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안내

행사장안내

사전등록은 온라인으로만 가능 http://ksmed.bcloud.co.kr

행사장안내 (예약은 이메일로 받습니다.)

사전 등록 마감 : 4월 1일(금) ~ 5월 6일(금)

※ 객실 예약은 의학교육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내려받기 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호텔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셔야 합니다.
(객실 안내는 The K Hotel (Seoul)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등록비는 온라인입금,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은 등록비 결제 확인 후 완료됩니다.
입금계좌 : 우체국 010793-01-007781 / 예금주 : 한국의학교육학회
문의 : 02-2261-2290

학술대회 / 워크숍 등록비
구 분

그동안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실
송파/잠
3호선
양재역 9번출구

학술대회
사전등록

현장등록

교수, 일반

150,000원

180,000원

비전임교원, 행정직원

60,000원

안녕하십니까?
의학교육에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강남

초대의 글

담당자 : 권창숙 지배인
전 화 : 02-571-8100 / E-mail : reservation@thek-hotel.co.kr

서초구청

사당동

서초구민회관
셔틀버스타는곳

예술의전당

80,000원

전공의

10,000원

의대생

무 료

공영주차장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셔틀버스타는곳

구 분

제32차 의학교육학술대회는 2016년 5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학생 중심의 의학교
육 (Students in Medical Education)” 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의대생 지원하기 그리고 학생 참여하기”라는 세 분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
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집단 토론의 장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술대회는 모든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현장등록

정회원

200,000원

250,000원

비회원

300,000원

350,000원

구 분

자유공모 워크숍(1일 과정)
사전등록

현장등록

교수, 일반

100,000원

120,000원

비전임교원, 행정직원

40,000원

50,000원

※ 비전임은 각 의과대학 교실, 연구실 등에 소속된 조교, 대학원생 및 연구원으로 한정(강사는 제외)

성의를 다해 준비한 학술대회 잔치에 부디 많은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유익
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선생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
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학교육학회 회 장 이 정 애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강 대 희

※ 워크숍 신청은 학술대회 등록자만 가능하며, 정원은 선착순 30명으로 제한합니다.

• 환불규정: 사전등록 마감일이전 전액 환불
사전등록 마감일이후 반액 환불
학술대회 당일 환불 불가

장
꽃시
양재

온라인 등록 문의처: 02) 2261-2290

드
브랜
하이

THE K Hotel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TEL : 02-571-8100 / FAX : 02-571-7055
http://thek-hotel.co.kr

양재

I.C

동
가락

트코
코스
과천

화물터미널

2016년 5월 26일(목)~5월 28일(토)
The-K Hotel (Seoul)
연수교육 평점: 26일(목) - 2점 / 27일(금) - 6점 / 28일(토) - 3점

교통안내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 5번 출구 건너편 공영주차장 앞 셔틀버스 이용
3호선 양재역 - 9번 출구 서초구민회관 앞 셔틀버스 이용

버 스

간선버스(파랑) - 405A, 045B, 408, 421, 140, 470, 441
마을 버스 - 08

공항버스

6500번
인천공항 플랫폼 5A, 11B 승차
호텔 출발 07:00 / 11:00 / 15:00 / 19:00
공항 출발 09:20 / 13:20 / 17:20 / 21:20

제32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사무국
전화: 070) 8839-6206, FAX: 02) 747-6206

윤봉길의사 기념관

KT연구소

산
부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서 고민하시고 계시는 문제와 경험들을 함께 토론하고 해결하는

사전등록

출구
5번 센터
T
A

성남

이번 학술대회의 심포지엄은 의학교육을 학생 측면에서 조명해 보는 “의대생 이해하기,

의학교육 아카데미 워크숍(2일 과정)

주최 :
주관 :
후원 :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DAY - 0
18:00-21:00

2016년 5월 25일(수)

의학교육 아카데미 (Pre-conference Workshop)

심포지엄 1

의대생 이해하기 (Who & What are Medical Students?)
15:40-17:20

노혜린 (인제대)
① Educational Evaluation and Assessment 해금B
이영환 (영남대), 허예라 (건양대)
② Medical Professionalism 비 파

