자의 �안내에 �따라 �각 �단계별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용구를 �

탈의할 �수 �있다.

3. � �보호용구 �탈의 �시 �오염이 �확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교육대상 전문의

교육시간 3시간

교육내용
•이론교육 �(0.5시간): �보호용구에 �대한 �이해, �주의사항

•실습교육 �(2.5시간): �레벨 �C, �D �착탈 �실습, �전동식 �호흡기 �사용법

평가방법
1. �체크리스트 �평가

2. �형광물질 �도포 �
교육 �수료 �기준

체크리스트 �평가

기준 �통과

교육시기 수시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교육운영팀 �

- �Tel: �02-3410-3099 �/ �- �E-mail: �aerin.yoon@samsung.com

*�PICC:�Peripherally�Inserted�Central�Catheter

임상술기 상급과정
응급술기 - 골강내 주입

C1-8

프로그램

책임자
심민섭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차장)

목적

말초정맥로 �확보가 �힘든 �환자에게 �대체 �가능한 �정맥로를 �확보할 �수 �

있는 �술기능력을 �보유함으로써 �활력징후 �안정과 �비경구적 �약물치료에 �

기여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골강내 �주입을 �시행할 �부위를 �안다.

2. �골강내 �주입에 �필요한 �needle �및 �장비 �사용법을 �숙지한다.

3. � �응급상황에서 �정맥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골강내 �주입로를 �확보할 �수 �

있다.

교육대상 레지던트, �전문의 �

교육시간 1.5시간

교육내용

•이론교육 �(0.5시간)

- �강의

•실습교육 �(1시간)

- �골강내 �주사 �장비 �사용법

- �골강내 �주사 �삽입법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이수

교육시기 수시

교육비 원내: �50,000원 �(전액 �병원 �지원)

문의
교육운영팀 �

- �Tel: �02-3410-3099, �2099 �/ �- �E-mail: �aerin.yoon@samsung.com

감염관리 상급과정 
고위험 감염병 대응 전담진료팀 심화 교육과정

C1-9

프로그램

책임자
조선영 �교수 �(삼성서울병원 �감염병대응센터 �)

목적

고위험 �감염병의 �감염관리 �원칙을 �이해하고, �개인보호용구 �착의 �

상태에서 �시행되는 �처치 �및 �술기를 �감염의 �노출 �없이 �수행함으로써 �

직원의 �안전을 �도모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개인보호용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비디오 �후두경을 �이용하여 �

기관삽관을 �시행할 �수 �있다.

2. �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측정기를 �사용하여 �기관삽관 �성공 �유무를 �

확인할 �수 �있다.

3. � �개인보호용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감염의 �노출 �없이 �침습적 �처치를 �

수행할 �수 �있다. �

4. �평소 �시행되는 �처치 �및 �술기방법에서 �대체되는 �방법을 �숙지한다.

5. �팀워크의 �중요성을 �알고 �협업할 �수 �있다.

교육대상 의사, �간호사

교육시간 2시간 �(유동적, �술기 �1항목당 �최소 �1시간)

교육내용

• �개인보호용구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착용한 �

상태에서 �다양한 �술기를 �연습한다.

- �비디오 �후두경 �기관삽관 �및 �기관내관 �위치 �확인

- �중심정맥관 �삽입

- �말초정맥로 �확보 �및 �삽입

평가방법 체크리스트 �평가 교육 �수료 �기준 교육이수

교육시기 연 �1회 �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교육운영팀 �/ �감염병대응센터 �

- �Tel: �02-3410-3099

- �E-mail: �aerin.yoon@samsung.com

Medical Skill진료 역량 강화 트랙 임상술기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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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책임자
전경만 �교수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목적

중환자실 �근무환경에 �필요한 �술기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실습을 �통해

현장처치에 �필요한 �술기를 �습득하여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임상술기 �

역량을 �키운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기관삽관에 �대한 �지식 �및 �실습을 �통한 �술기를 �습득한다.

2. � �원내에서 �사용되는 �인공호흡기에 �대한 �이론과 �조작법에 �대한 �

술기를 �습득한다.

3. � �쇄골하정맥 �및 �대퇴정맥 �부위에 �중심정맥관 �삽입술에 �대한 �지식과 �

술기 �방법을 �습득한다.

교육대상 레지던트 �(중환자실 �근무)

교육시간 7.5시간

교육내용

•이론 �및 �실습 �동시 �진행

• �소그룹 �실습: �인공호흡기, �기관내삽관, �중심정맥관 �삽입 �세 �팀으로 �

나눠서 �순환 �실습

•모형: �교육생 �= �1 �: �3 �실습

평가방법 체크리스트 �평가 교육 �수료 �기준 체크리스트 �평가기준 �통과 �

교육시기 2월

교육비 원내: �100,000원 �(전액 �병원 �지원)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3099

- �E-mail: �aerin.yoon@samsung.com

프로그램

책임자
길은미 �교수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목적

기관절개관 �위치 �이동을 �조기에 �인지하고, �알고리듬에 �따른 �처치, �다직역 �

팀워크 �훈련을 �통해 �역할분담과 �의사소통, �협력하여 �처치하는 �능력을 �

키우고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 �기관절개관 �위치 �이동 �소견을 �안다.

2. �원내 �기관절개관 �위치이동 �알고리듬을 �적용할 �수 �있다.

3. �환자 �상태 �(안정 �/ �불안정) �에 �따른 �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교육대상 레지던트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 �

교육시간 1시간

교육내용

•이론 �교육: �20분

• �시뮬레이션 �실습: �40분 �

의사, �간호사 �한 �팀으로 �구성하여 �각 �팀별로 �안정 �/ �불안정한 �환자 �

사례 �두 �가지 �시뮬레이션 �실습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연중

교육비 원내: �30,000원 �(전액 �병원 �지원)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3099

- �E-mail: �aerin.yoon@samsung.com

중환자관리 기본과정
SMC Basic Course of Critical Care for Residents

C2- 1

기관절개관 응급상황 시뮬레이션

C2- 2

중환자 관리 코스
핵심역량 진료	역량	강화

코스명 C2	중환자	관리	코스

코스

책임자
심민섭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차장)

난이도 Level 1 Level 2 Level 3

수준별

목표

(이수	역량)

1) � �중환자실 �근무에 �필요한 �지식을 �알고 � �레벨 �A �

공통술기를 �시행할 �수 �있다.

1) � �기관절개관을 �가진 �환자에게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

대처할 �수 �있다.

2) � �의료장비를 �활용하여 �침상 �옆 �술기-중심정맥관, �

기도삽관-를 �시행할 �수있다.

1) � �어려운 �기도관리에 �요구되는 �이론을 �이해한다.

2) � �기도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구 �및 �도구를 �사용할 �수 �

있다.

3) � �중환자실 �내에서 �말초삽입 �중심정맥관과 �기관절개관 �

술기를 �할 �수 �있다.

4) �기관지내시경 �검사에 �필요한 �이론과 �술기를 �안다.

프로그램

·C2-1: �중환자관리 �기본과정

 � � �(SMC �Basic �Course �of �Critical �Care �for �Residents)

·C2-2: �기관절개관 �응급상황 �시뮬레이션

·C2-3: �중환자관리 �중급과정

·C2-4: �Difficult �Airway �Provider �과정

·C2-5: �중환자관리 �상급과정

·C2-6: �기관지내시경 �교육

평가방법 ·교육 �이수 ·�교육 �이수 ·교육 �이수

교육대상 ·레지던트 �(중환자실 �근무) ·레지던트, �전문의 ·레지던트, �전문의

프로그램

책임자
차원철 �교수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목적

기도관리에 �대한 �최신 �지견과 �어려운 �기도처치 �상황에 �대해 �대처방법과 �

팀워크 �훈련을 �통해 �안전한 �기도관리를 �시행함으로 �기도 �문제로 �인해 �

위기에 �처한 �환자를 �구할 �수 �있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Simple �/ �difficult �/ �crush �airway �알고리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 �기본 �/ �성문외 �/ �기관삽관 �/ �비디오 �후두경 �기구 �사용법 �및 �실습을 �

통한 �숙련도를 �향상시킨다.

3. � �Code �airway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사결정 �및 �기도관리를 �습득한다.

교육대상 레지던트,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교육시간 2일

교육내용

• � �이론교육 �(5시간): �기도관리 �전반에 �걸친 �최신 �지견 �및 �기도관리 �

알고리듬 �이해

• �소그룹 �실습 �(3시간): �다양한 �기도관리 �장비 �및 �윤상갑상막 �

절개술기실습

•시뮬레이션 �실습 �(2시간): �Medical �/ �trauma �case �실습

•Code �airway �시뮬레이션 �(2시간): �다양한 �임상상황 �평가 �

•평가 �(1.5시간): �Code �airway �실기평가, �필기시험

평가방법 이론 �및 �실기평가 교육 �수료 �기준 이론 �/ �실기 �시험 �통과

교육시기 수시

교육비
1. �원내: �300,000원 �(원내 �전액 �병원지원)

2. �원외: �300,000원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3099 �/ �- �E-mail: �aerin.yoon@samsung.com

Difficult Airway Provider 과정

C2-4

프로그램

책임자
길은미 �교수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목적
중환자실 �근무를 �시작하는 �레지던트에게 �요구되는 �고위험 �술기– �중심 �

정맥관 �삽입과 �기관삽관 �– �를 �습득하여 �환자안전과 �진료 �역량을 �키운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초음파를 �이용하여 �중심정맥관 �삽입을 �할 �수 �있다.

2. �direct �laryngoscope을 �사용하여 �기관삽관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다.

3. �비디오 �후두경 �및 �성문상 �기도유지기(I-gel) �사용방법을 �안다.

교육대상 레지던트

교육시간 중심정맥관 �삽입법: �2시간 �/ �기도관리: �1시간

교육내용

•초음파 �유도하 �중심정맥관 �삽입법

- �초음파 �기기 �조작 �및 �probe �사용법

- �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전 �무균영역 �유지방법 �(C-line �pack, �USG �

probe �cover, �aseptic �gel) �

- �초음파를 �이용한 �정맥 �및 �동맥 �구분법

- �초음파 �하(下) �중심정맥관 �천자방법(경정맥, �대퇴정맥)

•기관삽관

- �전처치 �약물 �교육: �induction, �paralysis �medication �사용법

- �시술 �전 �자세 �및 �환자위치 �조절

- �C-MAC �비디오 �후두경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별 �술기 �코칭

- �Pentax �AWS �사용법 �교육

- �팀워크 �및 �의사소통

•성문상 �기도유지기 �(I-gel) �교육

•호기말이산화탄소 �분압측정기 �사용법 �교육

평가방법 교육이수 교육수료 �기준 교육이수

교육시기 연중

교육비 원내: �150,000원 �(전액 �병원 �지원)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3099 �/ �- �E-mail: �aerin.yoon@samsung.com

중환자관리 중급과정

C2-3

프로그램

책임자
길은미 �교수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목적
혈역학적 �불안정 �상태로 �인해 �검사실 �또는 �수술실로 �이동이 �힘든 �

환자 �침상 �옆에서 �시술이 �이루어짐으로 �환자안전을 �도모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기도의 �손상없이 �PDT: �percutaneous �dilatational �tracheostomy를 �

삽입한다.

2. �PDT �삽입시 �필요한 �기관지내시경 �검사 �및 �보조자 �역할을 �할 �수 �있다.

3. � �침상 �옆에서 �초음파를 �이용하여 �PICC: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

Catheter를 �삽입할 �수 �있다.

교육대상 전문의

교육시간 2시간

교육내용

•PDT �

- �삽입 �세트 �사용법 �교육

- �삽입에 �요구되는 �환자 �자세 �취하는 �법

- �삽입 �방법

•PICC

- �회사에 �따른 �다양한 �세트 �기구 �사용방법 �교육

- �초음파를 �이용한 �삽입혈관 �선택 �및 �확인

- �초음파 �하(下) �혈관 �천자법

평가방법 교육이수 교육수료 �기준 교육이수

교육시기 연중

교육비 원내: �200,000원 �(전액 �병원 �지원)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3099 �/ �- �E-mail: �aerin.yoon@samsung.com

중환자관리 상급과정

C2-5

프로그램

책임자
정치량 �교수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목적
기관지경을 �사용하여 �기관지 �주변부 �조직 �검사와 �진단을 �위해 �검체를 �

얻을 �수 �있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기관지내시경 �장비 �사용법과 �scope의 �조작 �방법을 �안다.

2. �기관지내시경 �검사에 �적절한 �자세와 �올바른 �삽입방법을 �안다.

3. �기관과 �기관지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알 �수 �있다.

4. �bronchial �segment까지 �기관지내시경을 �삽입할 �수 �있다.

교육대상 전문의

교육시간 2.5시간

교육내용

•이론교육(사전학습)

- � �http://www.ers-education.org/e-learning/procedure-videos.aspx

- �http://www.bronchoscopy.org/education1/

- � �http://www.bronchoscopy.org/e-bronchoscopy/PDFs/

modules1- �6/EFB_Korean.pdf

- �https://www.youtube.com/user/BronchOrg

•Skill �training: �부분 �술기모형에 �기관지내시경 �삽입 �연습

• �Simulator �training: �virtual �reality �simulator를 �이용하여 �다양한 �

질환들을 �경험

•현장실습: �Observation �& �Hands-on

평가방법 교육이수 교육수료 �기준 교육이수

교육시기 연중

교육비 원내: �200,000원 �(전액 �병원 �지원)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3099 �/ �- �E-mail: �aerin.yoon@samsung.com

기관지내시경 교육

C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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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Medical Skill진료 역량 강화 트랙 심폐소생술 (CPR) 코스

핵심역량 진료	역량	강화

코스명 C3	심폐소생술	(CPR)	코스	

코스

책임자
이상철	교수	(순환기내과,	CPR운영실장)

난이도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수준별

목표

(이수	역량)

1) � �SMC �CPR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한다. �

2) � �심정지 �발생 �시 �초기 �대응 �(기본 �

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 �을 �할 �수 �

있다.

1) � �기본 �소생술과 �함께 �전문 �기도 �유지, � �

제세동, �약물투여, �모니터링 �방법을 �

숙지한다.

2) � �성인 �/ �소아에 �맞는 �전문 �심장소생술을 �

시행하여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 �

한다. �

1) � �AHA, �KACPR �Provider �과정의 �강사로 �

활동한다 �(2년에 �4회).

2) � �알고리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

시뮬레이션 �교육 �(시뮬레이터 �사용) �및 �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 � �

 � � � � �

1) � �AHA �Provider �및 �instructor �과정의 �

강사로 �활동한다. �

2) � �Monitor �과정을 �통해 �instructor를 �

평가하고 �승인한다. �

 �

프로그램

·C3-1: �CPR �공통교육

·C3-2: �CPR �공통 �- �평가교육

·C3-3: �[AHA] �BLS �Provider

·C3-4: �[AHA] �ACLS �Provider �– �성인

·C3-5: �[KACPR] �KALS �Provider �– �성인 �

·C3-6: �[AHA] �PALS �Provider �– �소아

·�C3-7: � �[AHA] �BLS/ACLS/PALS �

Instructor

·�C3-8: �[KACPR] �KALS �Instructor

·C3-9: � �[AHA] � �BLS/ACLS/PALS �

Faculty

평가방법
·원내 �교육: �실기 �평가

·AHA �과정: �실기 �및 �필기 �평가

·�알고리듬에 �따른 �팀 �시뮬레이션 �및 �

필기 �평가

·Instructor �과정 �수료 � �

·모니터링 �과정 �평가

교육대상 ·의사직 �전체 ·CPR �다빈도 �진료과 �및 �중증 �치료 �부서 ·레지던트, �전문의 �중 �강사 �지원자
·�Instructor �중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

위촉한 �자

심폐소생술 (CPR) 코스    

CPR 공통교육

C3- 1

프로그램

책임자
이상철 �교수 �(순환기내과, �CPR운영실장)

목적

응급상황에 �있는 �환자에게 �적정수준의 �처치를 �제공함으로써 �인명피해를 �

최소화하고, �기본소생술의 �지식을 �습득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

있도록 �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SMC �CPR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한다. �

2. � �심정지 �발생 �시 �초기 �대응 �(기본 �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을 �할 �수 � �

있다.

교육대상 의사직 �전체

교육시간 1~2시간

교육내용

•SMC �CPR �규정 �및 �지침 �강의

•세션별 �실습

- �기본 �소생술 �및 �자동 �제세동기 �(AED) �사용법

- � �Airway �management: �Bag �Valve �Mask �(BVM), �advanced �airway

- �심정지 �리듬 �숙지 �및 �수동 �제세동기 �사용법

•팀별 �CPR �시뮬레이션

평가방법 실기 �평가 교육 �수료 �기준 실기 �평가 �통과 �

교육시기 연중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CPR �운영실

- �Tel: �02-3410-2035, �2027

- �E-mail:injung.woo@samsung.com

CPR 공통-평가교육

C3- 2

프로그램

책임자
이상철 �교수 �(순환기내과, �CPR운영실장)

목적

학습자의 �실습교육 �노출 �빈도에 �따라 �온라인 �사전 �학습을 �접목시킨 �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

현장에서의 �교육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시킨다. �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온라인 �학습을 �통해 �심정지와 �관련된 �술기 �및 �SMC �지침 �및 �CPR �

이론을 �익힌다.

