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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루브 인터내셔널(Improve International)
소동물외과 인증의 과정(GPCert(SAS))
아시아 유일 ISVPS 인증의 자격 취득 과정 한국어 프로그램
한국 수의사를 위한 임프루브 인터내셔널 GP인증의 소동물외과과정 

   PROGRESS THROUGH LEARNING



              과정소개

              강의장소

약 2년 동안 미국수의외과전문의, 유럽수의외과전문의로부터 22번의 이론 및 카데바 실습 수업(모듈)
을 받게 됩니다. 일본, 중국에 이어 아시아 국가 3번째로 한국에 프로그램이 런칭됩니다(한국어 동시통역 
제공). 이론 강의는 서울에서, 실습 강의는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됩니다.

1년 차에는 연부조직 수술에 집중합니다. 8개의 모듈을 통해 위장관 수술, 비뇨생식기 수술, 귀 수술, 
상부호흡기 수술을 다룹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모듈은 하루종일 진행되는 실습 과정입니다. 실습을 통해 
이론 교육을 보완합니다.

2년차에는 정형 신경외과 수술에 집중합니다. 6개의 모듈과 4개의 실습 모듈을 통해 관절 수술, 골절 회복 
수술, 골 이식, 외고정, 척추수술을 배우게 됩니다.

모듈 교육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교육이 제공됩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모듈 강의 
자료, 질문, 관련 논문 등의 추가 자료를 볼 수 있으며, 이론 및 실습 교육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데바 교육 시에는 수의사 2명당 1개의 카데바가 제공되며, 소수 정예로 진행되는 교육인만큼 참가한 
수의사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과정 수료 이후에는 ISVPS의 GP인증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ISVPS GP 자격은 일반 수의사와 
전문의 사이의 ‘인증의’ 정도의 평가를 받으며, 유럽은 물론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이론 교육    비브라운코리아 사무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13층)

• 카데바 실습 교육   일본 오사카 WAHA 실습실



교육 일정(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모듈 1(이론강의) - 한국 2019년 9월 22일(일)    

Surgical assepsis and basic operative. Techniques - wound and wound healing 
강사 : Pieter Nelissen (CertSAS,DipECVS MRCVS)

    모듈 2(이론강의) - 한국 2019년 9월 23일(월)    

Surgical oncology and reconstructive surgery 
강사 : Pieter Nelissen (CertSAS,DipECVS MRCVS)

    모듈 3(이론강의) - 한국 2019년 11월 19일(화)   

Surgery of the upper airways; Laryngeal and tracheal surgery 
강사 : Alasdair Hotston Moore (MA VetMB CertSAC CertVR CertSAS MRCVS)

    모듈 4(이론강의) - 한국 2019년 11월 20일(수)    

Oral and pharyngeal surgery. The ear 
강사 : Alasdair Hotston Moore (MA VetMB CertSAC CertVR CertSAS MRCVS)

    모듈 5(실습강의) - 일본 2020년 2월 4일(화)   

Reconstructive surgery (practical) 
강사 : Pieter Nelissen (CertSAS,DipECVS MRCVS) 

    모듈 6(실습강의) - 일본 2020년 2월 5일(수)    

Head and neck surgery (practical) 
강사 : Pieter Nelissen (CertSAS,DipECVS MRCVS)



   모듈 7(이론강의) - 한국 2020년 3월 24일(화)   

Gastrointestinal surgery I 
강사 : Jean-Philippe Billet (Dr.vét. Cert SAS ECVS MRCVS)

   모듈 8(이론강의) - 한국 2020년 3월 25일(수)   

Gastrointestinal surgery II 
강사 : Jean-Philippe Billet (Dr.vét. Cert SAS ECVS MRCVS)

   모듈 9(이론강의) - 한국 2020년 6월 23일(화)   

Urinary and reproductive tract surgery 
강사 : Eric Monnet (DVM, PhD, FAHA, DACVS, DECVS)

   모듈 10(이론강의) - 한국 2020년 6월 24일(수)   

Thoracic surgery 
강사 : Eric Monnet (DVM, PhD, FAHA, DACVS, DECVS)

   모듈 11(실습강의) - 일본 2020년 8월 25일(화)   

Gastrointestinal and urinary tract surgery (practical) 
강사 : Eric Monnet (DVM, PhD, FAHA, DACVS, DECVS)

   모듈 12(실습강의) - 일본 2020년 8월 26일(수)   

Thoracic surgery (practical) 
강사 : Eric Monnet (DVM, PhD, FAHA, DACVS, DECVS)

   모듈 13(이론강의) - 한국 2020년 10월 13일(화)   

Orthopaedics I - Decision making in fracture repair 
강사 : Ulrich Rytz (Dr. med. vet., Dipl ECVS)

   모듈 14(이론강의) - 한국 2020년 10월 14일(수)   

Orthopaedics II - Complications of fracture repair 
강사 : Ulrich Rytz (Dr. med. vet., Dipl ECVS)



   모듈 15(이론강의) - 한국 2020년 12월 8일(화)   

Orthopaedics III - The forelimb 
강사 : Hannes Bergmann (Dr. med. vet., Dipl ECVS, MRCVS)

   모듈 16(이론강의) - 한국 2020년 12월 9일(수)   

