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MCIREM Provider & Instructor Hospital Course 교육생 모집

I. 소개의 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대한화학손상연구회의 이사장 신희준입니다.
저희 대한화학손상연구회 (KRSCI, https://krscikr.modoo.at )는 2021년 7월 대한응급의학회 정식 산하 단
체로 인준받고 현재 자체 개발한 화학 재난 대비 및 대응 교육 프로그램인 Chemical - Mass Casualty
Incident Response Education Module (C-MCIRE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C-MCIREM Provider Hospital Course 프로그램은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구조사, 및 병원 행정 직원
을 교육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본 교육은 2022년 1월 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응
급의학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정식 교육 과정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본 C-MCIREM Provider 과정을 이
수하시면 5점의 전공의 크레딧이 발행이 되며 전문의 시험을 위한 워크숍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대한응급의학회의 정식 산하 연구 단체이기 때문에 그외의 직역군을 위해서도 기타 교육 연수 평점의
발행도 가능한 교육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C – MCIREM은 “대한화학손상연구회 ( KRSCI, https://krscikr.modoo.at/ )”에서 현장 응급 의료 종사자
와 보건 의료 인력에게 화학 사고로 인한 재난 의료 대응을 교육하기 위해 개발한 통합 화학 재난 의
료 대비 및 대응 교육 프로그램 입니다. 이론 교육과 시나리오 기반의 도상 훈련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또한

기초

과정인 C-MCIREM Provider 과정과 심화(강사) 과정인 C-

MCIREM Instructor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정들은 병원 단계인 Hospital Course와
현장 단계인 Field Course로 나뉘어 있습니다. 교육 사진은 홈페이지 KRSCI Info 섹션의 Edu Picture
( https://krscikr.modoo.at/?link=2t1tpulw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수료로 인정받은 분에게는 교육 이후 자격증을 발부해드립니다. 당일 Provider 과정을 이수하시
면 Provider 자격증은 발부해 드리오나 3개월 이후 f/u 테스트에 응답하셔야 Instructor 과정을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 Instructor 등의 자세한 자격과 인증에 관한 사항은 KRSCI 홈페이지의 “CMCIREM Edu” Section의 Accreditation (인증) 안내 ( https://krscikr.modoo.at/?link=7m79kaxq ) 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MCIREM 프로그램의 교육 효용성을 입증한 pilot study가 CEEM과 같이 Emerging SCI급이며
Pubmed 검색이 되는 국제 학술지인 CUREUS에 게제 되어 잠재적으로 그 교육 효용성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 https://www.cureus.com/articles/70599-evaluating-the-effectiveness-of-the-chemical-masscasualty-incident-response-education-module-c-mcirem-a-pilot-simulation-study-with-a-before-andafter-design ). 더불어 국제적으로도 그 교육 효용성을 인정 받고 교육을 세계로 확장 하기 위해
지금도 교안의 국제화 작업과 후속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C-MCIREM 프로그램은 단순히 화학 재난만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존의 한국형 재난
의료지원 (KDLS) Field (F)과정과 Hospital (H)과정을 기본적으로 아울러 다루고 있으며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화학 재난 상황을 더해 독성 중독에 대한 독성학 처치와 재난 대응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특수 대응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본 C-MCIREM 교육은 교육생들에게 특수 재난인 화학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함으로써 자
신감과 지식 수준의 향상을 포함하는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 시킵니다. 더불어 의사, 간호사, 구조사,
행정직, 보건직 공무원, 소방 구급대, 및 기타 각 직역에 맞는 리더십을 개발하며 재난 의료 대비 및
대응에 대한 팀 어프로치를 교육하고 도상 훈련으로 반복 실습을 통해 그 역량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디브리핑 코멘트와 수치로 평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피드백을 시행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C-MCIREM 교육은 실제로는 기존의 외상 기반의 conventional disaster 대응과 더불어
특수 재난인 CBRNE 중 C에 해당하는 Chemical disaster와 같은 unconventional disaster를 다루고 있
으므로 재난 의료 대응 교육의 total package와 같은 교육임을 소개해 드리며 관심 있는 여러분의 적
극적인 교육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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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육생 모집 공지
가. 교육내용과 시간표:
가) C-MCIREM Provider Hospital Course
(단, 하기의 교육 시간표는 전체 오프라인 교육 기준입니다. COVID – 19 Pandemic의 유행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변동 사항을 교육생들에게 공지 드리겠습
니다.)

나) C-MCIREM Instructor Hospital Course
(단, 하기의 교육 시간표는 전체 오프라인 교육 기준입니다. COVID – 19 Pandemic의 유행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변동 사항을 교육생들에게 공지 드리겠습
니다.)

나. 교육 인원:
가) C-MCIREM Provider Hospital Course
총 40명 (선착순, 교육 회차 당 20명 정원, 회차 당 최소 교육 인원 12명)
* 회차 당 교육 정원이 초과된 경우는 교육생과 협의 하에 사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차 당 교육 정원이 미달된 경우는 교육 취소 및 환불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가) 참가 자격: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구조사, 및 병원 행정 직원
(나) 교 육 비: 25만원 (교육생 1인 기준)
(다) 일 시 및 장소: 회차 별 7시간 과정으로 총 2회 교육
회차

일시 및 장소

교육생 정원

비고

1 회차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9 am – 17 pm

20명

최소 정원

경기도 부천시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향설건물 지하 2층
권역 교육실 & 권역 회의실

12명

2 회차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9 am – 17 pm

20명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대병원 응급의학과

최소 정원
12명

회의실
나) C-MCIREM Instructor Hospital Course
총 40명 (선착순, 교육 회차 당 20명 정원, 회차 당 최소 교육 인원 10명)
* 회차 당 교육 정원이 초과된 경우는 교육생과 협의 하에 사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차 당 교육 정원이 미달된 경우는 교육 취소 및 환불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 C-MCIREM Provider Hospital Course 수료 이후 3개월 이후 f/u 테스트에 회신한 교육생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료하셨으나 3개월 이후 f/u 테스트를 못치신 분들은 신희준 이사장 이메일
( iamrocker@hanmail.net ) 으로 연락 주시면 테스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회신 이후 Instructor 접수
진행 됩니다.

(가) 참가 자격: 의사 전문의 면허증, 간호사 면허증, 1급 응급 구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
함 (단, 소방 등 국가직 공무원은 제외)

(나) 교 육 비: 30만원 (교육생 1인 기준)
(다) 일 시 및 장소: 회차 별 7시간 과정으로 총 2회 교육
회차

일시 및 장소

교육생 정원

비고

1 회차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9 am – 17 pm

20명

최소 정원

경기도 부천시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12명

향설건물 지하 2층
권역 교육실 & 권역 회의실
2 회차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9 am – 17 pm

20명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대병원 응급의학과

최소 정원
12명

회의실
다. 인 증: 교육 종료 이후 대한화학손상연구회 KRSCI에서 C-MCIREM Provider &
Instructor Hospital Course 자격증 발급
※ 인증 관련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KRSCI 홈페이지의 “C-MCIREM Edu” Section의
Accreditation (인증) 안내 ( https://krscikr.modoo.at/?link=7m79kaxq ) 를 참조

라. 입금 계좌: 신한은행 110-459-540130 신희준(이사장, 대한화학손상연구회 통장)
마. 신청 및 입금 기한: 2022년 4월 20일(수) 까지
바. 신청링크:
(가) C-MCIREM Provider Hospital Course ( https://forms.gle/ddZkFBKiY8pYwtdw7 )

(나) C-MCIREM Instructor Hospital Course ( https://forms.gle/y6aQC8uAZftgxJFY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