2. �실습/대면 �평가를 �통해 �심정지 �초기대응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재직 �6년차 �이상 �의사직 �(실습교육 �참여 �3회 �이상인 �의사)

교육시간 온라인 �0.5시간, �실습 �및 �대면 �평가 �0.5시간

교육내용

[온라인 �사전 �학습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 �입과 �가능] �

1. �온라인 �사전학습

•실기 �평가와 �관련된 �CPR영상 �시청

- �자동제세동기를 �포함한 �성인 �- �전과정 �실습

- �수동제세동기

- �수동제세동기의 �AED모드

- �3인 �초기대응 �팀 �실습

- �영아 �- �전과정 �실습

2. �이론 �평가

- �SMC �CPR규정 �및 �지침

- �술기 �체크리스트

2. �현장 �실습 �및 �대면 �평가

• �기본 �소생술 �술기 �(가슴 �압박, �인공호흡 �- �BVM포함, �자동 �/ �수동 �

제세동기)

• �2~3인 �초기대응 �실습

평가방법 이론 �및 �실기평가 교육수료 �기준 80점 �이상 �합격 �(이론 �/ �실기)

교육시기 4~11월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CPR �운영실

- �Tel: �02-3410-2027 �/ �- �E-mail: �injung.woo@samsung.com

[AHA] BLS Provider

C3- 3

프로그램

책임자
황승연 �교수 �(응급의학과, �BLS �Instructor �/ �Training �Site �책임자)

목적
표준화된 �국제 �교육 �과정을 �통해 �의료인의 �전문 �역량 �향상에 �기여 �및 �

certificate �취득에 �따른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 �고품질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

설명할 �수 �있다.

2. �심정지 �상황을 �인식하고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다.

3. �자동 �제세동기 �(AED) �사용의 �중요성을 �알고 �사용할 �수 �있다.

4. �소아 �및 �영아에게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다. �

5. �기도폐쇄 �상황에서 �응급처치법에 �대해 �알고 �시행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인턴 �(필수) � � � � � � � �2. �개별 �신청자

교육시간 5~6시간 �

교육내용

•서론 �및 �AHA �지침 �동영상 �강의

•성인 �BLS �실습

•AED를 �이용한 �defibrillation

•소아 �및 �영아 �BLS

•성인과 �영아 �기도폐쇄

•술기 �및 �필기 �평가

평가방법 이론 �및 �실기 �평가 교육 �수료 �기준 두 �가지 �평가 �모두 �통과

교육시기
1. �인턴: �2월 �

2. �개별 �신청자: �연중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교육비
1. �원내 �인턴: �전액 �병원 �지원

2. �원내 �/ �원외 �(개별 �신청자): �150,000원

문의
CPR �운영실

- �Tel: �02-3410-2035, �2027 �/ �- �E-mail: �injung.woo@samsung.com

*�ACLS:�Advanced�Cardiovascular�Life�Support� *�AED:�Automated�External�Defibrillator� *�AHA:�American�Heart�Association

*�BLS:�Basic�Life�Support� *�CPR:�Cardiopulmonary�Resuscitation� *�PALS:�Pediatric�Advanced�Life�Support

프로그램

책임자
심민섭 �교수 �(순환기내과, �ACLS �Instructor/Training �Site �책임자)

목적
성인 �심폐정지 �또는 �심혈관 �응급상황에서 �조기 �발견과 �처치를 �통해 �

환자의 �생존율 �및 �치료 �결과 �향상에 �기여한다. �

교육목표

(기대효과)

1. �기본 �소생술 �및 �자동 �제세동기 �(AED) �사용을 �할 �수 �있다. �

2. �호흡정지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3. �ACS �와 �stroke의 �인지 �방법을 �알고, �치료를 �위한 �disposition에

 � �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4. �서맥과 �빈맥의 �조기 �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5. � �심정지의 �인지와 �처치, �심정지 �후 �치료 �알고리듬에 �따른 �일련의 �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교육대상
1. �CPR �다빈도 �진료과 �및 �중증 �치료부서 �의사 �

2. �개별 �신청자

교육시간 1.5일 �(renewal �course �1일)

교육내용

• � �BLS �Primary �survey �/ �ACLS �survey, �CPR �and �AED �practice �and �testing

• �Management �of �respiratory �arrest

• �Acute �coronary �syndrome, �stroke

• �Megacode �team �concept

• �Cardiac �arrest

• �Stable, �unstable �brady �/ �tachycardia

• �Putting �it �all �together

• �Megacode �test, �written �test

평가방법 이론 �및 �실기 �평가 교육 �수료 �기준 두 �가지 �평가 �모두 �통과

교육시기 매월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교육비
1. �원내 �CPR �다빈도 �진료과 �및 �중증 �치료부서 �의사: �전액 �병원 �지원

2. �원내 �/ �원외 �개별 �신청자: �33만원 �(Renewal �course �20만원)

문의
CPR �운영실

- �Tel: �02-3410-2035, �2027 �/ �- �E-mail: �injung.woo@samsung.com

[AHA] ACLS Provider -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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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PR] KALS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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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책임자
심민섭 �교수 �(응급의학과, �KALS �Director �/ �Training �Site �책임자)

목적
대한심폐소생협회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심정지 �환자 �발생시, �

진료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및 �응급 �조치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임상에서 �심정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질 �높은 �심폐소생술을 �

시행한다. �

2. � �심폐소생술 �시 �CPR �팀원으로써의 �역할을 �알고 �팀 �리더와 �협력하여 �

팀 �역할을 �시행한다.

3. � �CPR �팀원의 �역할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술기, �최신 �가이드라인을 �

익히고 �임상에서 �시행한다.

교육대상 원내 �의사직 �중 �신청자

교육시간 5시간 �

교육내용

•한국형 �전문심장소생술 �프로그램

- �심정지 �심전도의 �이해 �강의

- �심정지 �인지와 �가슴압박, �제세동기 �사용 �실습

- �기도 �관리 �실습

- �팀워크와 �시뮬레이션 �체크리스트 �리뷰

- �심정지 �시뮬레이션 �및 �평가

- �필기평가

평가방법 이론 �및 �실기 �평가 교육수료 �기준 두 �가지 �평가 �모두 �통과 �

교육시기 3~12월

교육비
1. �원내: �전액 �병원 �지원

2. �원외:150,000원 �(수료증비 �불포함)

문의
CPR �운영실

- �Tel: �02-3410-2027 �/ �- �E-mail: �injung.woo@samsung.com

프로그램

책임자
허준 �교수 �(소아청소년과, �PALS �Instructor) �

목적
소아 �심폐정지 �또는 �응급상황에서 �조기 �발견과 �처치를 �통해 �환자의 �

생존율 �및 �치료 �결과 �향상에 �기여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심정지 �위험성이 �있는 �소아를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2. �소아 �평가에 �체계적 �접근을 �적용할 �수 �있다. �

3. �평가 �- �진단 �- �중재의 �순서를 �적용할 �수 �있다. �

4. �PALS �알고리듬과 �flowchart를 �이용할 �수 �있다. �

5. �효과적인 �소생팀 �역할 �(Team �Dynamics) �을 �적용할 �수 �있다. �

교육대상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 �중증 �치료부서 �의사 �

교육시간 1.5일 �

교육내용

•BLS �practice �and �competency �testing

•Management �of �respiratory �emergencies

•Rhythm �disturbances, �electrical �therapy

•Vascular �access

•Resuscitation �team �concept

•Overview �of �pediatric �assessment

•Core �case �discussion, �simulations

•Putting �it �all �together

•Core �case �test, �written �test

평가방법 이론 �및 �실기 �평가 교육 �수료 �기준 두 �가지 �평가 �모두 �통과

교육시기 매월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교육비
1. �원내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 �중증 �치료부서 �의사: �전액 �병원 �지원

2. �원내 �/ �원외 �개별 �신청자: �330,000원

문의
CPR �운영실

- �Tel: �02-3410-2035, �2027 �/ � �E-mail: �injung.woo@samsung.com

[AHA] PALS Provider - 소아

C3-  6

Medical Skill진료 역량 강화 트랙 심폐소생술 (CPR)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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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책임자

•BLS: �송근정 �교수 �(응급의학과, �BLS �Faculty)

•ACLS: �김준수 �교수 �(순환기내과, �ACLS �Faculty)

•PALS: �허준 �교수 �(소아청소년과, �PALS �Instructor)

목적
표준화된 �국제 �교육 �과정의 �강사 �양성을 �통해 �의료인의 �전문성 �및 �

자긍심 �향상에 �기여한다. �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 �미국심장협회의 �BLS �/ �ACLS �/ �PALS �Provider �과정의 �목적과 �

커리큘럼을 �알고 �있다. �

2. �시나리오 �및 �시뮬레이터 �운영 �(ACLS �/ �PALS �Instructor) �을 �할 �수 �있다. �

3. �BLS �/ �ACLS �/ �PALS �술기 �테스트를 �운영할 �수 �있다. �

4. �2년에 �4회 �Provider �교육에 �강사로 �참여한다. �

교육대상 BLS �/ �ACLS �Provider �certificate �소지자 �중 �instructor �지원자

교육시간 1일

교육내용

•Provider �과정 �이수

•사전 �참관 �(BLS �과정 �해당)

•Instructor �Essential �과정 �이수 �및 �지원 �서류 �준비

•Instructor �과정 �이수

•Monitor �과정 �이수

•Instructor �card �발급

평가방법 이론 �및 �실기 �평가 교육 �수료 �기준 두 �가지 �평가 �모두 �통과 �

교육시기 매월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교육비 원내 �/ �원외: �150,000원

문의

CPR �운영실

- �Tel: �02-3410-2035, �2027

- �E-mail: �injung.woo@samsung.com

[AHA] BLS / ACLS / PALS I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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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책임자
심민섭 �교수 �(응급의학과, �KALS �Director �/ �Training �Site �책임자)

목적 인준된 �KALS �과정 �강사 �프로그램을 �통해 �원내 �의료진 �강사를 �양성한다. �

교육목표

(기대효과)
이 �과정을 �통해 �해당 �강사는 �KALS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대상 KALS �Provider과정 �수료자 �(필기평가 �92% �이상) �중 �CPR �운영실 �추천자

교육시간 1일 �(8.2시간)

교육내용

• �교육 �전 �사전학습: �한국전문소생술 �강사메뉴얼 �(KALS �프로그램의 �

구성과 �운영 �특성,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구성, �디브리핑 �등), �TROICA �

실기시험지, �술기 �비디오 �평가 �연습

• �강의

• �운영실습: �술기 �(A, �B, �C, �D), �시뮬레이션, �디브리핑

• �술기, �필기, �비디오 �평가

평가방법 이론 �및 �실기 �평가 교육 �수료 �기준

이론 �평가 �(86% �이상)

실기 �평가 �(86% �이상)

비디오 �평가 �(80% �이상)

교육시기 3~12월

교육비
1. �원내: �전액 �병원 �지원

2. �원외: �150,000원 �(수료증 �비용 �불포함)

문의

CPR �운영실

- �Tel: �02-3410-2027

- �E-mail: �injung.woo@samsung.com

[KACPR] KALS I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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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책임자

•BLS: �송근정 �교수 �(응급의학과, �BLS �Faculty)

 � � � � � � � � � � �이중의 �교수 �(응급의학과, �BLS �Faculty)

•ACLS: �김준수 �교수 �(순환기내과, �ACLS �Faculty)

•PALS: �허준 �교수 �(소아청소년과, �PALS �Instructor)

목적
표준화된 �국제 �교육 �과정의 �강사를 �양성하고, �AHA �교육의 �커리큘럼 �

개발 �및 �가이드라인 �근거 �검토 �등에 �전문가로 �참여한다. �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미국심장협회의 �BLS �/ �ACLS �/ �PALS �Provider �및 �Instructor �과정의 �

목적과 �커리큘럼을 �알고 �있다. �

2. �Monitor �과정을 �통해 �instructor를 �평가하고 �승인한다. �

교육대상 AHA �Instructor �중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위촉한 �자

교육시기 필요 �시 � 교육 �수료 �기준 위촉직

문의

대한심폐소생협회

- �Tel: �02-393-0533

- �E-mail: �kacprbls@nate.com

[AHA] BLS / ACLS / PALS Fa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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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S:�Advanced�Cardiovascular�Life�Support� *�ACS:�Acute�Coronary�Syndrome� *�AED:�Automated�External�Defibrillator

*�AHA:�American�Heart�Association� *�BLS:�Basic�Life�Support� *�CPR:�Cardiopulmonary�Resuscitation

*�PALS:�Pediatric�Advanced�Life�Support

진료 역량 강화 트랙 Surgical Skill 미세 수술술기 (MST) 코스

핵심역량 진료	역량	강화

코스명
C4	미세	수술술기	(MST)	코스

(Microsurgical	Skills	Training	Course)

코스

책임자
문구현	교수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난이도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수준별

목표

(이수	역량)

1) � �현미경 �및 �미세 �수술 �기구 �이용법을 �

숙달한다.

2) �기본 �혈관 �문합 �술기를 �연마한다.

3) � �혈관 �박리 �및 �suture를 �위한 �혈관 �

준비를 �할 �수 �있다.

4) �Microvascular �clamp �사용법을 �익힌다.

5) �Suture �technique을 �익힌다.

1) � �기본과정에서 �익힌 �기본적인 �suture �

techmique를 �살아있는 �Rat의 �동맥혈관 �

및 �vas에 �적용하여 �단단문합의 �술기를 �

익힌다. �

1) � �살아있는 �rat의 �혈관 �및 �조직을 �이용하여 �

다양한 �suture �technique을 �익힌다. �

2) � �난이도 �별 �다양한 �모듈 �연습을 �통해 �

단단문합 �및 �단측문합 �술기를 �익힌다.

1) � �초미세혈관을 �이용하는 �고난이도 �

술기 �연습을 �통해 �미세 �수술술기를 �

향상시킨다

프로그램
·C4-1: �MST �기본과정 �1

·C4-2: �MST �기본과정 �2

·C4-3: �MST �중급과정 �

·� �C4-4: �MST �비뇨의학과 �특성화 �중급 �과정 �

·�C4-5: �MST �상급과정 ·�C4-6: �MST �Supermicro과정

평가방법 ·지식 �및 �실기평가 �(SMaRT) ·�실기평가 �(SMaRT) ·실기평가 �(SMaRT) ·�실기평가 �(SMaRT) �

교육대상
·레지던트 �3, �4년차, �임상강사

(PS, �GS, �URO, �ENT, �NS, �OS, �DEN) � �
·Level �1 �이수자 ·Level �2 �이수자 ·Level �3 �이수자

평가도구: �SMaRT �(The �Stanford �Microsurgery �and �Resident �Training �Scale)

프로그램

책임자
참여 �진료과 �지도교수 �(삼성서울병원)

목적

미세수술술기 �연수 �초심자가 �Dry �lab반복 �실습을 �통해 �생소한 �현미경 �

하 �시야에 �적응하고, �기본적인 �suture �technique를 �습득하는 �데 �목적이 �

있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현미경 �사용법을 �익히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미세수술에 �쓰이는 �기구의 �능숙한 �사용을 �익힐 �수 �있다.

3. �미세수술을 �편안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익힐 �수 �있다.

4. � �Needle �잡기, �조직에 �puncture �하기, �knot �& �tie �등 �봉합사 �다루는 � �

법을 �익힐 �수 �있다.

5. � �미세혈관 �문합을 �위한 �기본 �suture �technique �및 �수술술기를 �익힐 �

수 �있다.

교육대상 레지던트, �임상강사

교육시간 9시간

교육내용

• � �동영상 �이론교육 �(1시간): �미세수술술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

내용 �(기구, �봉합사, �현미경 �사용법 �및 �수술자세, �기본 �suture �

technique, �혈관과 �혈액의 �생리) �와 �동물을 �이용한 �미세혈관 �문합 �

관련 �내용에 �대한 �동영상 �이론 �교육 �

• � �연습판 �문합 �실습 �(4시간): �Practice �board의 �4면을 �각기 �다른 �

방향으로 �1.8 �㎝의 �절개를 �넣고 �각 �방향으로 �20개의 �stitch를 �실시

• � �인조혈관 �문합 �실습 �(4시간): �2 �mm �인공 �혈관 �한줄을 �6등분하여 �

8 �stitch �2번, �9 �stitch �2번, �continuous �1번 �실시 �(2줄 �시행)

평가방법 이론 �및 �실기평가 교육 �수료 �기준 아래 �평가기준 �참조 �

교육시기 3~12월

교육비
1. �원내: �250,000원 �(전액 �병원 �지원)

2. �원외: �500,000원 �(강사료 �미포함) �- �휴일 �이용 �시 �비용 �추가 �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0908

- �E-mail: �hana0131.oh@samsung.com

프로그램

책임자
참여 �진료과 �지도교수 �(삼성서울병원)

목적

Animal �lab의 �전 �단계로, �Dry �lab에서 �익힌 �기본 �술기를 �실제 �동물 �

조직(non-living)에 �적용하여 �실습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

목적이 �있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 �Dry �lab에서 �익힌 �현미경 �사용법 �및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혈관 �박리 �및 �suture를 �위한 �혈관 �준비를 �할 �수 �있다

3. �Microvascular �clamp, �background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4. �Suture �technique �(end �to �end �anastomosis) �을 �익힌다.

교육대상 레지던트, �임상강사

교육시간 4시간 �

교육내용

• �닭발에 �있는 �혈관을 �이용한 �혈관 �문합 �(end �to �end �anastomosis) �

• � �닭발에서 �혈관을 �박리하며, �adventitia를 �제거한 �후 �microvascular �

clamp를 �사용하여 �혈관 �문합

• � �첫 �stitch와 �마지막 �stitch, �완성된 �혈관문합 �및 �문합부위의 �내강을 �

절개하여 �문합에 �대한 �평가를 �진행

평가방법 실기평가 교육 �수료 �기준 아래 �평가기준 �참조

교육시기 3~12월

교육비
1. �원내: �200,000원 �(전액 �병원지원)

2. �원외: �350,000원 �(강사료 �미포함) �- �휴일 �이용 �시 �비용 �추가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0908

- �E-mail: �hana0131.oh@samsung.com

MST 기본과정 1

C4-1

MST 기본과정 2

C4-2

미세 수술술기 (MST) 코스

*�MST:�Microsurgical�Skills�Training

Medical Skill진료 역량 강화 트랙 심폐소생술 (CPR)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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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책임자
참여 �진료과 �지도교수 �(삼성서울병원)

목적

기본과정을 �통해 �익힌 �현미경 �사용법, �기구 �사용법 �및 �기본 �suture �

technique을 �적용하여 �살아있는 �조직을 �통해 �기본적인 �미세 �문합 �

술기를 �익힌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살아있는 �rat의 �다양한 �동맥을 �이용하여 �기본 �suture �technique인 �end �

to �end �anastomosis를 �연습하며 �이에 �대한 �술기를 �할 �수 �있다.