시상식
17:20-17:40

DAY - 1
08:30-12:30

2016년 5월 26일(목)

• 학술적 관점
• 학생 관점
• 교수 관점

윤소정 (부산대)

13:30-14:20

14:20-14:40

2016년 5월 27일(금)

③ 동영상 맘대로 주무르기 (멀티미디어 문항 만들기)

08:00-08:50

등 록

개회식

가야금AB

14:00-14:30

개회사: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사회: 윤태영 (경희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심포지엄 2

기조강연 1
14:30-15:20

가야금AB

좌장: 정명현 (건양대)

Hugging or Helping: The Importance of Resilience in
Student Personal Development

Coffee Break

가야금AB

ASPIRE-to-excellence Award as Student Engagement

15:00-16:50

동강C

동강B

동강A

의학교육 평가인증, WFME 기준으로 바뀝니다.
사회 : 윤태영 (경희대)

10:40-11:0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금강A

의사국가시험 컴퓨터화시험 도입 추진 현황
배은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오리엔테이션

좌장 : 안규윤 (전남대)

① 학생참여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선우성 (울산대), 안영준 (조선대)

11:00-11:30

② 학생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시킬 것 인가?

의대생 지원 프로그램 우수 사례 발표

③ 학생참여 어디까지 하게 할 것 인가?

① 충북대학교
② 연세대학교
③ 중앙대학교
④ 계명대학교

④ 학생참여 정착화를 위한 행정적,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가?

김미경 (중앙대)

한국의학교육학회 총회

금강A

우수 연제 시상: 구연부문, 포스터부문

김 선 (가톨릭대), 권오영 (경희대)
박귀화 (가천대), 윤태영 (경희대)

11:30-12:00

폐회식

13:00-16:00

자유공모 워크숍 (Post-conference Workshop)

금강A

김병수 (고려대), 이영환 (영남대)

•조별발표
•질의 응답

10:00-10:30

KAMC 학생지원사업

10:30-10:50

질의 응답

자유연제

10:50-11:10

Coffee Break

17:00-18:00

공존과 상생의 사회-하나의 소박한 꿈인가?

1. 한국의학교육학회 - 의학교육지원단(MERCI)
학생중심교육 구현하기

분임토의

09:20-10:00

11:10-12:00

09:00-10:30

진행 : 노혜린 (인제대)

Trudie Roberts (Leeds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UK)

정은경 (전남대)

④ 영어논문 쉽게 쓰기

자유연제 1

해금B

좌장 : 허 선 (한림대)

자유연제 2

비 파

좌장 : 허예라 (건양대)

좌장: 안덕선 (고려대)

자유연제 3

대 금

좌장 : 박경신 (가톨릭대)

박순영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자유연제 4

해금A

좌장 : 정은경 (전남대)

Trudie Roberts (Leeds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UK)

15:20-15:40

심포지엄 3

좌장 : ATM Emdadul Haque (University Kuala Lumpur)

기관주관 프로그램

3. 한국의학교육평가원

14:40-15:00

비 파

가야금AB

동강B

Hidden Curriculum

국내 의과대학의 의대생 지원 현황

성천기념강좌

좌장 : 정욱진 (가천대)

동강A

2.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09:00-09:20

대한의학회 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자유연제 5

자유연제 6 (English)

Coffee Break

의대생 지원하기 (How to Support Medical Students)

축 사: 대한의사협회 회장

자유연제

좌장 : 이경수 (성균관대)

A “new wave” for medical education in Japan:
Integrated cross-specialty training beginning with first-year
case-based medical interview OSCE

2016년 5월 28일(토)

학생 참여시키기 (Students Engagement in Medical Education)

해금B

가야금AB

가야금AB

Hitoshi Hasegawa (Akit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Japan)

사회 : 장혜원 (성균관대)

13:30-14:00

비 파

08:00-08:50

• 인당의학교육대상
• 한곡의학교육학술상 (교육부문, 연구부문)
• KJME 최우수 심사위원상
• 올해의 논문상

Innovations in Medical Education (IME)