Orthopaedics IV - The hindlimb 
강사 : Hannes Bergmann (Dr. med. vet., Dipl ECVS, MRCVS)

   모듈 17(실습강의) - 일본 2021년 1월 19일(화)   

Internal and External skeletal fixation (practical) 
강사 : Ulrich Rytz (Dr. med. vet., Dipl ECVS)

   모듈 18(실습강의) - 일본 2021년 1월 20일(수)   

Joint and fracture surgery in the forelimb (practical) 
강사 : Ulrich Rytz (Dr. med. vet., Dipl ECVS)

   모듈 19(실습강의) - 일본 2021년 1월 21일(목)   

Joint and fracture surgery in the hindlimb (practical) 
강사 : Ulrich Rytz (Dr. med. vet., Dipl ECVS)

   모듈 20(이론강의) - 일본 2021년 3월 16일(화)   

Spinal surgery I 
강사 : Bianca Hettlich (PD Dr. med. vet, Dipl ACVS)

   모듈 21(이론강의) - 일본 2021년 3월 17일(수)   

Spinal surgery II 
강사 : Bianca Hettlich (PD Dr. med. vet, Dipl ACVS)

   모듈 22(실습강의) - 일본 2021년 3월 18일(목)   

Spinal surgery (practical) 
강사 : Bianca Hettlich (PD Dr. med. vet, Dipl ACVS)



1. 에릭모네(Dr. Eric Monnet)
 » 콜로라도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소동물외과)
 » 교과서 편집자(Disease Mechanisms in Small Animal Surgery,  

Small Animal Soft Tissue Surgery)
 » 미국수의외과전문의(DACVS), 유럽수의외과전문의(DECVS)

2. 피터 넬리슨(Pieter Nelissen) - 첫 번째/두 번째 모듈 강사
 » 독일 이차동물병원(Tierklinik Haar) 소동물외과 과장
 » 영국왕립수의외과학회원(MRCVS)
 » 유럽수의외과전문의(DECVS)

주요강사소개
Introduction to the trainer



ISPVS(International School of Veterinary Postgraduate Studies) 
2003년 설립된 수의사 평생교육기관. 총 30개의 GP(General Practitioner) 과정을 운영 중이며, 유럽에서 1천 명 이
상의 수의사가 ISVSP GP인증의 자격을 취득했다. 미국, 아시아, 남미 등에서 교육 참가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의 WAHA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의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

임프루브 인터내셔널(Improve International)
세계에서 가장 큰 수의사 평생 교육 기관. 영국에서 1998
년 출범했으며, 수의사들을 위해 수의사들이 운영하는 
기관이다. 500명 이상의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20개국에서 매년 1,200일이 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 3만 명 이상의 수의사
가 교육에 참여했다. 일본의 WAHA가 임프루브 인터내
셔널 아시아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1989년 한국소동물임상연구회로 출범한 국내 반려동
물 임상수의사를 대표하는 단체. 올해(2019년)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일본 WAHA와 손을 잡고 아시아에
서 세 번째로 ISVPS 인증의 자격 프로그램을 런칭한다.

관련기관소개
Introduction to institutions



   금액   

  ●  현금 : 2200만원(부가세 포함)                     ●  계좌번호 : 국민 468001-01-097543
  ●  카드 : 2300만원(부가세 포함)                     ●  카드결제 : 문의(02-522-4722)

*8월 23일(금)까지 24명 입금순으로 선착마감합니다.
*일본 실습 강의 참가(총 4번)시 추가 비용 발생(호텔비, 항공비, 교통비 등)
*KAHA 회원의 경우, 일본 실습 강의 시 소정의 경비 지원

   참가 인원   

20~24명(실습 강의시 수의사 2명당 1개의 카데바가 제공되므로, 참가 인원이 최대 24명으로 제한
됩니다. 20명 미만 신청시 프로그램 런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   

1. 과정 시작 후 중도에 과정을 그만두더라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2. 등록한 뒤 8일 이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됩니다.
3. 과정 시작 30일 전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취소 수수료 20%).
4. 이론모듈의 80%, 실습모듈의 100% 출석해야 ISVPS 인증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각 이론 모듈 전후에 퀴즈(pre module test, post module test)에 참여해야 합니다(온라인)
6. 이론강의, 실습강의 모두 필기만 가능하며, 녹음/사진촬영/영상촬영은 전부 금지됩니다.
7. 수업자료, 수업영상, 실습영상, 기타 자료는 모두 e-learning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수료 이후에도 3년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8. 코스 수료 이후 ISVPS 인증의(GPCert) 자격 시험에 응시할 때 약 100만원 정도의 시험 참가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시험에 참가할 수의사는 시험 응시 6개월 전까지 ISVPS 기준에 따른 Case 
Re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현재 진행하는 기초과정을 수강, 이수해야만 추후 심화과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10. 시험은 총 100문제가 출제됩니다.
11. 실습 교육시 참가자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WAHA/KAHA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의해주세요.

신청링크
(https://forms.gle/MJ33rYhTSR3KEeGr6) 
*신청 후 8일 내에 입금(or 카드결제)해야 합니다.

한국어 홈페이지
https://www.improveinternational.jp/kr/

기타문의   02-522-4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