교육대상 레지던트, �임상강사

교육시간 9시간

교육내용

1. � �MST �중급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제1과정과 �혈관의 �크기에 �따라 �

3단계로 �진행하는 �제2과정으로 �구분 �

•제1과정

- � �Femoral �artery �end �to �end �anastomosis: �기본과정으로 �마취상태 �

rat의 �femoral �artery에서 �end �to �end �anastomosis를 �연습하는 �

과정 �(교육시간: �3시간/3회)

•제2과정

- � �1단계 �(Femoral �abdomen �aorta �end �to �end �anastomosis): �

마취상태 �rat의 �abdomen �aorta에서 �end �to �end �anastomosis를 �

연습하는 �과정 �(교육시간: �3시간)

- � �2단계 �(Carotid �artery �end �to �end �anastomosis): �마취상태 �rat의 �

carotid �artery에서 �end �to �end �anastomosis를 �연습하는 �과정 �

(교육시간: �3시간)

- � �3단계 �(Femoral �artery �end �to �end �anastomosis): �마취상태 �rat의 �

femoral �artery에서 �end �to �end �anastomosis를 �연습하는 �과정 �

(교육시간: �3시간)

평가방법 실기평가 교육 �수료 �기준 아래 �평가기준 �참조

교육시기 3~11월

교육비
1. �원내: �500,000원 �(전액 �병원 �지원)

2. �원외: �700,000원 �(강사료 �미포함) �- �휴일 �이용 �시 �비용 �추가 �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0908

- �E-mail: �hana0131.oh@samsung.com

MST 중급과정

C4- 3

프로그램

책임자
참여 �진료과 �지도교수 �(삼성서울병원)

목적

1. � �마취되어 �있는 �rat의 �동맥과 �정맥을 �이용하여 �다양한 �suture �

technique을 �익힌다.

2. � �단계별로 �난이도를 �부여한 �다양한 �모듈 �실습을 �통해 �임상에서 �

적용할 �수 �있는 �술기를 �익히도록 �돕기 �위함이며, �성공적인 �술기를 �

시행함으로써 �환자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살아있는 �실험동물 �rat을 �활용하여 �다양한 �suture �technique을 �시행할 �

수 �있다.

교육대상 레지던트, �임상강사 �

교육시간 3단계 �상급과정 �11시간

교육내용

1. � �MST �상급과정은 �혈관의 �크기, �난이도 �및 �다양한 �suture �technique �에 �

따른 �3단계의 �상급과정과 �진료과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구성

•3단계 �상급과정

- � �1단계 �(Femoral �vein �end �to �end �anastomosis): �마취상태 �rat의 �

femoral �vein에서 �end �to �end �anastomosis를 �연습하는 �과정 �

(교육 �시간: �4시간)

- � �2단계 �(End �to �side �anastomosis): �마취상태 �rat의 �common �

iliac �artery �간의 �end �to �side �anastomosis를 �연습하는 �과정 � �

(교육시간: �4시간)

- � �3단계 �(Vein �graft): �마취상태 �rat의 �femoral �artery에 �femoral �vein �

segment를 �이식 �(교육시간: �3시간)

평가방법 이론 �및 �실기평가 교육 �수료 �기준 아래 �평가기준 �참조

교육시기 3~11월

교육비

1. �원내: �600,000원 �(전액 �병원 �지원) �

2. � �원외 �(강사료 �미포함)

•3단계 �상급과정: �900,000원 �- �휴일 �이용 �시 �비용 �추가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0908 �/ �E-mail: �hana0131.oh@samsung.com

MST 상급과정

C4- 5

프로그램

책임자
참여 �진료과 �지도교수 �(삼성서울병원)

목적
1. � �상급 �과정까지 �반복 �실습을 �마친 �대상자에게 �보다 �난이도 �있는 �모듈 �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술기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살아있는 �실험동물 �rat을 �활용하여 �Flap �design부터 �문합까지의 �전 �

과정을 �실습해 �봄으로써 �실제 �임상에서의 �Free �flap수술에 �대한 �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

교육대상 상급과정까지 �교육을 �수료한 �레지던트 �및 �임상강사 �

교육시간 4시간

교육내용

•Rat을 �활용한 �Free �flap �수술의 �전 �과정을 �실습

•Flap �pedicle확보하여 �제 �자리에 �다시 �연결시켜주는 �과정 �연습

•Flap채취 �후 �Artery와 �Vein을 �동시 �문합

•0.3~0.5mm �내외의 �초미세 �혈관의 �문합

•각 �혈관 �문합의 �첫 �땀과 �마지막 �땀 �및 �최종 �개통검사를 �통해 �평가 �진행 �

평가방법 실기평가 교육 �수료 �기준 아래 �평가기준 �참조

교육시기 3~11월

교육비

1. �원내: �700,000원 �(전액 �병원 �지원) �

2. �원외: �1,000,000원 �(강사료 �미포함)

- �휴일 �이용 �시 �비용 �추가 �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0908

- �E-mail: �hana0131.oh@samsung.com

MST Supermicro과정

C4- 6

프로그램

책임자
비뇨의학과 �지도교수

목적 마취되어 �있는 �rat의 �vas를 �이용하여 �vasovasostomy를 �익힌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살아있는 �실험동물rat을 �이용하여 �현장감을 �살려 �vasovasostomy시 �

필요한 �술기를 �시행할 �수 �있다. � �

교육대상 비뇨의학과 �레지던트 �및 �임상강사

교육시간 4시간

교육내용

• �살아있는 �상태의 �마취된 �rat의 �vas를 �박리한 �후 �주변 �조직을 �다듬은 �후 �

문합을 �시행한다. �

• �문합 �후 �내강을 �펼쳐보아 �Stitch의 �완전성 �및 �간격의 �균일성 �등을 �

평가한다.

평가방법 실기평가 교육 �수료 �기준 아래 �평가 �기준 �참고 �

교육시기 3~12월

교육비

1. �원내: �200,000원 �(전액 �병원 �지원)

2. � �원외: �400,000원 �(강사료 �미포함)

– �휴일 �이용 �시 �비용 �추가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0908

- �E-mail: �hana0131.oh@samsung.com

MST 비뇨의학과 특성화 중급과정

C4- 4

구분 평가기준

연습판 바늘 �사입부와 �사출부 �간격 �및 �각 �방향 �당 �주어진 �stitch �개수를 �확인하고 �tutor �가 �통과 �여부 �결정

인조혈관 SMaRT �점수 �중 �quality �knot �와 �final �product �지표를 �이용 �(6점 �이상)

닭발 혈관 문합 SMaRT �점수 �중 �quality �knot �와 �final �product �지표를 �이용 �(6점 �이상) �

Rat 혈관 문합

중급과정 Patency �test �& �SMaRT �27점 �이상

상급과정 1단계 Patency �test �& �SMaRT �27점 �이상

상급과정 2단계 Patency �test

상급과정 3단계 Patency �test

Supermicro 과정 Patency �test

Vasovasostomy SMaRT �점수 �중 �quality �knot �와 �final �product �지표를 �이용 �(6점 �이상)

* �SMaRT �(The �Stanford �Microsurgery �and �Resident �Training �Scale)

MST 과정 평가 기준표

*�MST:�Microsurgical�Skills�Training�Course

Surgical Skill진료 역량 강화 트랙 미세 수술술기 (MST) 코스 진료 역량 강화 트랙 Surgical Skill 미세 수술술기 (MST) 코스



|��31�30��|� 진료 역량 강화 트랙 복/흉강경 수술술기 (LTS) 코스Surgical Skill

핵심역량 진료	역량	강화

코스명
	C5	복/흉강경	수술술기	(LTS)	코스	

(Laparoscopic	/	Thoracoscopic	Skill	Course)

코스

책임자
이준호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차장)

난이도 Level 1 Level 2 Level 3

수준별

목표

(이수	역량)

1) �복/흉강경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을 �익힌다.

2) � �복/흉강경 �수술에 �필요한 �기본 �스킬 �(양손 �사용, �

거리감 �인지, �눈과 �손의 �합동, �능숙한 �기구의 �사용) �을 �

증진한다.

1) �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복/흉강경 �수술의 �기본적 �

술기를 �익힌다.

1) � �Level �1, �level �2에서 �익힌 �술기를 �응용하여 �해당 �

진료과에 �필요한 �난이도 �있는 �복/흉강경 �수술 �술기를 �

능숙하게 �수행한다.

프로그램 ·C5-1: �LTS �기본과정 ·C5-2: �LTS �중급과정 · C5-3: �LTS �상급과정

평가방법 ·지식평가 �및 �실기평가 · 실기평가 ·실기평가 �

교육대상 ·레지던트, �임상강사 �(GS, �URO, �OBGY, �TS) ·Level �1 �이수자 ·Level �2 �이수자 �및 �프로그램 �책임자가 �인정한 �대상자

프로그램

책임자
참여 �진료과 �지도교수 �(삼성서울병원)

목적
복/흉강경 �수술술기를 �위한 �기본적인 �이론을 �익히고 �

복/흉강경 �수술에 �필요한 �기본 �스킬을 �익힌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복/흉강경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을 �익힌다.

•필요한 �장비 �및 �기구, �소모품을 �알 �수 �있다.

•장비 �및 �기구 �사용법을 �알 �수 �있다.

•복강경을 �위한 �기복 �형성 �시 �주의점과 �과정을 �알 �수 �있다.

•Trocar �삽입법을 �알 �수 �있다.

•수술 �시 �필요한 �환자 �포지션을 �알 �수 �있다.

•지혈방법을 �알 �수 �있다.

•복강경하 �봉합법을 �알 �수 �있다.

•실험동물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 �연수 �방법을 �알 �수 �있다.

•Dry �lab �연습 �방법을 �알 �수 �있다.

2. � �복/흉강경 �수술에 �필요한 �기본 �스킬 �(양손사용, �거리감 �인지, �눈과 �

손의 �합동, �능숙한 �기구의 �사용) �을 �증진한다.

•Box �trainer를 �이용하여 �각 �모듈 �당 �30회 �이상 �연습한다.

- �Seed �transfer �모듈을 �65초 �이내에 �시행한다.

- �Ring �transfer �모듈을 �95초 �이내에 �시행한다.

- �Pattern �cutting �모듈을 �120초 �이내에 �시행한다.

- �Suture �모듈을 �90초 �이내에 �시행한다.

• �Simulator를 �이용하여 �camera �navigation �모듈을 �3단계까지 �모두 �

수행할 �수 �있다.

교육대상 레지던트, �임상강사 �(GS, �URO, �OBGY, �TS)

교육시간 약 �13.5시간

교육내용

•이론교육 �(1.5시간): �동영상 �교육

- � �복/흉강경 �수술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수술방법 �, �주의점, �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습 �방법 �

• �Dry �lab �자기주도 �학습 �(약 �12시간)

- � �Box �trainer를 �이용한 �교육: �Seed �transfer, �ring �transfer, �pattern �

cutting, �suture �(각 �30회 �이상 �연습)

- � �Simulator를 �이용한 �교육: �Camera �navigation �학습 �

평가방법 지식평가 �및 �실기평가 교육 �수료 �기준 평가 �기준 �참조 � �

교육시기 4~12월

교육비
1. �원내: �250,000원 �(전액 �병원 �지원)

2. �원외: �411,000원 �- �휴일 �운영 �시 �비용 �추가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2084

- �E-mail: �jiny.chang@samsung.com �

LTS 기본과정

C5- 1

복/흉강경 수술술기 (LTS) 코스

기준

대상자 분류

복강경 �집도 �경험이 �없고 �box �trainer �

교육 �미 �이수자

복강경 �집도 �경험이 �있거나 �box �

trainer �교육 �이수자 �

연습기준 네 �가지 �모듈 �30회 �이상 �연습 �필수 네 �가지 �모듈 �30회 �이상 �연습 �선택

평가기준

• �Seed �transfer: �65초 �이하

• �Ring �transfer: �95초 �이하

• �Pattern �cutting: �120초 �이하

• �Suture: �90초 �이하

• �Dry �lab �(simulator를 �이용한 �교육): �Simulator �학습 �완료

LTS 기본과정 평가 기준표

• �이론교육: �20문제 �중 �16문제 �통과

• � �Dry �lab �(box �trainer를 �이용한 �교육): �연습기준 �및 �평가기준 �

통과

*�LTS:�Laparoscopic�/�Thoracoscopic�Skill

진료 역량 강화 트랙

프로그램

책임자
참여 �진료과 �지도교수 �(삼성서울병원)

목적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복/흉강경 �수술의 �기본적 �술기를 �익힌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복/흉강경 �수술의 �기본적 �술기를 �익힌다.

- � �수술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도록 �trocar �위치를 �정하고, �안전하게 �

삽입할 �수 �있다.

- � �수술에 �적합한 �telescope을 �선택하고, �수술이 �원활히 �진행될 �수 �

있도록 �작동할 �수 �있다 �(목표물 �타겟팅, �줌인·�줌아웃, �초점, �수평 �

유지, �안정적인 �화면).

- � �수술에 �적합한 �장비 �및 �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

- � �조직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 �(안전한 �조직 �박리, �적절한 �견인을 �

통한 �수술 �시야 �확보 �등).

- � �복/흉강경 �중 �출혈 �시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다. �

- � �복/흉강 �내 �suture를 �시행 �할 �수 �있다.

- � �해당 �진료과 �수술을 �위해 �필요한 �기본 �수술 �요소를 �익힌다.

교육대상 Level �1 �이수자 �

교육시간 7시간 �

교육내용

• �Animal �lab �(7시간)

- �복강경

URO �/

OBGY
·�Laparoscopic �nephrectomy �& �suture

GS �

(택1)

·� �제1과정: �Laparoscopic �nephrectomy, �suture, �

appendectomy �& �splenectomy

·� �제2과정: �Laparoscopic �nephrectomy, �suture, �

appendectomy �& �cholecystectomy

- �흉강경

TS ·�VATS �lobectomy �& �suture

평가방법 실기평가 교육 �수료 �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

(100점 �만점)

교육시기 4~12월

교육비

1.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복강경 �3,200,000원 �(2인 �1조 �비용)

•흉강경 �4,920,000원 �(2인 �1조 �비용)

2. �원외: �

•복강경 �5,250,000원 �(2인 �1조 �비용)

•흉강경 �6,569,000원 �(2인 �1조 �비용)

 �- �휴일 �운영 �시 �비용 �추가됨 �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2084

- �E-mail: �jiny.chang@samsung.com �

프로그램

책임자
참여 �진료과 �지도교수 �(삼성서울병원)

목적
Level �1, �level �2에서 �익힌 �술기를 �응용하여 �해당 �진료과에 �필요한 �

난이도 �있는 �복/흉강경 �수술술기를 �능숙하게 �수행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Level �1, �level �2에서 �익힌 �술기를 �응용하여 �해당 �진료과에 �필요한 �

난이도 �있는 �복/흉강경 �수술술기를 �능숙하게 �수행한다.

- �복/흉강경 �수술기구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복/흉강 �내 �suture를 �능숙하게 �완수할 �수 �있다.

- �능숙한 �조직 �컨트롤을 �할 �수 �있다.

- �출혈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해당 �진료과의 �난이도 �있는 �복/흉강경 �수술술기를 �익힌다.

교육대상 Level �2 �이수자 �

교육시간 7시간 �

교육내용

• �Animal �lab �(7시간): �진료과별 �수술술기

GS
Laparoscopic �hepatectomy, �hemicolectomy, �anterior �

resection, �small �bowel �resection, �LADG

URO
Laparoscopic �partial �nephrectomy, �ureteroureterostomy, �

single �port �nephrectomy

OBGY

Laparoscopic �primary �repair �of �bowel �perforation, � �

peritonectomy, �appendectomy, �ureteroureterostomy, � �

bladder �wall �repair

TS Ivor �Lewis �OP. �

평가방법 실기평가 교육 �수료 �기준 평가점수 �20점 �이상 �(25점 �만점)

교육시기 4~12월

교육비

1.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복강경 �5,550,000원 �(2인 �1조 �비용) �

•흉강경 �5,100,000원 �(2인 �1조 �비용) �

2. �원외: �

•복강경 �7,970,000원 �(2인 �1조 �비용)

•흉강경 �7,550,000원 �(2인 �1조 �비용) �

- �휴일 �운영 �시 �비용 �추가됨 �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2084

- �E-mail: �jiny.chang@samsung.com

LTS 중급과정

C5-2

LTS 상급과정

C5-3

복/흉강경 수술술기 (LTS) 코스Surgical Skill

*�LADG:��Laparoscopic�Assisted�Distal�Gastrectomy� *�LTS:�Laparoscopic�/��Thoracoscopic�Skill� *�VATS:�Video-Assisted��Thoracoscopic�Surgery



|��33�32��|� 진료 역량 강화 트랙 현미경하 측두골 수술술기 (MTD) 코스Surgical Skill

핵심역량 진료	역량	강화

코스명
C6	현미경하	측두골	수술술기	(MTD)	코스	

(Microsurgery	-	Temporal	bone	Dissection	Course)	

코스

책임자
조양선	교수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난이도 Level 1 Level 2 Level 3

수준별

목표

(이수	역량)

1) � �현미경 �사용법을 �익히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

올바른 �자세로 �술기를 �시행한다.