가야금AB 출입문 앞 로비

• 포스터 발표 및 심사 가야금AB 로비 복도
• 한국의학교육학회 이사회 해금B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회

기조강연 2

IME I
IME Ⅱ

DAY - 3

포시즌

이건호 (대구가톨릭대)

가야금AB

DAY - 2

강영준 (제주대)

찬

정성수 (충남대)

자유공모 워크숍 (Pre-conference Workshop)
해금A

오

12:00-13:30

의학교육 아카데미 (Pre-conference Workshop)
노혜린 (인제대)
① Educational Evaluation and Assessment 해금B
이영환 (영남대), 허예라 (건양대)
② Medical Professionalism 비 파

08:30-11:30

좌장 : 김동운 (충북대)

가야금AB

동강A

김 선 (가톨릭대)

⑤ 절대평가에서의 최신 준거설정방법 및 경험 소개

동강B

박장희 (이화여대)

⑥ PBL 토론이 달라졌어요! (PBL 논증강화전략 워크숍)

동강C

윤보영 (인제대)

※ 개최 지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후원으로 진행되었던 만찬은 올해부터 시행하지 않습니다.
※ 상기 프로그램은 추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2차 의학교육학술대회
http://ksmed.bcloud.co.kr

의학교육 아카데미
Academy of Medical Educators
(AME)

한국의학교육학회는 2015년도부터 의학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의학교육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의학교육 아카데미는 4개
의 과정으로 구성되며, 모든 과정 수료 시 의학교육 전문가 자격
증이 수여됩니다. 의학교육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의학교육학회
의학교육 아카데미 워크숍

2016년 5월 25일(수)~5월 26일(목)
The-K Hotel (Seoul) 해금B, 비파

교육과정
• Curriculum Development: 최신 동향, 교육 과정의 개발 절차,
성과바탕 교육 등
• Teaching & Learning Method: 교수법, 소집단학습 등

• Medical Professionalism: 의사소통, 직업윤리, 리더십 등

이번 학술대회 Pre-conference workshop은 의학교육
아카데미 과정으로 운영되며, 전체 4개 과정 중 2개의 과
정이 개설됩니다. 각 과정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므로, 한
개의 과정만 선택 가능합니다.

교육시간

운영 안내

• 총 28시간

구 분

일 정

장 소

등 록

5월 25일(수) 17:00~17:30

비파

식사 및 오리엔테이션

5월 25일(수) 17:30~18:00

비파

Educational
Evaluation &
Assessment

5월 25일(수) 18:00~21:00
5월 26일(목) 08:30~12:30

해금B

Medical
Professionalism

5월 25일(수) 18:00~21:00
5월 26일(목) 08:30~12:30

비파

• Educational Evaluation: 교육평가, 문항개발, CBT 등

과정별 7시간 (워크숍 6시간, 세미나 1시간)

교육비(과정별)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정회원

200,000원

250,000원

비회원

300,000원

350,000원

의학교육 아카데미 과정은 2일 모두 참석하셔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평가

프로페셔널리즘

Educational Evaluation and Assessment

Medical Professionalism

1

5월 25일(수) / 5월 26일(목)

Pre-conference
workshop

해금B

2

Pre-conference
workshop

5월 25일(수) / 5월 26일(목)

비파

강사진

강사진

노혜린 | 인제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이영환 | 영남의대 의료인문학교실 교수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이사

한국의학교육학회 교육정보이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박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심장학 및 의료인문학교실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외과전공의 수료 외과전문의

시드니대학교 VELiM(Values, Ethics and Law in Medicine)센터 연수

서울대학교병원 간담췌외과전임의 수료 간담췌외과전문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위원으로 활동하
였으며, 문항개발, 실기시험 사례개발, 현장평가, 포트폴리오 등 평가
전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
가능한 평가방법을 구체적이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워크숍이 될 것입
니다.

