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Simulation Operating Training

시뮬레이션 교육자 역량 강화를 위한 ‘Simulation Operating Training’ 교육이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육 일시 : 제3차 - 2014. 12. 16(화), 제4차 – 12. 17(수) 09:00~18:00
2. 교육일정
시간

내용

09:00~09:30

접수

09:30~09:50

Components in the Instructor Mode User Interface

09:50~10:20

Scenario Editor icon description

10:20~10:30

Break

10:30~12:50

장소
Debriefing Room 1

Scenario Algorithm Review
& SimMan 3G Programing I <IICP>

12:50~13:50

Lunch

11층 University Club

14:00~14:50

Simulator from Box to Bed Trouble Shooting

Debriefing Room 1

14:50~15:00

Break

15:00~16:10

Scenario Algorithm Review
& SimMan 3G Programing II <PVC>

16:10~16:20

Break

16:20~17:20

Operating

17:30~18:00

Debriefing, Action Plan

ER/ICU

3. 강사진
제3차 : 노영숙, 하은호(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김미강(Educational Service Specialist)
제4차 : 이윤경, 임은주(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김은영(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4. 교육장소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SPRING Center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102관(R&D 센터) 7층 (오시는 길 : 뒷페이지 참조)
5. 등록
1) 등록비 : 15만원 (우리은행 1005-202-460312, 예금주 : 중앙대학교)
2) 등록방법 :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jinaword@cau.ac.kr)을 통해 등록
3) 등록마감 : 2014.12.19(금)각 차수별 선착순 15명
등록비는 교육신청 확인메일을 받으신 후 입금하세요!
4) 등록문의 : 02-820-6386


등록 취소시 유의사항
-

15일 전 취소 :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 환불

-

7일 전 취소 : 30% 차감 후 환불

-

3일 전 취소 : 50% 차감 후 환불

-

과정 시작 전 2일 이내의 취소나 무단 불참 시는 환불 불가

6. 주관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Laerdal Medical Korea

<버스>
지선버스 5511 (서울대 → 중앙대), 5517 (서울대 → 중앙대), 5524 (신림8동 → 중대입구)
5529 (삼막사거리 → 중앙대), 6411 (구로동 → 개포동)
간선버스 151 (우의동 → 중앙대), 360 (송파 → 여의도), 361 (고덕동 → 영등포),
362 (오금동 → 여의도), 363 (송파 → 여의도), 640 (신월동 → 삼성역),
642 (방화동 → 고속터미널), 462 (성남 → 영등포)
광역버스 9408 (분당 → 영등포)
마을버스 동작01 (달마사 → 수산시장), 동작10 (신동아아파트 → 절고개)
공항버스 600 (잠실 → 인천공항)

<지하철>
9호선 흑석(중앙대입구)역 4번 출구 → 도보 10분 거리
7호선 상도역 5번출구 → 도보 10분거리 또는 학교 셔틀버스/마을버스 동작01 이용가능
1호선 노량진역 1번 출구 → 셔틀버스 마을버스 동작01 이용 15분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