2) �여러 �가지 �드릴과 �이과적 �기구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3) �측두골 �anatomy를 �이해한다.

1) � �해부학적 �구조물 �확인

2) �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주 �구조물 �손상 �없이 �술기를 �

시행한다.

1) � �Level �1, �level �2에서 �익힌 �술기를 �바탕으로 �주요 �

구조물 �손상 �없이 �술기를 �혼자서 �시행한다.

프로그램 ·C6-1: �MTD �기본과정 ·C6-2: �MTD �중급과정 · C6-3: �MTD �상급과정

평가방법 ·지식평가 �및 �실기평가 · 실기평가 ·실기평가 �

교육대상 ·ENT �레지던트 �1년차 ·ENT �레지던트 �1·�2년차, �타병원 �출신 �임상강사 ·ENT �레지던트 �3년차, �타병원 �출신 �임상강사

프로그램

책임자
문일준 �교수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목적
측두골 �anatomy를 �이해하고 �드릴 �및 �현미경 �사용에 �친숙해 �짐으로써 �

측두골 �dissection �수술술기에 �필요한 �기초를 �익히기 �위함이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현미경 �사용법을 �익히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올바른 �자세로 �

술기를 �시행한다.

2. �여러 �가지 �드릴과 �이과적 �기구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3. �측두골 �anatomy를 �이해한다.

교육대상 ENT �레지던트 �1년차

교육시간 1.5시간

교육내용

• �동영상 �교육 �(0.5시간): �현미경 �사용법, �egg �drilling �방법, �

실험동물연구센터 �이용안내 �등

• �이론교육: �자기주도학습 �(선행학습) �- �Temporal �bone �anatomy

• �Egg �Drilling �(1시간) �

평가방법 지식 �및 �실기평가
교육 �수료

기준

•동영상 �교육: �시청 �완료

•이론교육: �100점 �(100점 �만점)

•Egg �drilling: �지도교수 �평가 �통과 � �

교육시기 3~12월

교육비

1. �원내: �427,000원 �(전액 �병원 �지원) �

2. �원외: �1,013,000원

- �휴일 �운영 �시 �비용 �추가됨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2084

- �E-mail: �jiny.chang@samsung.com �

프로그램

책임자
문일준 �교수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목적
Level �1에서 �익힌 �기초를 �바탕으로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실제 �실습을 �

통하여 �구조물의 �손상 �없이 �해부학적 �구조를 �찾아가며 �술기를 �시행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해부학적 �구조물 �확인한다.

2.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 �주요 �구조물의 �손상 �없이 �다음의 �술기 �시행한다.

- � �인공 �구조물을 �이용하여 �simple �mastoidectomy, �posterior �

tympanotomy �시행

- � �Cadaver �측두골을 �이용하여 �simple �mastoidectomy, �posterior �

tympanotomy, �canal �down �mastoidectomy �시행

교육대상 ENT �레지던트 �1·�2년차, �타병원 �출신 �임상강사

교육시간 17시간

교육내용

•선행학습: �Video �clip을 �이용한 �술기과정 �개인학습

•이론교육 �(1시간): �Dissection �과정 �강의

•실습

- � �인공 �측두골 �dissection �(8시간): �Simple �mastoidectomy, �posterior �

tympanotomy �

- � �Cadaver �측두골 �dissection �(8시간): �Simple �mastoidectomy, �

posterior �tympanotomy, �canal �down �mastoidectomy

평가방법 실기평가
교육 �수료 �

기준

• �인공측두골: �15개 �중 �10개 �이상 �통과

• �Cadaver �측두골: �60점 �이상

(100점 �만점) �

교육시기 3~12월

교육비

1. �원내: �1,450,000원 �(전액 �병원 �지원) �

2. �원외: �1,900,000원 �(cadaver �비용 �제외) �

- �휴일 �운영 �시 �비용 �추가됨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2084

- �E-mail: �jiny.chang@samsung.com �

MTD 기본과정

C6-1

MTD 중급과정

C6-2

현미경하 측두골 수술술기 (MTD) 코스

*�MTD:�Microsurgery-Temporal�bone�Dissection

진료 역량 강화 트랙 현미경하  측두골 수술술기 (MTD) 코스Surgical Skill

프로그램 

책임자
문일준 �교수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목적
주요 �구조물의 �손상없이 �혼자서 �측두골 �dissection �수술술기를 �

시행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Level �1, �level �2에서 �익힌 �술기를 �바탕으로 �주요 �구조물을 �손상 �없이 �

다음의 �술기를 �혼자서 �시행한다.

- � �인공 �구조물을 �이용하여 �simple �mastoidectomy, �posterior �

tympanotomy, �canal �down �mastoidectomy �시행

- � �Cadaver �측두골을 �이용하여 �translabyrinthectomy, �facial �nerve �

decompression �시행

교육대상 ENT �레지던트 �3년차, �타병원 �출신 �임상강사

교육시간 17시간

교육내용

•선행학습: �Video �clip을 �이용한 �술기과정 �개인학습

•이론교육 �(1시간): �Dissection �과정 �강의

•실습

- � �인공 �측두골 �dissection �(8시간): �Simple �mastoidectomy, �posterior �

tympanotomy, �canal �down �mastoidectomy

- � �Cadaver �측두골을 �dissection �(8시간): �Translabyrinthectomy, �facial �

nerve �decompression

평가방법 실기평가 교육 �수료 �기준

• �인공 �측두골: �40점 �이상 �(50점 �만점)

• � �Cadaver �측두골: �40점 �이상 �

(50점 �만점)

교육시기 3~12월

교육비

1. �원내: �1,250,000원 �(전액 �병원 �지원)

2. �원외: �1,659,000원 �(cadaver �비용 �제외)

- �휴일 �운영 �시 �비용 �추가됨 �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2084

- �E-mail: �jiny.chang@samsung.com �

MTD 상급과정 

C6-3

*�MTD:�Microsurgery-Temporal�bone�Dis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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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진료	역량	강화

코스명
C7	심장	수술술기	(CSS)	코스

(Cardiac	Surgery	Skill	Course)

코스

책임자
성기익	교수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난이도 Level 1 Level 2 Level 3

수준별

목표

(이수	역량)

1) �Sternotomy �와 �Sternum �closure �술기를 �익힌다. 1 �Cannulation �술기를 �익힌다.

2) � �Heart �transplantation �시 �Heart �packing �방법을 �

익힌다.

1) � �Internal �Thoracic �Artery �구득 �및 �이를 �이용한 �

관상동맥우회술을 �익힌다.

2) �심폐기 �weaning방법을 �익힌다.

3) �Cardio-Pulmonary �transplantation �술기를 �익힌다.

프로그램 ·C7-1: �CSS �기본과정 ·C7-2: �CSS �중급과정 · C7-3: �CSS �상급과정

평가방법 ·실기평가 · 실기평가 ·실기평가 �

교육대상
·흉부외과 �레지던트 �(1·�2년차) ·�흉부외과 �레지던트 �(Level �1 �이수자 �또는 �레지던트 �

1·�2년차)

·�흉부외과 �레지던트 �및 �임상강사 �(Level �2 �이수자 �또는 �

레지던트 �3·�4년차, �임상강사)

프로그램

책임자
정수련 �교수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목적 심장 �수술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동물을 �이용한 �교육을 �위해 �동물이용과 �관련된 �윤리와 �법을 �이해하고, �

실험동물연구센터 �이용 �시 �주의점을 �익힌다.

2. �Sternotomy �와 �Sternum �closure술기를 �익힌다.

교육대상 흉부외과 �레지던트 �(1·�2 �년차)

교육시간 2.5시간

교육내용

•입문교육 �(동영상 �교육, �0.5시간)

- �동물실험윤리와 �법

- �실험동물연구센터 �이용 �안내

•Sternotomy �(동물모델을 �이용한 �교육, �1시간)

- �Midline �incision

- �linear �alba �확인

- �적절한 �sternal �saw �의 �사용

- �정확한 �midline �sternotomy

•Sternotomy �closure �(동물모델을 �이용한 �교육, �1시간)

- �수술부위 �지혈여부 �확인

- �활력징후의 �안정 �여부 �확인

- �적절한 �Wire �삽입 �위치

- �Wire �삽입부의 �출혈 �컨트롤

평가방법 실기평가 교육수료 �기준 모든 �항목 �pass

교육시기 3~12월

교육비

1. �원내: �7,620,000원 �(기본/중급/상급 �1table �운영비용, �전액 �병원 �지원) �

2. �원외: � �8,900,000원 �(기본/중급/상급 �1table �운영비용)

 � � � �- �휴일 �운영 �시 �비용 �추가됨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2084 �/ �- �E-mail: �jiny.chang@samsung.com �

프로그램

책임자
정수련 �교수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목적 심장 �수술을 �위한 �필수 �수술술기를 �익힌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Cannulation �술기를 �익힌다.

2. �Heart �transplantation �시 �Heart �packing �방법을 �익힌다.

교육대상 흉부외과 �레지던트 �(Level �1 �이수자 �또는 �레지던트 �1·�2년차)

교육시간 3시간

교육내용

•Cannulation �(동물모델을 �이용한 �교육, �2시간)

-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 �이해

- �적절한 �쌈지 �봉합

- �Heparinization

- �Cannulation을 �위한 �적절한 �절개 �위치 �및 �방법

- �정확한 �Cannula의 �연결 �및 �심폐기 �가동

•Heart �packing �(1시간)

- �Heart �transplantation을 �위해 �구득된 �Heart의 �packing �방법

평가방법 실기평가 교육수료 �기준 모든 �항목 �pass

교육시기 3~12월

교육비

1. � �원내: �7,620,000원 �(기본/중급/상급 �1table �운영비용, �

전액 �병원 �지원) �

2. �원외: �8,900,000원 �(기본/중급/상급 �1table �운영비용)

 � � � �- �휴일 �운영 �시 �비용 �추가됨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2084

- �E-mail: �jiny.chang@samsung.com �

CSS 기본과정

C7-1

CSS 중급과정

C7-2

심장 수술술기 (CSS) 코스

*�CSS:�Cardiac�Surgery�Skill� � ���������

진료 역량 강화 트랙 심장 수술술기 (CSS) 코스Surgical Skill

프로그램 

책임자
정수련 �교수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목적 심장 �수술 �procedure를 �습득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Internal �Thoracic �Artery �구득 �및 �이를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을 �

익힌다.

2. �심폐기 �weaning방법을 �익힌다.

3. �Cardio-Pulmonary �transplantation �방법을 �익힌다.

교육대상
흉부외과 �레지던트 �및 �임상강사 �(Level �2 �이수자 �또는 �레지던트 �

3·�4년차, �임상강사)

교육시간 12시간

교육내용

•관상동맥우회술 �(동물모델을 �이용한 �교육, �4시간)

- �Internal �Thoracic �Artery �구득

- �Y �graft �(양쪽 �Internal �Thoracic �Artery)

- �혈관문합

•심폐기 �weaning �(동물모델을 �이용한 �교육, �2시간)

- �강심제, �승압제의 �적절한 �사용

- �안정적인 �심폐기 �weaning �과 �이탈

- �Cannula �제거 �방법

- �Cannulation �부위의 �적절한 �지혈

•Cardio-Pulmonary �transplantation �(동물모델을 �이용한 �교육, �6시간)

- �Cardiectomy

- �Heart·�Lung �transplantation

평가방법 실기평가 교육수료 �기준 전 �항목 �pass

교육시기 3~12월

교육비

1. � �원내: �7,620,000원 �(기본/중급/상급 �1table �운영비용, �

전액 �병원 �지원) �

2. �원외: �8,900,000원 �(기본/중급/상급 �1table �운영비용)

 � � �- �휴일 �운영 �시 �비용 �추가됨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2084

- �E-mail: �jiny.chang@samsung.com

CSS 상급과정 

C7-3

*�CSS:�Cardiac�Surgery�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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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진료	역량	강화

코스명 C8	임상해부	(CA)	코스

코스

책임자
	이준호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차장)

난이도 Level 1 Level 2 Level 3

수준별

목표

(이수	역량)

1) � �각 �진료과 �영역의 �기본적인 �anatomy를 �이해한다.

2) �각 �기본 �구조물의 �기능을 �이해한다.

1) � �각 �진료과 �영영에서 �기본적인 �봉합술 �및 �박리를 �

시행할 �수 �있다.

2) � �각 �진료과 �영역에서 �기본적인 �수술 �또는 �시술을 �

시행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

이해하고 �

설명 �할 �수 �있다.

1) � �각 �진료과 �영역에서 �고난이도 �수술 �및 �시술을 �시행 �

할 �수 �있다.

2) � �각 �진료과 �영역에서 �사용하는 �수술기구 �및 �장비를 � � � �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설명 �할 �수 �있다. � � �

프로그램 ·C8-1: �CA �기본과정 ·C8-2: �CA �중급과정 · C8-3: �CA �상급과정

평가방법 ·각 �프로그램에 �따른 �실기평가 · 각 �프로그램에 �따른 �실기평가 ·각 �프로그램에 �따른 �실기평가 �

교육대상 ·레지던트 ·레지던트 ·레지던트, �임상강사

프로그램

책임자
참여 �진료과 �지도교수 �(삼성서울병원)

목적
각 �진료과 �영역에서 �기본적인 �anatomy를 �이해하며, �각 �기본 �구조물의 �

기능을 �이해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Fresh �cadaver를 �통해 �각 �진료과의 �영역에 �맞는 �기본적인 �해부구조와 �

기능들을 �이해하며 �이를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레지던트

교육시간 각 �진료과에 �따라 �1~ �8일

교육내용

• �교육프로그램은 �각 �진료과의 �진료 �영역에 �따라 �설계 �및 �구축되며, �

효과적인 �실습을 �위해 �fresh �또는 �embalming �cadaver, �라텍스 �

주입 �cadaver등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실습에 �필요한 �

수술기구와 �장비 �준비

• �교육프로그램은 �레벨 �1에서 �진료과 �영역의 �해부실습 �진행

평가방법 실기 �평가 교육 �수료 �기준 평가 �통과

교육시기 3~12월

교육비
원내: �약 �1,000,000원

※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함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0603

- �E-mail: �lek.lim@samsung.com

프로그램

책임자
참여 �진료과 �지도교수 �(삼성서울병원)

목적
각 �진료과 �영역에서 �기본적인 �봉합술, �박리 �및 �그에 �대한 �합병증을 �

이해하며 �예방할 �수 �있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Fresh �cadaver를 �통해 �각 �진료과의 �영역에 �맞는 �기본적인 �봉합술, �

다빈도 �수술 �또는 �시술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레지던트

교육시간 각 �진료과에 �따라 �1~ �8일

교육내용

• �교육프로그램은 �각 �진료과의 �진료 �영역에 �따라 �설계 �및 �구축되며, �

효과적인 �실습을 �위해 �fresh �또는 �embalming �cadaver, �라텍스 �주입 �

cadaver �등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실습에 �필요한 �

수술기구와 �장비 �준비

• �교육프로그램은 �레벨 �2에서 �진료과 �영역의 �해부실습 �진행 �

평가방법 실기 �평가 교육 �수료 �기준 평가 �통과

교육시기 3~12월

교육비
원내: �약 �1,2000,000원

※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함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0603

- �E-mail: �lek.lim@samsung.com

CA 기본과정

C8-1

CA 중급과정

C8-2

임상해부 (CA) 코스

진료 역량 강화 트랙 임상해부 (CA) 코스Clinical Anatomy 

프로그램

책임자
참여 �진료과 �지도교수 �(삼성서울병원)

목적 각 �진료과 �영역의 �기본수술을 �시행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Fresh �cadaver를 �통해 �각 �진료과의 �영역에 �맞는 �고난이도 �수술 �또는 �

시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레지던트, �임상강사

교육시간 각 �진료과에 �따라 �1~8일

교육내용

• �교육프로그램은 �각 �진료과의 �진료 �영역에 �따라 �설계 �및 �구축되며, �

효과적인 �실습을 �위해 �fresh �또는 �embalming �cadaver, �라텍스 �

주입 �cadaver등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실습에 �필요한 �

수술기구와 �장비 �준비

• �교육프로그램은 �레벨 �3에서 �진료과 �영역의 �해부실습 �진행 � � �

평가방법 실기 �평가 교육 �수료 �기준 � � � � � � 평가 �통과

교육시기 3~12월

교육비
원내: �약 �1,600,000원

※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함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0603

- �E-mail: �lek.lim@samsung.com

CA 상급과정

C8-3

진료 역량 강화 트랙 임상해부 (CA) 코스Clinical Anatomy



|��39�38��|� 진료 역량 강화 트랙 내시경 술기  코스

핵심역량 진료	역량	강화

코스명 C9	내시경	술기	코스

코스

책임자
이준행	교수	(소화기내과,	내시경실장)

난이도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수준별

목표

(이수	역량)

1) � �내시경 �장비 �및 �기구 �실습을 �통해 �

숙련도를 �향상시킨다.

2) � �상부위장관 �내시경 �삽입 �술기를 �

습득한다.

3) �병소 �관찰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다.

4) � �시뮬레이션을 �통해 �질환별 �병소를 �

이해할 �수 �있다.

1) � �내시경 �사진을 �보고 �병소의 �위치를 �

파악할 �수 �있다.

2) �병소의 �크기를 �평가할 �수 �있다.

3) � �병소의 �주된 �특징이 �무엇인지 �짧게 �

표현할 �수 �있다.

4) � �다양한 �내시경 �용어를 �이용하여 �병소의 �

자세한 �모양을 �기술할 �수 �있다.

5) � �가장 �가능성 �높은 �내시경 �진단을 �붙일 �

수 �있다.

6) � �진단명에 �적합한 �내시경 �분류법을 �

적용할 �수 �있다.

1） � �대장내시경 �scope �사용법, �torque �

rotation에 �대해 �이해한다.