허예라 | 건양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한국의학교육학회 간행간사 및 부편집장
연세대학교 교육과정 및 방법 박사(학위논문: Medical Professionalism),
건양의대 ‘FLEX Mentoring I, II’ 및 ‘리더십 & 프로페셔널리즘’ 강의 책임교수

과정목표

과정목표
① 교육평가의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그 개념을 학생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② 학습성과에 근거하여 학생평가를 기획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

①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즘의 역사와 기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의 5가지 핵심요소를
선별할 수 있다.
③ 선별한 핵심요소를 주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③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채점과 성적산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과정일정

과정일정
2016. 5. 25(수)

1일차: 교육평가의 개념

① 평가의 이론과 개념
② 좋은 평가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중심으로
③ 지식, 술기, 태도의 평가

2016. 5. 26(목)

2일차: 교육평가의 실제

① 다양한 평가방법들: 교실평가, 포트폴리오평가, 현장평가,
컴퓨터기반평가, 면접평가 등 채점과 성적체계

2016. 5. 25(수)

1일차: 프로페셔널리즘 이해하기

① 프로페셔널리즘의 역사와 개념 이해
② 프로페셔널리즘 핵심요소 선정
③ 프로페셔널리즘 교육프로그램 개발 I

2016. 5. 26(목)

2일차: 프로페셔널리즘 적용해보기

① 프로페셔널리즘 vignettes: What if scenarios
② 프로페셔널리즘 교육 프로그램 개발 II

http://ksmed.bcloud.co.kr

동영상 맘대로 주무르기
멀티미디어문항만들기

제32차 의학교육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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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smed.bcloud.co.kr

2016년 5월 26일(목)

Pre-conference
workshop

해금A

자유공모 워크숍

자유공모 워크숍

강사진
강영준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교실
정진우 |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교수

프로그램

신태용 | 분당재생병원 응급의학과

목표 및 일정
① 동영상 촬영의 고수가 되기

구 분

일 정

장 소

동영상 맘대로 주무르기

5월 26일(목) 08:30~11:30

해금A

영어논문 쉽게 쓰기

5월 28일(토) 13:00~16:00

동강A

5월 28일(토) 13:00~16:00

동강B

5월 28일(토) 13:00~16:00

동강C

② 동영상을 원하는 대로 편집하기
③ 동영상을 교육에 활용하기
시간

08:30 ~ 09:00
09:00 ~ 09:45
09:45 ~ 11:00
11:00 ~ 11:30

절대평가에서의 최신 준거설정
내용

동영상 포멧의 이해
핸드폰/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기
동영상 편집하기(파워디렉터)

방법 및 경험 소개
PBL 토론이 달라졌어요! (PBL
논증강화전략 워크숍)

동영상 활용하기

참가대상
•수업에 멀티미디어를 보여주고 싶으신 교수님

교육시간
• 과정별 3시간

2016년 5월 26일(목) / 5월 28일(토)
The-K Hotel (Seoul) 해금A, 동강A, 동강B, 동강C

•학생평가에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고 싶으신 교수님

교육비(과정별)
안내사항
동영상 편집은 파워디렉터12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컴퓨터는 지참하고 오셔야 하며 프로그램 설치는 메일을 통해 사
전 설치하고 오셔야 합니다.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교수, 일반

100,000원

120,000원

비전임교원, 행정직원

40,000원

50,000원

제32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사무국
전화: 070) 8839-6206, FAX: 02) 747-6206

온라인 등록 문의처: 02) 2261-2290

영어논문 쉽게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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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8일(토)

Post-conference
workshop

동강A

절대평가에서의 최신
준거설정방법 및 경험 소개
5

Post-conference
workshop

2016년 5월 28일(토)

동강B

PBL 토론이 달라졌어요!
PBL 논증강화전략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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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conference
workshop

2016년 5월 28일(토)