2） � �대장내시경 �삽입 �술기를 �습득한다.

3） � �대장내시경 �장비 �및 �기구 �실습을 �통해 �

숙련도를 �향상시킨다.

1） � �ESD �(내시경점막하박리술)에 �적합한 �

내시경 �조작법을 �익힐 �수 �있다.

2） � �ESD에 �사용되는 �장비 �(ESU, �

electrosurgical �unit) �및 �device �(knife) �

조작법을 �안다.

3） � �artificial �layer �(EndoGel™)에서 �

submucosal �incision �& �dissection을 �

시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 ·C9-1: �내시경 �G-BOXIM �과정 ·C9-2: �내시경 �DEX �워크숍 ·C9-3: �내시경 �Col-BOXIM �과정 ·C9-4: �치료내시경 �ESD-Endogel �과정

평가방법 ·교육이수 � ·교육이수 � ·교육이수 � ·교육이수 �

교육대상 ·의사직 ·레지던트, �임상강사 ·의사직 ·소화기내과 �전문의

프로그램

책임자
이준행 �교수 �(삼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내시경실장)

목적

내과 �외 �타 �진료과 �의료진의 �교육 �요구도가 �높은 �내시경 �교육을, �내시경 �

전문 �지도교수 �감독하에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실습함으로써 �내시경 �

시행의 �경험과 � �술기를 �익힐 �수 �있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내시경 �장비 �및 �기구 �실습을 �통해 �숙련도를 �향상시킨다.

2. �상부위장관 �내시경 �삽입 �술기를 �습득한다.

3. �병소 �관찰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다.

4. �시뮬레이션을 �통해 �질환별 �병소를 �이해할 �수 �있다.

교육대상 의과대생, �임상의

교육기간 4시간

교육내용

평가방법 출석 교육수료 �기준 교육이수

교육시기 연중 �(1회/월)

교육비

1. �원내: �병원 �전액 �지원

2. �원외: � �500,000원

• �감면대상

- �수련의 �/ �공중보건의: �300,000원

- �SMC �협력병원 �및 �동문: �400,000원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3099, �2099 �/ �- �E-mail: �aerin.yoon@samsung.com

시간 방법 내용

1시간 강의

EGD �skills �

직업병 �예방

검사속도, �사진촬영, �기록

2시간 실습 Hands-on �training �1, �2

1시간 자가실습 Self-training

상부내시경 G-BOXIM 과정

C9-1

프로그램

책임자
이준행 �교수 �(삼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내시경실장)

목적

소화기내과 �내시경 �전문 �지도교수 �감독하에 �대장내시경 �검사 �방법을 �

배우고, �box �시뮬레이터 �실습을 �통해 �대장내시경 �방법과 �술기를 �익힐 �수 �

있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대장내시경 �scope �사용법, �torque �rotation에 �대해 �이해한다.

2. �대장내시경 �삽입 �술기를 �습득한다.

3. �대장내시경 �장비 �및 �기구 �실습을 �통해 �숙련도를 �향상시킨다.

교육대상 의과대생, �임상의

교육기간 4시간

교육내용

평가방법 출석 교육수료 �기준 교육이수

교육시기 연중

교육비

1. �원내: �병원 �전액 �지원

2. �원외: � �300,000원

• �감면대상

- �수련의 �/ �공중보건의: �200,000원

- �SMC �협력병원 �및 �동문: �25,000원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3099, �2099

- �E-mail: �aerin.yoon@samsung.com

시간 방법 내용

1시간 강의
Introductory �lecture

Case �discussion

2시간 실습

Hands-on �training �

1. �How �to �hold �the �endoscope

 �　Torque �rotation

2. �Advanced �insertion �technique

1시간 자가실습 Self-training

대장내시경 Col-BOXIM 과정

C9-3

프로그램

책임자
이준행 �교수 �(삼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내시경실장)

목적

내시경을 �처음 �배우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의료진에게 �내시경 �소견을 �

쉽게 �익힐 �수 �있는 �description �exercise를 �제공하여 �의료진의 �내시경 �

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내시경 �사진을 �보고 �병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2. �병소의 �크기를 �평가할 �수 �있다.

3. �병소의 �주된 �특징이 �무엇인지 �짧게 �표현할 �수 �있다.

4. � �다양한 �내시경 �용어를 �이용하여 �병소의 �자세한 �모양을 �기술할 �수 �

있다.

5. �가장 �가능성 �높은 �내시경 �진단을 �붙일 �수 �있다.

6. �진단명에 �적합한 �내시경 �분류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교육대상 임상의

교육기간 3시간

교육내용
•병소를 �적절히 �기술하고 �의미있는 �impression을 �붙이는 �과정

•기본 �이론 �교육 �및 �표준 �증례를 �통한 �토론 �및 �실습

평가방법 출석 교육수료 �기준 교육이수

교육시기 연 �6회 �(격월)

교육비
1. �원내: �병원 �전액 �지원

2. �원외: �100,000원 �(SMC �협력병원 �및 �동문 �8만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Tel: �02-3410-3678

- �E-mail: �dm613.lee@samsung.com

내시경 DEX 과정 (Description Exercise)

C9-2

프로그램

책임자
이준행 �교수 �(삼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내시경실장)

목적

소화기내과 �치료내시경 �전문 �지도교수 �감독하에 �치료 �내시경에 �필요한 �

도구 �및 �전기소작기 �사용법을 �알고 �인공점막을 �이용하여 �점막하 �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ESD �(내시경점막하박리술)에 �적합한 �내시경 �조작법을 �익힐 �수 �있다.

2. � �ESD에 �사용되는 �장비 �(ESU, �electrosurgical �unit) �및 �device �(knife) �

조작법을 �안다.

3. � �artificial �layer �(EndoGel™)에서 �submucosal �incision �& �dissection을 �

시행할 �수 �있다.

교육대상 소화기내과 �전문의

교육기간 3시간

교육내용

시간 방법 내용

1시간 강의
Introductory �lecture

Case �discussion

2시간 실습 EndoGEL �ESD �Hands-on �training �1, �2

평가방법 출석 교육수료 �기준 교육이수

교육시기 연 �2회 �/ �년

교육비

1. �원내: �병원 �전액 �지원

2. �원외: � �500,000원

• �감면대상

- �수련의 �/ �공중보건의: �300,000원

- �SMC �협력병원 �및 �동문: �400,000원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3099, �2099

- �E-mail: �aerin.yoon@samsung.com

치료내시경 ESD-EndoGel™ 과정

C9-4
내시경 술기 코스 

Diagnostic Skill 진료 역량 강화 트랙 내시경 술기 코스Diagnostic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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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진료	역량	강화

코스명 C10	초음파	술기	코스	

코스

책임자
이원재	교수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난이도 Level 1

수준별

목표

(이수	역량)

1) �복부초음파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2) �복부초음파 �기본 �view �실습을 �통해 �숙련도를 �향상시킨다.

3) �모의환자를 �대상으로 �복부초음파를 �시행 �할 �수 �있다.

프로그램
·C10-1: �복부초음파 �교육

·C10-2: �복부초음파 �Hands-on �코스 �

평가방법 ·교육이수

교육대상 ·의사직 �전체

프로그램

책임자
이준행 �교수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목적 초음파 �술기 �실습을 �통해 �진단적 �술기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복부초음파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2. �초음파를 �이용하여 �복부 �장기의 �해부학적 �부위를 �확인할 �수 �있다.

3. �복부초음파에 �사용되는 �기본 �view �실습을 �통해 �숙련도를 �향상시킨다. �

4. �모의환자를 �대상으로 �복부초음파를 �시행 �할 �수 �있다. �

교육대상 의사직 �전체 �

교육기간 3시간 �

교육내용

• �교육내용

- �이론교육 �(1시간): �복부 �초음파의 �기본원리, �조작법 �등

- �실습교육 �(2시간): �모의환자를 �활용한 �복부초음파 �Hands-on �실습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연중

교육비 원내: �300,000원 �(전액 �병원 �지원 �)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2099, �3099 �

- �E-mail: �aerin.yoon@samsung.com �

복부초음파 교육

C10-1

프로그램

책임자
이원재 �교수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목적 초음파 �술기 �실습을 �통해 �진단적 �술기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복부초음파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2. �복부초음파 �기본 �view �실습을 �통해 �숙련도를 �향상시킨다. �

3. �모의환자를 �대상으로 �복부초음파를 �시행 �할 �수 �있다. � �

교육대상 의사직 �전체 �

교육기간 4시간 �

교육내용

• �교육내용

- � �이론교육 �(1.5시간): �초음파 �해부학, �간 �병변의 �초음파 �소견, �췌담관 �

병변의 �초음파 �소견

- � �실습교육 �(2.5시간): �모의환자를 �활용한 �복부초음파 �Hands-on �실습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연중

교육비 원내: �300,000원 �(전액 �병원 �지원 �)

문의

교육운영팀

- �Tel: �02-3410-2099, �3099 �

- �E-mail: �aerin.yoon@samsung.com �

복부초음파 Hands-on 코스

C10-2

초음파 술기 코스

*�ECHO:�Echocardiography

진료 역량 강화 트랙 Diagnostic Skill 초음파 술기 코스

  R1_ 임상연구 설계 코스

R1-1:�임상연구�설계�기본�(Pre-CRD)

R1-2:�임상연구�설계�기본��(CRD)

R1-3:�Research�Coaching�Clinic

R1-4:�How�to�write�good�paper

R1-5:�임상연구�설계�고급�(ACRD)

  R2_ 의학통계 분석 코스

R2-1:�의학통계�기초과정

R2-2:�의학통계�고급과정

R2-3:�REx를�활용한�의학통계분석�워크숍

  R3_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GCP) 코스

R3-1:�GCP�신규과정

R3-2:�GCP�심화과정

R3-3:�GCP�보수과정

  R4_ 유전체 데이터 분석 코스

R4-1:�임상의를�위한�유전체�분석

R4-2:�유전체�데이터�분석�실습�워크숍

SMC S-Track

연구 역량 강화 트랙

*�ACRD:�Advanced�Clinical�Research�Design� *�CRD:�Clinical�Research�Design� *�GCP:�Good�Clinical�Practice

*�NGS:�Next�Generation�Sequencing



|��43�42��|� 임상시험연구 역량 강화 트랙 임상연구 설계 코스  

핵심역량 연구	역량	강화

코스명 R1	임상연구	설계	코스

코스

책임자
엘리세오	와이아르	교수	(삼성서울병원	임상역학연구,	존스홉킨스	보건대)

난이도 Level 1 Level 2

수준별

목표

(이수	역량)

1) � �임상연구 �설계의 �기본을 �이해하여, �연구계획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

임상연구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울 �함양한다.

2) �임상연구 �자료를 �분석, �해석,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1) � �연구 �주제의 �계획에 �따라 �논문 �투고, �연구자료 �분석 �및 �해석을 �하고 �디자인 �능력을 �

함양한다. � �

2)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논문화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3)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임상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한다.

프로그램

·R1-1: �임상연구 �설계 �기본 �(Pre-CRD)

·R1-2: �임상연구 �설계 �(CRD)

·R1-3: �Research �Coaching �Clinic

·R1-4: �How �to �write �good �paper

·R1-5: �임상연구 �설계 �고급 �(ACRD)

평가방법 ·교육 �이수 ·교육 �이수

교육대상 ·레지던트, �임상강사
·R1-3: �레지던트 �2년차 �이상, �임상강사

·�R1-4, �5: �임상강사, �임상조교수 �이상

프로그램

책임자
조주희 �교수 �(삼성서울병원 �임상역학연구센터)

목적
임상연구 �설계의 �기본을 �이해하여, �연구계획서를 �이해하고 �이를 �

바탕으로 �임상연구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 �함양

교육목표

(기대효과)

1. �임상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가설 �설정을 �할 �수 �있다.

2. � �각 �연구설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본인의 �가설에 �가장 �적절한 �연구설계 �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3. � �임상연구에서 �타당성과 �정확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임상연구 �수행 �

시 �고려해야 �할 �바이어스 �(bias) �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4. �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구축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이해할 �

수 �있다.

교육대상 레지던트, �임상강사

교육시간 3시간

교육내용
• �이론교육: �임상연구 �설계에 �대한 �기본 �개념정립과 �연구 �수행 �후 �

결과에 �대한 �보고 �방법에 �대해 �학습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연 �3회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 �Tel: �02-3410-0629

- �E-mail: �s0308.kim@samsung.com

임상연구 설계 기본 (Pre-CRD)
	

R1-1

프로그램

책임자
조주희 �교수 �(삼성서울병원 �임상역학연구센터)

목적 임상연구 �자료를 �분석, �해석,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임상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가설 �설정을 �할 �수 �있다.

2. � �각 �연구설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본인의 �가설에 �가장 �적절한 �연구 �

설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3. � �임상연구에서 �타당성과 �정확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임상연구 �

수행 �시 �고려해야 �할 �바이어스 �(bias) �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4. �임상연구 �수행 �후 �결과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교육대상 레지던트, �임상강사

교육시간 32시간

교육내용

• �이론교육 �(12시간): �각 �연구 �설계별 �개념 �및 �연구 �수행 �시 �반드시 �

알아야할 �주요 �내용에 �대한 �학습 �

• �실습 �(10시간):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론으로 �학습하였던 �

이론을 �직접 �구현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연 �１회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 �Tel: �02-3410-0629

- �E-mail: �s0308.kim@samsung.com

임상연구 설계 기본 (CRD)
	

R1-2

임상연구 설계 코스

*�ACRD:�Advanced�Clinical�Research�Design *�CRD:�Clinical�Research�Design

프로그램

책임자
송윤미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차장)

목적
임상논문 �지도 �(진료과 �지도교수, �임상역학, �기초의학 �및 �통계)를

통하여 �임상연구 �역량을 �제고하며 �그 �질을 �향상 �시킨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연구주제의 �계획에 �따라 �논문을 �투고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관리할 �

수 �있다. �

2. �논문 �초안 �작성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3. � �임상연구 �자료를 �분석, �해석, �디자인하는 �전 �과정을 �지도 �받을 �수 �있다. �

교육대상 레지던트 �2~4년차, �임상강사 �

교육시간 인당 �30분, �총 �15회

교육내용

• �데이터 �분석 �자료를 �함께 �논의하며 �논문 �방향을 �잡아간다. �

• �통계학적, �역학적으로 �코칭을 �받아 �과제를 �수행해 �온다. �

• �과제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계속적인 �자료분석을 �함께 �한다. �

- �연구주제 �재검토 �및 �주요 �가설 �구체화

-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데이터 �세트

- �데이터 �분석

- �표와 �그림 �작성

- �논문 �methods �작성

- �논문 �완성 �후 �리뷰

- �투고 �저널 �결정

- �투고 �

- �Revision �지원

평가방법 출석 �및 �과제수행 교육 �수료 �기준 교육 �미참여 �3회 �미만 �

교육시기 3~9월 �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 �Tel: �02-3410-0629 �/ �E-mail: �s0308.kim@samsung.com

Research Coaching Clinic
	

R1-3

연구 역량 강화 트랙 임상연구 설계 코스    임상시험

프로그램

책임자
엘리세오 �와이아르 �(삼성서울병원 �임상역학연구, �존스홉킨스 �보건대)

목적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논문화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논문 �작성을 �위한 �시간과 �자원 �활용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다.

2. � �논문 �쓰기에 �장벽이 �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의 �해결 �방법에 �대해 �배울 �

수 �있다. �

3. �연구 �디자인 �별 �논문 �작성법을 �배울 �수 �있다. �

4. �각 �섹션별 �효과적인 �보고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5. �Abstract, �cover �letter, �response �letter �작성법을 �배울 �수 �있다. �

교육대상 임상강사, �임상조교수 �이상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내용
• �이론교육 �(6시간): �연구 �디자인 �별 �논문 �작성 �가이드라인 �검토

• �실습 �(8시간): �본인의 �시간 �설계, �논문 �작성 �실습 � �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100% �출석 �

교육시기 연 �2회 �(단, �토요일 �각 �7시간씩 �2일) �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 �Tel: �02-3410-0629

- �E-mail: �s0308.kim@samsung.com

How to write good paper

R1-4

프로그램

책임자
엘리세오 �와이아르 �(삼성서울병원 �임상역학연구, �존스홉킨스 �보건대)

목적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임상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

함양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본인의 �연구 �가설에 �맞는 �적절한 �연구 �설계와 �데이터를 �고를 �수 �있는 �

안목을 �기를 �수 �있다. �

2. � �본인의 �연구 �가설에 �따라 �적절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 �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바이어스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다.

3. �연구 �분석의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4. � �임상연구 �결과를 �다른 �연구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

함양한다.

교육대상 임상강사, �임상조교수 �이상

교육시간 주제별 �2시간

교육내용

• �How �to �write �grant �proposal �(2시간)

• �Cohort �study �(2시간)

• �Describe �epidemiology �and �burden �of �disease �using �National �Big �

data �(2시간)

• �Master �protocol �for �clinical �trials �(2시간)

• �Evaluation �of �risk �factors �using �National �Big �data �(2시간)

• �Cluster �randomized �trials �(2시간)

• �Evaluation �of �risk �factors �and �change �over �time �using �National �Big �

data �(2시간)

• �Assessment �of �cause �of �death �using �National �Big �data �(2시간)

• �Pragmatic �trial �(2시간)

• �Adjusting �for �confounding � �(2시간)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주제별 �연중 �각 �1회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 �Tel: �02-3410-0629 �/ �E-mail: �s0308.kim@samsung.com �

임상연구 설계 고급 (ACRD)

R1-5

*�ACRD:�Advanced�Clinical�Research�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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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연구	역량	강화

코스명 R2	의학통계	분석	코스

코스

책임자
김경아	교수	(삼성서울병원	의생명정보센터장)

난이도 Level 1 Level 2

수준별

목표

(이수	역량)

1) � �임상연구에 �필요한 �기초 �의학통계 �지식 �습득을 �통해 �임상연구 �통계분석 �및 �

의학논문 �작성 �역량을 �함양한다.

1) � �임상연구 �설계 �및 �수행에 �따른 �연구자의 �요구가 �반영된 �보다 �다양한 �고급 �의학통계 �

분석 �능력을 �습득한다. �

2) �REx를 �활용한 �의학통계 �분석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
·R2-1: �의학통계 �기초과정 ·R2-2: �의학통계 �고급과정

·R2-3: �REx를 �활용한 �의학연구자료분석 �워크숍

평가방법 ·교육 �이수 ·교육 �이수

교육대상 ·의사직 �전체 ·의사직 �전체

프로그램

책임자
김경아	교수 �(삼성서울병원 �의생명정보센터장)

목적
임상연구 �설계 �및 �수행에 �따른 �연구자의 �요구가 �반영된 �보다 �

다양한 �고급 �의학통계 �분석 �능력을 �습득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복잡한 �구조의 �의학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방법을 �습득하고 �SPSS를 �

활용하여 �실제 �자료 �분석 �및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2. �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의 �문헌연구들의 �결과를 �통합 �또는 �비교하여 �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이끌어내는 �분석 �방법으로 �메타분석을 �

이해한다.

3. � �인과성 �추론의 �여러 �처치집단간 �공평한 �비교를 �위하여 �처치집단들의 �

차이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이해한다.

4. � �임상연구를 �위한 �적절한 �표본 �수 �산출 �방법을 �이해 �및 �습득하여 �임상 �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

5. � �임상연구에서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수립된 �모형에 �대한 �검증 �방법을 �

이해한다.

6. � �예측모형을 �평가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학습하여 �연구 �목적에 �맞는 �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7. � �출간된 �의학논문을 �통해 �예측모형 �구축 �프로세스와 �평가도구 �사용에 �

대한 �실제 �사례를 �학습한다.

8. � �연구 �계획서 �및 �논문 �작성 �시 �필요로 �하는 �통계부분 �기술 �방법을 �

학습한다.

교육대상 의사직 �전체

교육시간 17시간

교육내용

• �반복측정 �자료분석 �(이론 �및 �실습 �총 �3시간)

• �고급 �생존분석 �(2시간)

• �Propensity �score �analysis �(이론 �및 �실습 �총 �2시간)

• �Sample �size �determination �(이론 �및 �실습 �총 �2시간)

• �예측모형Ⅰ. �모형 �구축 �프로세스 �(development �& �validation) �(2시간)

• �예측모형Ⅱ. �예측능력 �평가도구 �비교 �(2시간)

• �예측모형Ⅲ. �실제 �사례로 �배우는 �논문 �작성법 �(2시간)

• �연구 �계획서 �및 �논문 �작성법 �– �통계부분 �기술 �(2시간)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주제별 �연중 �각 �1회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Tel: �02-3410-0629

- �E-mail: �s0308.kim@samsung.com �

프로그램

책임자
김경아	교수 �(삼성서울병원 �의생명정보센터장)

목적
임상연구에 �필요한 �기초 �의학통계 �지식 �습득을 �통해 �임상연구 �통계 �

분석 �및 �의학논문 �작성 �역량을 �함양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다양한 �연구 �설계에 �적합한 �기초 �통계분석 �(기술통계, �군간 �비교 �검정, �

상관분석) �방법을 �이해 �및 �습득한다.

2. � �SPSS를 �활용하여 �실제 �의학 �자료의 �기초 �통계분석 �역량을 �갖춘다.

3. � �기초 �통계분석 �결과 �해석 �방법을 �이해하고 �분석결과로부터 �임상적 �

결과를 �도출한다.

4. �의학논문 �작성 �시, �그림과 �표 �작성 �방법을 �습득한다.

교육대상 의사직 �전체

교육시간 11시간

교육내용

• �자료의 �유형 �SPSS �분석자료 �만들기 �(이론 �및 �실습 �총 �2시간)

•그룹간 �비교검정 �& �Table �1 �작성 �(이론 �및 �실습 �총 �3시간)

•상관분석 �및 �선형 �회귀분석 �(이론 �및 �실습 �총 �2시간)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론 �및 �실습 �총 �2시간)

•생존분석 �(이론 �및 �실습 �총 �2시간)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주제별 �연중 �각 �1회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Tel: �02-3410-0629

- �E-mail: �s0308.kim@samsung.com

의학통계 기초과정

R2-1

의학통계 고급과정

R2- 2

의학통계 분석 코스

임상시험연구 역량 강화 트랙 의학통계 분석 코스

*AI:�Artificial�Intelligence�� �*�SPSS:�Statistical�Package�for�the�Social�Sciences

*REx:�R�interworking�with�EXCEL�

프로그램

책임자
김경아 �교수 �(삼성서울병원 �의생명정보센터장)

목적 REx를 �활용한 �의학자료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강력한 �통계분석 �도구인 �R을 �Microsoft �Excel과 �연동하여 �쉽게 �사용할 �

수 �있는 �Rex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습득한다.

2. � �실제 �자료를 �이용한 �분석 �예제들을 �통하여 �의학자료분석 �역량을 �

갖춘다.

교육대상 의사직 �전체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내용
•REx �기초, �자료의 �정리 �및 �추정, �평균비교, �분할표검정 �(7시간)

•회귀분석, �역학자료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생존자료분석 �(7시간)

평가방법 출석 교육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연중 �1~2회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Tel: �02-3410-0629

- �E-mail: �s0308.kim@samsung.com

Rex (R interworking with EXCEL)를 활용한 
의학연구자료분석 워크숍

R2-3

연구 역량 강화 트랙 의학통계 분석 코스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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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연구	역량	강화

코스명 R3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GCP)	코스

코스

책임자
김재현	교수	(삼성서울병원	인력양성센터장)

난이도 Level 1 Level 2

수준별

목표

(이수	역량)

1) � �임상시험 �관련 �규정을 �이해한다.

2) �시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 �임상시험수행 �과정을 �이해한다.

1) � �유전체 �연구, �인체 �유래물 �연구를 �이해할 �수 �있다.

2)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을 �이해하고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

3) �임상시험의 �미준수를 �줄일 �수 �있다.

4) �임상시험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
· R3-1: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GCP) �– �신규과정 ·R3-2: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GCP) �– �심화과정

·R3-3: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GCP) �– �보수과정

평가방법 ·출석 �및 �이론평가 ·출석 �및 �이론평가

교육대상 ·임상시험 �수행 �경험이 �전혀 �없는 �시험자 �(의사직 �전체)
·R3-2: �임상시험 �수행 �경험이 �있는 �시험자 �(의사직 �전체)

·R3-3: �임상시험 �수행 �경험이 �있는 �시험자 �중 �PI �경험이 �있는 �자

프로그램

책임자
김재현 �교수 �(삼성서울병원 �인력양성센터장)

목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자의 �전문성 �향상 �및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를 �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임상시험관련 �규정을 �이해한다. �

2. �시험자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

3. �임상시험 �수행 �과정을 �이해한다.

교육대상 임상시험 �수행 �경험이 �있는 �시험자 �(의사직 �전체)

교육시간 6시간 �

교육내용

•임상시험 �규정

• �RB �및 �심사과정의 �이해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대상자 �동의와 �모집과정

•임상시험 �수행

•임상시험 �질관리

평가방법
출석, �최종평가

(10문제)
교육 �수료 �기준

출석 �70% �이상 �및

최종평가 �70점 �이상

교육시기 연 �10회 �

교육비
1. �원내: �전액 �병원 �지원

2. �원외: �100,000원

문의

인력양성센터 �

- �Tel: �02-3410-3691

- �E-mail: �mijung6858.kim@samsung.com

프로그램

책임자
김재현 �교수 �(삼성서울병원 �인력양성센터장)

목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자의 �전문성 �향상 �및 �임상시험 �대상자 �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임상시험 �관련 �규정을 �이해한다.

2. �시험자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

3. �임상시험 �수행 �과정을 �이해한다.

교육대상 임상시험 �수행 �경험이 �전혀 �없는 �시험자 �(의사직 �전체)

교육시간 8시간

교육내용

• �임상시험의 �역사와 �윤리, �신약개발 �과정, �임상시험 �규정

•IRB �및 �심사과정의 �이해,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대상자 �동의와 �모집과정, �임상시험 �수행, �임상시험 �질관리

평가방법
출석, �최종평가

(10문제)
교육 �수료 �기준

출석 �70% �이상 �및

최종평가 �70점 �이상

교육시기 연 �4회

교육비
1. �원내: �전액 �병원 �지원

2. �원외: �150,000원

문의

인력양성센터 �

- �Tel: �02-3410-3691

- �E-mail: �mijung6858.kim@samsung.com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GCP) 신규과정

R3-1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GCP) 심화과정

R3-2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GCP) 코스

*�GCP:�Good�Clinical�Practice� *�IRB:�Institutional�Review�Board� *�PI:�Principal�Investigator

프로그램

책임자
김재현 �교수 �(삼성서울병원 �인력양성센터장)

목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자의 �전문성 �향상 �및 �임상시험 �대상자를 �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임상시험 �관련 �최신 �규정을 �이해할 �수 �있다.

2. �임상시험 �수행 �시 �자주 �발견되는 �미준수 �사항을 �줄일 �수 �있다.

3. �임상시험 �관련 �최신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다.

교육대상

임상시험 �수행 �경험이 �있는 �시험자 �중 �시험책임자 �(PI) �의 �경험이 �있는 �

시험자 �(의사직 �전체)

또는 �전년도 �시험자 �심화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시간 4시간 �

교육내용

•임상시험관련 �최신 �규정

•임상시험의 �미준수 �관리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의 �위험관리

•임상시험의 �이해상충 �외

평가방법 출석 교육수료 �기준 출석 �100%

교육시기 년 �12회 �(매월 �1회 �진행)

교육비
1. �원내: �전액 �병원 �지원

2. �원외: �60,000원

문의

인력양성센터 �

- �Tel: �02-3410-3691

- �E-mail: �mijung6858.kim@samsung.com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GCP) 보수과정

R3-3

임상시험연구 역량 강화 트랙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GCP) 코스

*�GCP:�Good�Clinical�Practice� *�PI:�Principal�Investigator



48��|� 연구 역량 강화 트랙 유전체 데이터 분석 코스   유전체 분석

핵심역량 연구	역량	강화

코스명 R4	유전체	데이터	분석	코스

코스

책임자
송윤미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차장)

난이도 Level 1 Level 2

수준별

목표

(이수	역량)

1) � �유전체 �검사결과 �활용 �및 �유전체 �연구에 �관심 �있는 �임상의에게 �유전체 �분석 �관련 �

개념을 �소개하고 �이해시킨다. �

1) � �임상의를 �위한 �유전체, �유전자 �분석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2) � �유전체 �분석툴을 �활용하여 �질병유전체 �분석, �암 �패널 �시퀀싱 �분석을 �이해하고 �

분석 �능력을 �함양한다.

3 � �NGS �기술을 �활용하여 �싱글셀 �유전체 �분석 �및 �TCGA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

이해하고 �실습을 �통하여 �분석 �기술을 �익힌다..

프로그램 · R4-1: � �임상의를 �위한 �유전체 �분석 �소개 ·R4-2: �유전체 �데이터 �분석 �실습 �워크숍

평가방법 ·교육 �이수 ·교육 �이수

교육대상 ·의사직 ·의사직

프로그램

책임자
김종원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목적
유전체 �검사결과 �활용 �및 �유전체 �연구에 �관심 �있는 �임상의에게 �유전체 �

분석 �관련 �개념을 �소개하고 �이해시킨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유전체 �분석 �관련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다.

교육대상 유전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직 �(기초과정)

교육기간 1일

교육내용

• �임상의를 �위한 �유전체 �분석 �소개 �

 �- �Introduction �to �genetics �/ �genomics �

 �- �유전체 �패널 �검사, �염기서열 �변이 �및 �유전체분석 �활용 �사례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상반기 �/ �하반기 �각 �1회

교육비
1. �원내: �전액 �병원 �지원

2. �원외: �유료 �

문의

임상교육파트 �

- �Tel: �02-3410-0629

- �E-mail: �s0308.kim@samsung.com

프로그램

책임자
박웅양 �교수 �(삼성유전체연구소장)

목적

유전체 �연구 �및 �임상유전체 �데이터 �분석에 �관심있는 �임상의에게 �NGS �

기술을 �활용한 �유전체 �분석의 �기본지식을 �함양하고 �실전 �분석에 �활용할 �

수 �있도록 �분석법을 �직접 �익힌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임상의를 �위한 �유전체, �유전자 �분석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2. � �유전체 �분석툴을 �활용하여 �질병유전체 �분석, �암 �패널 �시퀀싱 �분석을 �

이해하고 �분석 �능력을 �함양한다.

3. � �NGS �기술을 �활용하여 �싱글셀 �유전체 �분석 �및 �TCGA �유전체 �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고 �실습을 �통하여 �분석 �기술을 �익힌다.

교육대상
유전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의 �또는 �임상유전체 �분석에 �관심있는 �

의생명 �연구자

교육기간 3일 �과정 �

교육내용

•Day �1: �NGS �활용 �유전체 �분석

•Day �2: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Day �3: �R을 �활용한 �유전체 �데이터 �분석-실습 �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상반기 �/ �하반기 �각 �1회

교육비
1. �원내: �전액 �병원 �지원

2. �원외: �유료 �

문의

임상교육파트 �

- �Tel: �02-3410-0629

- �E-mail: �s0308.kim@samsung.com

임상의를 위한 유전체 분석 소개

  R4-1

유전체 데이터 분석 실습 워크숍

  R4-2

유전체 데이터 분석 코스

*�NGS:�Next�Generation�Sequencing� *�TCGA:�The�Cancer�Genome�Atlas

L1_ 조직 역량 코스

L1-1:�신입의사�온라인�직무교육

L1-2:�신입의사�입문교육�

L1-3:�의국장�리더십��

L1-4:�보직교수�리더십

L1-5:�리더십�인사이트�

L1-6:�원장단�리더십

L2_ 소통 역량 코스

L2-1:�이미지�메이킹�특강

L2-2:�자기조율�세미나

L2-3:�행복의�에너지,�회복탄력성

L2-4:�비언어�커뮤니케이션

L2-5:�VIP�맞춤�응대�과정

L2-6:�PDR�1:1�상담과정

L2-7:�인턴-간호사�역지사지�워크숍

L2-8:�전공의�워크숍

L2-9:�회복적소통�워크숍�(진료과별�신청)

L2-10:�회복적�갈등관리�심화과정

L2-11:�감정코칭�2급�전문가�과정

L2-12:�감정코칭�1급�전문가�과정

L3_ 글로벌 역량 코스

L3-1:�1:1�Medical�English�과정

L3-2:�Medical�Presentation�기본과정

L3-3:�Medical�Presentation�고급과정

L4_ 의사윤리 역량 코스

L4-1:�임상윤리�과정�(Clinical�Ethics)

*�PDR:�Patient�&�Doctor�Relationship

SMC S-Track

리더십 역량 강화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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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리더십	역량	강화

코스명 L1	조직	역량	코스

코스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난이도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수준별

목표

(이수	역량)

1) � � �삼성서울병원 �비전 �및 �핵심가치를 �

이해한다.

2) � �의사의 �기본역량 �함양을 �통해 �병원에 �

조기적응 �및 �전략화 �한다.

3) � �업무수행에 �필요한 �병원에 �대한 �

정보를 �내재화한다.

1） � �보직교수간 �소통을 �통해 �변화 �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2) � �보직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리더십 �

실천전략을 �습득한다.

- � �협업을 �위한 �갈등관리, �의사소통 �

기술을 �익힌다.

- � �동기부여 �및 �상황 �대응 �리더십을 � � � �

익힌다.

 �

１） � �보직교수간 �소통을 �통해 �변화 �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 � �소통을 �통한 �변화의 �필요성을 �

공감하고 �리더의 �역할을 �이해한다.

2) � �보직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

리더십 �실천전략을 �습득한다.

- � �성공적인 �변화관리에 �대한 �

프로세스를 �익힌다.

- � �협력적인 �팀워크 �구축방안을 �습득한다.

 �- �강점 �기반 �인재육성 �방안을 �익힌다.

3) � �최신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습득을 �

통한 �리더십 �역량을 �향상한다.

1) � �비전과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최적의 �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리더십 �

역량을 �향상한다.

 �

프로그램
·L1-1: �신입의사 �온라인 �직무교육

·L1-2: �신입의사 �입문교육 �

·L1-3: �의국장 �리더십 · L1-4: �보직교수 �리더십

·L1-5: �리더십 �인사이트

· L1-6: �원장단 �리더십 �

평가방법 ·교육 �이수 ·교육 �이수 ·교육 �이수 ·교육 �이수 �

교육대상 ·신입 �의사
·�보직교수 �(의국장, �센터간사, �(실)차장, �

담당교수)
·보직교수 �(진료과장, �센터장, �팀장) ·보직교수 �(원장단)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삼성서울병원 �비전과 �병원 �문화를 �이해하고 �인턴의 �기본역량 �함양을

통해 �병원에 �조기적응 �및 �전략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환자 �중심의 �삼성서울병원 �비전 �및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조직문화를 �

내재화한다.

2. �팀워크를 �통해 �인턴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역할을 �인식한다.

3. �업무 �조기적응을 �위한 �기본 �직무지식을 �습득한다.