동강C

강사진

강사진

강사진

김 선 | KJME Editor in chief, 가톨릭의대 의학교육학과

박장희 |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육측정 및 평가 박사

Ike Choi | 미) The University of Georgia, 학습공학 부교수

허 선 | JEEHP Editor in chief, KJME Deputy editor

안덕선 | 연세의대 생리학교실, 연세의대 교육평가위원회 위원장

이종태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장, 예방의학 교수

임미경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개발실, 교육측정 및 평가 박사

윤보영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부교수

한림의대 기생충학교실 & 의학교육연구소

허예라 | KJME / JEEHP Associate editor
건양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김나진 | 가톨릭의대 마스터센터, 교육측정 및 평가 박사
이영주 | 명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교육측정 및 평가 박사

정희경 | Manuscript editor / 인포루미 공동대표

학습성과 및 일정
① 절대평가의 개념 및 최신 준거설정방법의 예를 2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목표 및 일정
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영어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준거설정방법 중 1가지 이상 수행할 수 있다.

② 오류와 표절 없이 참고 문헌을 인용할 수 있다

③ 대학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③ 목표 저널에 맞추어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④ 논문을 게재하기까지 저자로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시간

13:00 ~ 13:10
13:10 ~ 14:10
14:10 ~ 14:30
14:30 ~ 14:50
14:50 ~ 15:20
15:20 ~ 16:00

내용
소개 및 일정 안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영어논문 쓰기
Common errors by Korean authors

시간

내용

13:00 ~ 13:05
13:05 ~ 13:15

워크숍 안내, 강사소개

13:15 ~ 13:45

지필평가에서 준거설정방법 소개 및 실습
- Modified Angoff, Ebel

13:45 ~ 13:50

휴식

절대평가와 준거설정 개요, 최근경향

14:20 ~ 14:50

술기평가에서 준거설정방법 소개 및 실습
- Contrast group method,
Borderline group method
다양한 평가방법을 고려한 준거설정방법 소개 및 실습
- Body of Work, Hofstee

14:50 ~ 15:00

휴식

참가대상

15:00 ~ 15:30

의과대학 준거설정 도입 경험 (통합교육 및 임상실습)
- Modified Ebel, Two-step standard setting

•지금보다 영어 논문을 쉽게 잘 쓰고 싶으신 분

15:30 ~15:50
15:50 ~ 16:00

연세의대 절대평가제도 도입 경험

Coffee break
참고문헌 정확히 인용하기 (표절과 크로스 체크)
심사/편집위원은 내 논문을 어떻게 읽을까?

•영어 논문을 잘 쓴 것 같은데 투고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 분

13:50 ~ 14:20

종합 토의

노트북 없이 수강이 가능하지만 간단한 실습을 겸하므로 노트북을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목표 및 일정
당신은 학생들이 PBL에서 좀 더 의미있는 토론과 학습했으면 하
는 아쉬움이 있지 않는가? 본 워크숍은 이러한 아쉬움을 효과적으
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논증력 강화전략을 소개한다. 인제의
대 PBL 교육과정 팀과 조지아대 학습공학 연구팀이 지난 4년간의
연구와 실험으로 개발한 논증능력 강화전략은 한국의 독특한 학습
문화를 기반으로 가설연역적 사고와 증거기반 논증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학습 및 토론 전략이다.

•구체적 목표
① 논증력 강화전략의 내용과 이론적 배경 이해
② PBL에서 논증력 강화전략 적용 경험
③ 논증력 강화전략을 학생과 튜터들에게 훈련할 수 있는 능력 습득
시간

13:00 ~ 13:10
13:10 ~ 13:30
13:30 ~ 13:45
13:45 ~ 14:00
14:00 ~ 15:00
15:00 ~ 15:30
15:30 ~ 16:00

내용
워크숍 개요 및 소개
한국의대에서 PBL 적용의 한계와 대안 (강의, 토론)
PBL과 가설연역적 사고 (강의, 토론)
논증의 구조와 가설연역적 사고 (강의, 토론)
PBL을 위한 논증강화 전략의 이해와 실습 (실습, 토론)
논증강화 전략 적용의 효과성과 한계점 (토론)
질의 및 응답

참가대상
•학교에서 PBL 과정을 운영하시는 분
•교육현장에서 PBL을 적용했을 때 생각만큼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PBL의 tutoring session에 이루어지는 토론을 의미있게 이끌
고 싶으신 튜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