교육대상 신입 �인턴

교육기간 2박 �3일 �(합숙) �+ �2일 �(전문, �전산)

교육내용

• �합숙교육 �(2박 �3일)

- �삼성서울병원 �비전

- �PDR �입문과정

- �Our �Team: �팀빌딩을 �통한 �서로 �이해하기

- �You �& �I: �나와 �상대방의 �존중 �및 �배려

- �With �Us: �조직의 �일원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의식

- �DISC �분석: �개인의 �성격을 �진단하고 �상대방을 �이해 �

• �전문교육 �(1일)

- �임상술기 �권한인증 �시스템 �이해

- �안전한 �처방, �동의서 �받는 �법, �파견의사 �역할, �의료법 �등

• �전산교육 �(1일)

- �DARWIN �시스템을 �활용한 �병원 �전산의 �이해 �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2월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Tel: �02-3410-3678 �/ �- �E-mail: �dm613.lee@samsung.com

신입 인턴 입문교육

L1-2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삼성서울병원의 �비전과 �병원 �문화를 �이해하고 �기본 �역량 �함양을 �통해 �

신입 �의사로서 �병원에 �조기적응 �및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환자 �중심의 �삼성서울병의 �비전 �및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조직문화를 �

내재화한다.

2. �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지니고 �각자의 �직무에서 �가져야 �할 �자세와 �

역할을 �인식한다. �

3. �업무 �조기적응을 �위한 �병원의 �시스템 �및 �직무 �지식을 �습득한다.

교육대상 신입 �의사 �

교육기간 6시간 �

교육내용

•전문직무교육 �(8과목)

- � �항암화악요법, �진정관리, �신체억제대 �사용지침, �임상술기 �

권한인증시스템, �암성통증관리, �현장검사기기 �교육,감염관리, �

질 �향상과 �환자안전 �

•특수부서 �소개 �(5과목)

- � �중증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

장기이식센터

•진료지원 �부서 �(9과목)

- � �의무기록팀, �약제부, �사회공헌파트, �SMC �파트너즈 �센터, � �

가정간호팀, �보험심사팀, �영양팀, �의학정보팀, �신문화파트

평가방법 과목별 �온라인 �교육 �이수 교육수료 �기준 교육이수 �100%

교육시기 입사 �후 �3개월 �이내 �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Tel: �02-3410-0629 �/ �- �E-mail: �s0308.kim@samsung.com

신입의사 온라인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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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역량 코스

*�DISC:�Dominance,�Influence,�Steadiness,�Conscientiousness *�PDR:�Patient�&�Doctor�Relationship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삼성서울병원 �비전과 �병원 �문화를 �이해하고 �변화된 �환경에서 �주도적인 �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변화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환자 �중심의 �삼성서울병원 �비전 �및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조직문화를 �

내재화 �한다.

2. �상호존중 �기반 �하에 �팀 �리더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역할을 �인식한다.

3. �업무 �조기적응을 �위한 �병원 �전산시스템을 �이해한다.

교육대상 신입 �레지던트

교육기간 1일 �(집합) �+ �1일 �(전산)

교육내용

• �집합교육 �(1일)

- �삼성서울병원 �비전

- �PDR �입문과정

- �Our �Team: �팀빌딩을 �통한 �서로 �이해하기

- �삼성서울병원 �건강한 �수련문화: �Chief �선배와의 �대화

- �커뮤니케이션 �스킬

- �임상술기 �권한인증 �시스템 �이해, �안전한 �처방 �등

•전산교육 �(1일)

- �DARWIN �시스템을 �활용한 �병원 �전산의 �이해 �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3월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Tel: �02-3410-3678 �/ �- �E-mail: �dm613.lee@samsung.com

신입 레지던트 입문교육

조직 역량  코스   리더십 역량 강화 트랙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삼성서울병원 �핵심가치와 �병원 �문화를 �이해하고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

할 �임상 �및 �연구 �전문성을 �함양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환자 �중심의 �삼성서울병원 �비전 �및 �가치를 �이해하고 �조직문화를 �

내재화 �한다.

2. �전문의로서 �전문성을 �이해하고 �병원 �내 �역할을 �인식한다.

3. �업무 �조기적응을 �위한 �병원 �전산시스템 �이해한다.

교육대상 신입 �임상강사

교육기간 1일 �(집합) �+ �1일 �(전산)

교육내용

• �집합교육 �(1일)

- �삼성서울병원 �비전

- �PDR �입문과정

- �연구진 �전문성 �강화

- �안전한 �처방, �의료법 �등

• �전산교육 �(1일)

- �DARWIN �시스템을 �활용한 �병원 �전산의 �이해 �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2월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Tel: �02-3410-3678

- �E-mail: �dm613.lee@samsung.com

신입 임상강사 입문교육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삼성서울병원 �교수로서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

조직에 �대한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삼성서울병원 �교수로서의 �역할을 �이해한다.

2. �업무 �조기적응을 �위한 �정보를 �습득한다.

교육대상 신입교수

교육기간 2일

교육내용

• �조직이해: �병원전략방향, �인사제도, �연구제도, �교수를 �위한 �법률정보, � �

개인정보보호

• � �자기관리: �교수의 �역할과 �책임, �리더십 �워크숍, �Pride �in �삼성서울병원, �

연수제도

•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워크숍, �네트워킹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3월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인재개발파트

- �Tel: �02-3410-6642

- �E-mail: �nov107.hong@samsung.com

신입 교수 입문교육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보직교수 �간 �소통을 �통해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직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리더십 �실천전략을 �모색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보직교수로서 �필요한 �리더십 �역량을 �향상한다.

2. �보직교수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

교육대상 의국장, �센터간사, �(실)차장, �담당교수

교육시간 4시간

교육내용

• �변화의 �필요성 �공감

• �협업 �(갈등관리, �의사소통)

•동기부여

• �상황대응 �리더십 �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연중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인재개발파트

- �Tel: �02-3410-6642

- �E-mail: �nov107.hong@samsung.com

의국장 리더십

L1- 3

*�PDR:�Patient�&�Doctor�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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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병원의 �리더로서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리더십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리더로서 �부서운영을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을 �습득한다.

2. �의료환경이나 �글로벌 �환경에 �대해 �통찰한다.

교육대상 보직교수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내용
• �특강: �의료환경 �변화, �인문학 �등 �리더십 �이슈 �선정

•스킬 �습득: �면담스킬, �성과관리, �프로젝트 �관리 �등 �필요 �역량 �선정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9월, �11월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인재개발파트

- �Tel: �02-3410-6642

- �E-mail: �nov107.hong@samsung.com

리더십 인사이트

L1-5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비전과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

리더십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보직교수로서 �필요한 �리더십 �역량을 �향상한다.

2. �보직교수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

교육대상 보직교수 �(원장단)

교육시간 8시간

교육내용 •코칭 �또는 �집합교육 �(비전제시, �전략경영, �의사결정 �등)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4~7월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인재개발파트

- �Tel: �02-3410-3095

- �E-mail: �nice.han@samsung.com

원장단 리더십

L1- 6

리더십 역량 강화 트랙 조직 역량  코스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보직교수 �간 �소통을 �통해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직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리더십 �실천전략을 �모색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보직교수로서 �필요한 �리더십 �역량을 �향상한다.

2. �보직교수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

교육대상 보직교수 �(진료과장, �센터장, �팀장)

교육시간 4시간

교육내용

• �소통을 �통한 �변화 �필요성 �공감 �(리더의 �역할) �

• �변화관리 �(성공적 �변화관리 �프로세스)

• �팀워크구축 �(협력적인 �팀워크 �구축방안)

• �인재육성 �(강점 �기반 �인재육성 �방안)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연중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인재개발파트

- �Tel: �02-3410-6642

- �E-mail: �nov107.hong@samsung.com

보직교수 리더십

L1- 4

리더십 역량 강화 트랙 소통 역량  코스   

핵심역량 리더십	역량	강화

코스명 L2	소통	역량	코스

코스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난이도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수준별

목표

(이수	역량)

1) � � �고강도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회복탄력성의 �

기술을 �습득한다.

2) � �SMC �의료인으로서 �전문성 �있는 �용모 �

복장과 �이미지로 �신뢰감을 �줄 �수 �있다.

1) � � �건강한 �공동체 �개념 �및 �상호 �존중의 �

의미와 �방법을 �이해한다.

2) � � �동료, �직종 �간 �갈등을 �예방하고 �

팀워크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

스킬을 �증진한다. �

3) � �PDR(Patient& �Doctor �Relationship)의 �

중요성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의료 �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습득한다.

1) � � �효율적인 �진료를 �위한 �면담 �기술과 �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2) � � �진료과 �상황별 �사례, �어려운 �메시지 �

전달, �내부 �커뮤니케이션 �면담 �기술을 �

습득한다.

1) � �정서적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

스트레스 �디톡스 �기술을 �습득한다.

2) � �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효과적인 �갈등 �

관리 �기술을 �습득한다.

3) � � �환자, �동료와의 �관계 �역량 �향상 �기술을 �

익힌다.

프로그램

·L2-1: �이미지 �메이킹 �특강

·L2-2: �자기조율 �세미나

·L2-3: �회복탄력성

· L2-4: � �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 L2-5: �VIP �맞춤 �응대 �과정

· L2-6: �PDR �1:1 �상담과정

· L2-7: �인턴-간호사 �역지사지 �워크숍

· L2-8: �전공의 �워크숍

· L2-9 �: � �회복적소통 �워크숍 �

(진료과별 �신청)

· L2-10: � �회복적 �갈등관리 �심화과정

·L2-11: �감정코칭 �2급 �전문가 �과정

·L2-12: �감정코칭 �1급 �전문가 �과정

평가방법 ·교육 �이수 ·교육 �이수 ·교육 �이수 ·교육 �이수 �

교육대상

·전직원

 �

·L2-4, �5: �전직원

·L2-6: � �레지던트 �3-4년차, �

신입 �임상조교수

·L2-7: �인턴, �간호사

·L2-8: �레지던트 �2년차

· L2-9 �: �의사직 �(진료과별)

· L2-10: �의사직

·전직원

소통 역량 코스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

목적
병원 �환경에 �맞는 �전문가적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접점에서 �호감과 �

신뢰를 �형성하고, �스스로 �자존감과 �가치를 �향상시킴 �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전문가로서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의 �필요성과 �진정성의 �본질을 �

이해한다.

2. �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헤어스타일, �상황에 �맞는 �용모복장 �등을 �

파악한다.

3. � �나에게 �맞는 �컬러, �메이크업 �등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분석하고 �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병원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교육대상 의사직 �전체 �

교육시간 2시간

교육내용

• �퍼스널 �아이덴티티의 �개념과 �중요성 �

•신뢰받는 �첫인상 �만들기

•이미지 �메이킹 �실습 �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연 �2회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Tel: �02-3410-3170

- �E-mail: �eh.chu@samsung.com �

이미지 메이킹 특강

L2-1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 �고강도 �업무에서 �의사 �자신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

긍정적인 �에너지를 �축적하여 �삼성서울병원의 �건강한 �의료 �문화를 �

구축한다.

• �의사, �환자, �동료 �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고갈을 �미연에 �

방지할 �수 �있도록 �소통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정서적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스트레스 �디톡스 �기술을 �습득한다.

2.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역량을 �증진하는 �회복탄력성 �기술을 �익힌다.

3.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기술을 �익힌다.

4. �효과적인 �갈등 �관리 �기술을 �익힌다.

5. �환자 �및 �동료와의 �관계 �역량 �향상 �기술을 �익힌다.

교육대상 의사직 �전체

교육시간 2시간

교육내용

•감정과 �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조율

•긍정심을 �키우는 �습관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연 �5회 �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Tel: � �02-3410-0450

- �E-mail: �juhea.pack@samsung.com �

자기조율 세미나

L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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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소진과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찾아 �마음의 �근력을 �키우고, �유연성과 �

탄력성을 �강화함으로 �스스로 �회복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회복탄력성의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지속적이거나, �갑작스러운 �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재빠르게 �조율하여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2. � �엠웨이브 �바이오 �피드백을 �훈련하며 �자기조율을 �통해 �감정적 �

중립상태를 �만들고 �직무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3. �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요소들을 �알고 �내면에 �역량을 �재발견하여 �

일상생활에 �에너지로 �적용할 �수 �있다.

3. �긍정적, �지지적 �관계 �맺기를 �통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교육대상 의사직 �전체

교육시간 8시간

교육내용

• �회복탄력성의 �기본 �이론

•에너지 �고갈과 �재충전 �기술

•몸과 �마음의 �정합 �(Coherence)의 �이해

•감정의 �알아차림과 �감사의 �방법 �체득하기

평가방법 출석 교육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연 �4회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Tel: �02-3410-0450 �/ �- �E-mail: �juhea.pack@samsung.co

행복의 에너지, 회복탄력성

L2-3

리더십 역량 강화 트랙 소통 역량 코스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구성원 �갈등 �및 �조직 �내 �문제현상을 �점검하고, �심층 �그룹대화 �(문제해결 �

서클)를 �통해 �상호 �이해와 �관계 �개선, �협업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 �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갈등 �전환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부서 �내 �

조직문화에 �반영할 �수 �있다.

2. � �문제해결서클의 �원칙을 �이해하고 �참여하여, �개인 �의견을 �수평적으로 �

전달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한다. �

3. � �문제 �현상을 �구조적·�문화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

토의한다.

4.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직적·�개인적 �자원과 �노력방안를 �

도출하고 �이를 �실천한다. � � � �

교육대상 의사직

교육시간 3시간

교육내용
 � �• �조직 �내 �갈등 �접근론과 �Issue �공유 �(1시간)

• �문제해결서클(2시간)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연중 �상시 �(진료과 �요청 �또는 �필요 �시)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Tel: �02-3410-0450

- �E-mail: �juhea.pack@samsung.com

회복적소통 워크숍

L2-9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인턴-간호사 �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한 �공동체 �개념 �및 �상호 �

존중의 �의미와 �방법을 �이해하여 �직종 �간 �갈등을 �예방하고 �팀워크를 �

향상시킬 �수 �있다. �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공동체의 �개념과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접근법을 �이해한다. � �

2. � �갈등상황에서 �비난하지 �않고 �문제를 �다루는 �회복적 �질문에 �대해 �

이해하고, �역지사지 �실습을 �통해 �실제 �언어습관에 �적용할 �수 �있다. �

3. � �신뢰서클에서 �수평적 �발언과 �경청하기를 �실습하고, �타인에 �대한 �

이해와 �공감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4. � �서로 �존중을 �약속하는 �실습을 �통해 �존중해주길 �원하는 �행동범위를 �

구체적으로 �교류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5. � �상호 �존중의 �의미와 �행동범위를 �알고 �이를 �실천할 �수있다. �

교육대상 인턴

교육시간 4시간

교육내용

• �이론교육 �(1시간):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공동체의 �개념과 �접근법 �이해

• �신뢰서클 �(2시간): �관계형성 �및 �상호 �이해를 �위한 �서클대화

• �존중의 �약속 �(1시간): �인턴-간호사 �상호 �존중의 �약속 �만들기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5~8월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Tel: �02-3410-0450 �/ �- �E-mail: �juhea.pack@samsung.com

인턴-간호사 역지사지 워크숍

L2-7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진료 �및 �면담 �상황에서 �환자의 �상황과 �심리를 �이해하고, �비언어 �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경험함으로 �적절한 �상황별 �응대방법을 �통해 �

비언어적 �소통역량을 �강화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여정과 �경험 �및 �고객행동을 �이해한다.

2.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효과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

3. � �실제 �병원 �사례를 �영상으로 �분석하며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을 �

파악한다.

4. � �실습을 �통해 �제스쳐, �표정 �등 �다양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현장에서 �

활용할 �수 �있다.

교육대상 의사직 �전체

교육시간 2시간

교육내용

•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환자경험 �및 �행동의 �이해

•접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사례 �실습

평가방법 출석 교육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연 �2회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Tel: �02-3410-3170

- �E-mail: �eh.chu@samsung.com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L2-4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레지던트 �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소통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한 �

수련문화를 �구축하고 �유관 �진료과 �간 �협업 �체계에 �기여할 �수 �있다. � �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 �타 �진료과 �레지던트 �간 �팀빌딩 �활동을 �통해 �상호 �친밀감을 �높이고, �

팀워크의 �중요성을 �체득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2. � �같은 �진료과 �동료 �간 �팀빌딩 �활동을 �통해 �내부 �팀워크를 �향상시킬 �수 �

있다. �

3. � �건강한 �수련문화 �구축을 �위한 �팀 �토의를 �통해 �타 �진료과 �상황과 � �

배경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의사소통을 �위한 �실천방법을 �

도출한다. �

4. � �레지던트 �간 �팀워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토의에서 �도출된 �

실천방법을 �업무 �시 �실행할 �수 �있다.

교육대상 레지던트 �2, �3년차 �(21'년부터 �2년차 �대상 �운영)

교육시간 1박 �2일

교육내용

• �팀빌딩 �(5시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조별 �활동 �(1일차 �

4시간, �2일차 �1시간)

•팀토의 �(3시간): �건강한 �수련문화 �구축을 �위한 �주제별 �그룹 �토의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6/12~13 �(3년차), �9/11~12 �(2년차)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Tel: �02-3410-0450 �/ �- �E-mail: �juhea.pack@samsung.com

전공의 워크숍 

L2-8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병원을 �방문하는 �VIP의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 �전략을 �통해 �전문성 �있고 �

차별화된 �환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세대별 �VIP �의 �특성과 �병원을 �방문하는 �VIP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

이해하고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다.

2. � �신뢰감을 �주는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사례를 �학습하고 �

활용할 �수 �있다.

3. � �환자 �응대 �상황을 �Role �play �하고 �피드백을 �통해 �환자 �경험 �개선에 �

활용할 �수 �있다.

교육대상 의사직 �전체

교육시간 2시간

교육내용

• �VIP �이해하기

•VIP와 �소통하기

•VIP �응대 �골든 �룰

평가방법 출석 교육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연 �2회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Tel: �02-3410-3170 �

- �E-mail: �eh.chu@samsung.com �

VIP 맞춤 응대 과정

L2-5

프로그램

책임자
김형진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차장) �

목적
신입 �임상전임강사의 �외래 �진료상담 �역량 �및 �내부 �소통역량 �강화를 �통해 �

진료상담 �효율화에 �기여하고 �내·�외부 �고객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진료영상 �리뷰를 �통해 �면담 �시의 �언어적·�비언어적 �습관과 �환자에게 �

전달되는 �인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한다.

2. �전문가 �1:1 �컨설팅을 �통해 �면담 �시 �강점과 �보완점을 �파악한다.

3. � �효율적인 �진료를 �위한 �면담기술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진료 �시 �

적용할 �수 �있다. �

4. � �심화 �컨설팅을 �통해 �진료과 �상황별 �사례, �어려운 �메시지 �전달, �

내부 �커뮤니케이션 �면담기술을 �이해하고 �진료 �시 �적용할 �수 �있다. �

교육대상 임상조교수, �레지던트 �3~4년차 � �

교육시간 3시간

교육내용

• �1차 �컨설팅 �(1시간): �진료영상 �촬영 �및 �전문가 �리뷰를 �통한 �기본 �

면담법 �1:1 �컨설팅 �

• �2차 �컨설팅 �(1시간): �진료실 �현장 �코칭 �및 �1차 �컨설팅 �피드백

• �3차 �컨설팅 �(1시간): �심화 �면담법, �내부 �커뮤니케이션, �개인 �이슈에 �

대한 �심층 �컨설팅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4~10월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Tel: �02-3410-0450

- �E-mail: �juhea.pack@samsung.com

PDR 1:1 상담과정

L2-6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갈등 �전환 �훈련을 �통해 �환자 �또는 �직원 �間 �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전문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갈등의 �패러다임과 �갈등전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

이를 �설명할 �수 �있다.

2. �갈등분석 �기법을 �이해하여 �갈등구조와 �쟁점을 �파악할 �수 �있다.

3. � �갈등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립적 �관점과 �조정자 �역량을 � � �

이해하고 �조직 �내 �역할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4. � �갈등 �당사자와의 �대화과정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기법을 �이해하고 �대화 �

훈련을 �통해 �회복적 �상담을 �기획, �적용할 �수 �있다.

5. � �갈등을 �겪는 �구성원들과 �조정 �대화 �시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고 � �

시나리오 �훈련을 �통해 �기획, �적용할 �수 �있다.

교육대상 의사직 �

교육시간 16hr �

교육내용
• �1강 �(8H): �갈등전환의 �이해와 �갈등분석 �훈련

•2강 �(8H): �갈등전환 �및 �상담을 �위한 �의사소통 �및 �중립 �훈련

평가방법 출석 교육수료 �기준 교육시간 �이수

교육시기
(상반기) �4/17, �5/8

(하반기) �10/23, �11/6 �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Tel: �02-3410-0450

- �E-mail: �juhea.pack@samsung.com

회복적 갈등관리 심화과정 

L2-10

리더십 역량 강화 트랙 소통 역량  코스   



56��|� |��57�

*�PDR:�Patient�&�Doctor�Relationship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감정코칭의 �개념과 �대화법을 �이해하고, �병원 �내 �다양한 �상황에서 �

자기조율 �및 �관계조율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초감정과 �자기조율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2. � �긍정적 �관계를 �위한 �대화방법과 �감정코칭 �5단계를 �알고 �적용할 �수 �

있다.

3. � �나와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수용 �및 �경청하는 �연습을 �통해 �

공감과 �소통을 �배울 �수 �있다.

4. � �10초 �감정코칭, �감정응급처치법을 �통해 �병원상황에서 �환자 �및 �

직원에게 �감정코칭을 �대화를 �적용할 �수 �있다.

교육대상 임상조교수 �이상

교육시간 64시간

교육내용

•감정 �알아차림과 �대화법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조율

•감정코칭 �5단계

•10초 �감정코칭

•감정응급 �처치법

평가방법 출석 교육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상반기 �(5월~8월)

하반기 �(9월~12월)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Tel: �02-3410-3170 �/ �- �E-mail: �eh.chu@samsung.com

감정코칭 2급 전문가 과정

L2-11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특수한 �상황 �(응급상황 �등)에서 �감정코칭과 �자기조율을 �직접 �적용하고, �

타인에게 �교육 �및 �전파 �할 �수 �있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환자 �및 �직원에게 �진정성 �있는 �공감과 �경청을 �통해 �감정코칭 �및 �

감정조율을 �할 �수 �있다.

2. � �응급상황, �상실의 �상황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진정시키고 �감정조율 �

할 �수 �있다.

3. � �자기 �진정 �및 �스트레스 �관리, �감정코칭 �대화법을 �전달하고, �

교육할 �수 �있다. �

교육대상 감정코칭 �2급 �전문가 �과정 �수료자 �

교육시간 64시간

교육내용

•트라우마와 �감정

•애도, �상실과 �감정

•애착, �애착손상과 �감정

•임신 �출산과 �감정

•관계 �갈등과 �감정

•응급감정조치법 �(EFA)

평가방법 출석 교육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2월~5월 �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Tel: �02-3410-3170 �/ �- �E-mail: �eh.chu@samsung.com

감정코칭 1급 전문가 과정

L2-12

리더십 역량 강화 트랙 소통 역량 코스

핵심역량 리더십	역량	강화

코스명 	L3	글로벌	역량	코스

코스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난이도 Level 2 Level 3

수준별

목표

(이수	역량)

1) �외국인 �환자 �진료 �및 �응대에 �필요한 �기본 �영어 �표현을 �익힌다.

2) � �개인별 �언어 �능력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영어 �학습 �방법을 �이해한다.

1) � �전문가 �수준의 �영어 �발표를 �할 �수 �있다.

2) �영어 �발표 �스킬 �평가에 �모두 �통과 �할 �수 �있다.

프로그램 · L3-1: �1:1 �Medical �English �과정
·L3-2: �Medical �Presentation �기본과정 �

·L3-3: �Medical �Presentation �고급과정 �

평가방법 ·교육 �이수 ·교육 �이수

교육대상 레지던트 임상강사, �임상조교수 �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2016년 �시행된 �교육인재개발실장과의 �간담회에서 �영어 �과정에 �대한 �

요구가 �높음에 �따라 �영어 �발표 �과정을 �개설하여 �삼성서울병원 �교수로서 �

수준 �높은 �학회 �발표 �능력을 �향상한다. �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전문가 �수준으로 �영어 �발표를 �할 �수 �있다. �

2. �발표 �스킬 �평가에 �모두 �통과를 �할 �수 �있다.

교육대상 임상강사, �임상조교수 �

교육시간 12시간 �(주 �1회, �12주)

교육내용

• �1~12 �세션 �구성

- �세션별 �영어 �발표 �스킬 �향상을 �위한 �단계별 �교육

•주요 �내용

- �Building �/ �opening �/ �developing �/ �closing �presentation

- �Enhancing �/ �delivering �/ �organizing �presentation

- �개인별 �피드백

평가방법
발표 �스킬 �관련

열 �가지 �항목 �평가
교육 �수료 �기준 80% �이상 �출석

교육시기 연 �1회 �(상반기) �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 �Tel: �02-3410-3678

- �E-mail: �dm613.lee@samsung.com �

Medical Presentation 기본과정

L3-2

글로벌 역량 코스

리더십 역량 강화 트랙 글로벌 역량 코스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외국인 �환자 �증가에 �따라 �진료 �현장에서 �원활한 �진료 �및 �의사소통을 �

위해 �1:1 �원어민 �영어과정을 �개설하여 �각 �진료과 �현장에 �필요한 �맞춤 �

영어과정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외국인 �환자 �진료 �및 �응대에 �필요한 �기본 �영어 �표현을 �익힌다.

2. � �외국인 �환자 �진료 �상황에 �마주쳤을 �때 �언어에 �대한 �자신감을 �

고취시킨다.

3. � �개인별 �언어 �능력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영어 �학습 �

방법을 �이해한다.

교육대상 레지던트

교육시간 총 �7.5시간 �(인당 �30분, �총 �15회)

교육내용

• � �1~15 �세션 �구성

- �세션별 �외국인 �환자 �진료를 �위한 �단계별 �교육

• � �주요 �내용

- �Orientation, �level �test

- �Practical �English �in �medical �situations

- �Final �oral �test �& �overall �review

평가방법
Oral �test �2회

(수업 �시작, �종료)
교육 �수료 �기준 80% �이상 �출석

교육시기 상반기 �(4~6월), �하반기 �(9~11월)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 �Tel: �02-3410-3678

- �E-mail: �dm613.lee@samsung.com

  1:1 Medical English 과정

L3-1



58��|� |��59�

프로그램

책임자
이주흥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장)

목적
효과적인 �영어 �발표 �기술 �습득을 �통한 �의료진의 �수준 �높은 �학회발표 �

능력 �및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목표

(기대효과)

1. � �타인의 �영어발표 �스킬을 �교정해 �줄 �수 �있다.

2. �영어 �발표를 �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

교육대상 임상강사, �임상조교수 �(영어발표 �경험자)

교육시간 10hr �(주 �1회, �10주 �과정)

교육내용

•주요 �내용

- �Solve �problems �of �individual �PT

- �In �depth �at �slides/visuals

- �Detailed �skills �for �Q&A

평가방법 발표 �시연 교육수료 �기준 80% �이상 �출석

교육시기 연 �1회 �실시 �(하반기)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 �Tel: �02-3410-3678

- �E-mail: �dm613.lee@samsung.com

  Medical Presentation 고급과정

L3-3

리더십 역량 강화 트랙 글로벌 역량 코스 리더십 역량 강화 트랙 의사윤리 역량 코스  

핵심역량 리더십	역량	강화

코스명 L4	의사윤리	역량	코스

코스

책임자
김형진	교수	(교육인재개발실차장)

난이도 통        합

수준별

목표

(이수	역량)

1) � �의료윤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2) �각 �진료과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을 �이해하고 �올바른 �대처방법을 �습득한다.

프로그램 · L4-1: �임상윤리 �과정 �(Clinical �Ethics)

평가방법 ·교육 �이수

교육대상 ·의사직 �전체

프로그램

책임자
진료과 �교육담당교수 �

목적
의사로서의 �올바른 �윤리관 �정립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

갈등상황에서 �현명한 �사고와 �판단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한다.

교육목표

(기대효과)

1. �의료윤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

2. � �각 �진료과에서 �발생하는 �죽음, �출생, �환자관계, �첨단과학, �연구 �관련 �

윤리적 �갈등상황을 �이해하고 �올바른 �대처방법을 �습득한다.

교육대상 의사직 �전체

교육시간 총 �6시간

교육내용

•각 �진료과에서 �아래의 �주제를 �포함하는 �사례별 �컨퍼런스를 �연중 �실시

- �의료윤리의 �기본개념

- �죽음과 �관련된 �윤리

- �출생과 �관련된 �윤리

- �의사 �환자 �관계 �윤리

- �첨단과학과 �관련된 �윤리

- �연구윤리

평가방법 출석 교육 �수료 �기준 교육 �이수

교육시기 진료과별 �연중 �실시

교육비 원내: �전액 �병원 �지원

문의

임상교육파트 �

- �Tel: �02-3410-3678

- �E-mail: �dm613.lee@samsung.com

  임상윤리과정 (Clinical Ethics)

  L4-1

의사윤리 역량 코스



임상시뮬레이션�교육�Lab

최소침습수술�교육�Lab

S-Track�교육신청�(DARWIN)�방법

SMC�Anymed�모바일�교육�안내�

SMC S-Track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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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뮬레이션 
교육 Lab

소개

임상시뮬레이션�교육�Lab은�원·내외�의료인과�학생,�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시뮬레이션과�임상술기�교육을�위한�공간으로�

연간�7,000여�명의�교육생들이�이용하고�있습니다.

시설	/	장비

미숙아,�유아,�소아,�성인에�이르기까지�다양한�종류의�

시뮬레이터를�보유하고�있어�전�생애주기에�걸친�시뮬레이션�

과정을�개발하여�교육에�적용하고�있습니다.�또한�각종�술기교육�

모형을�보유하고�있어,�대상자들의�필요에�따라�다양한�술기교육�

과정을�개발하여�맞춤형�교육을�제공하고�있습니다.�교육을�

원하는�교육생은�언제든지�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교육운영

삼성서울병원에서�처음�근무를�시작하는�인턴,�레지던트,�임상�

강사들을�위해�삼성서울병원�임상술기�매뉴얼을�발간하여�매년�

신입의사들에게�제공하고�있습니다.�또한�단계별�임상술기�

교육과정�제공을�통해�환자안전과�의료진의�임상역량�강화를�

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중환자실�근무를�처음�시작하는�

의사들을�위한�연수강좌와�술기�워크숍,�기도응급상황�

시뮬레이션�교육,�중증관리를�위한�전문술기�교육,�Difficult�

Airway�Provider,�ECMO�교육과정�운영을�통해�중환자�진료�

영역의�교육에�앞장서고�있습니다.

국내�최초로�신입의사�대상으로�N95�호흡기�교육과�정량적�fit�

test를�실시하여�호흡기�감염으로부터�의료진�보호에�힘쓰고�

있으며,�감염병�전담인력을�위한�전문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상시뮬레이션	교육	Lab에서는

•�현장실무에�도움이�되는�실질적인�임상술기�교육

•�환자안전과�의료진의�술기�역량�강화

•�현장의�필요성을�반영한�교육과정�개발과�운영

시뮬레이션�전문인력이�언제든지�도움이�될�수�있도록�준비하고�

있으며,�각�분야의�전문가들과의�협력을�통하여�교육의�질과�

전문성을�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ECMO:�Extra-Corporeal�Membrane�Oxygenation

Information 최소침습수술 교육 Lab   

최소침습수술
교육 Lab

최신	설비와	장비

최소침습수술�교육�Lab은�수술술기�교육을�위한�공간으로��

실험동물연구센터�시설을�이용하고�있습니다.

최신�pendant�system이�장착된�수술실과�복강경�장비를�구비하고�있으며,

교육을�위한�현미경이�구비된�수술실도�갖추고�있습니다.

또한�복/흉강경�수술의�기초를�익히기�위한�box�trainer와�virtual�reality�simulator를�보유하고�있고,�미세문합�

교육을�위한�미세수술�기구와�두경부�수술술기�교육을�위한�드릴과�기구도�갖추고�있습니다.

수술실은�회의실과�라이브�중계가�가능하도록�설계되어�있어�교육에�활용되고�있습니다.

실험동물연구센터	지원	인력

Animal�lab1)을�위한�동물�준비�시,�국제인증�(AAALAC)2)�을�받은�실험동물연구센터의�마취전문�수의사,�기술사의�

마취지원을�받아�교육훈련에�필요한�실험동물을�준비하고�있습니다.�또한�기타�동물과�관련된�해부적�지식,�적절한�

동물의�선택�등�동물을�이용한�교육에�필요한�자문도�받고�있습니다.

교육운영

교육의�모든�과정은�교육운영팀의�수술전문�인력에�의해�운영되며,�

교육에�필요한�다양한�콘텐츠를�보유·�활용하고�있습니다.�교육의�

진도�확인,�피드백,�교육�프로그램�개선,�교육�기획·�신설�등�

전반적인�교육과정을�진료과와�교육운영팀이�긴밀하게�협의하여�

진행하고�있습니다.�

1)���Animal�lab은�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아�진행하게�됩니다.
2)��AAALAC:�The�Association�for�Assessment�and�Accreditation�of�Laboratory�Animal�Care�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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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ck

교육신청 (DARWIN) 방법

S-Track	교육신청	방법

❶�DARWIN�로그인

❷�‘원내공통’�→�‘나의�정보’�→��‘교육과정�수강신청’�클릭

❸�왼쪽�상단�‘신청가능�교육’에서�희망�교육�프로그램�선택

❹��오른쪽�상단�‘교육과정별�차수’에서�희망하는�날짜�선택�후�

‘교육신청’

❺�하단�‘My�교육이력’에서�신청�확인

❺

❷

❸

❹

Information S-Track 교육신청 (DARWIN) 방법 Information SMC Anymed 모바일 교육 안내  

SMC Anymed

모바일 교육 안내

소개

삼성서울병원은�집합교육�외에�병원의�필수교육�또는�각�부서에서�실시되는�선택교육을�시간과�장소에

구애없이�자기주도로�학습할�수�있는�모바일�교육�앱�SMC�Anymed를�운영하고�있습니다.�

SMC	Anymed	수강방법

1. 접속방법

•� 스마트폰�web�페이지�및�PC에�http://www.smcedu.co.kr�입력�후�접속�또는�앱�다운로드�후�접속�

•� 모바일�APP�설치�방법

-�모바일웹�브라우저에�아래�URL�입력�(또는�QR�코드�스캔)�후�설치

2. DARWIN ID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3. 교육수강 (각 동영상 제목 아래 수강이수 조건 확인)

-�필수교육:�나의�강의실�바로가기�→�교육리스트�내�과정명�클릭�후�수강

-�선택교육:�의사교육�→�진료역량/연구역량�탭�중�선택�→�원하는�과정명�클릭�→�수강신청버튼�클릭�후�수강

4. 나의 강의실 → 수강이력에서 최종이수 여부 확인 

※ 문의�

•로그인�및�이용관련�오류�신고:�임상교육파트�(02-3410-3094)

•교육�관련�세부�문의:�각�교육�담당자�(교육과정�내�기재)

Android

www.smcedu.co.kr / front/andrAnymed.do

URL�입력�전�핸드폰�설정�>�보안카테고리에서�출처를�알수�없는�

앱·활성화��→��URL�입력��→��자동�다운로드�시작

IOS

www.smcedu.co.kr / UPLOAD/IOS/Anymed.html

URL�입력�후�화면에�앱�설치하기�클릭��→��설정�>�일반�>�기기관리�>�

Samsung�Medical�Center를�신뢰함�활성화��→��자동�다운로드�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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