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1. 2017 봄 학 술 대 회 프 로 그 램
일시: 2017. 6. 9 (금)
장소: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

시간

10:00-10:40
(40분)

내용
기조강연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전망
좌장: 오병희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장,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교수
강의: 김 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심포지엄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의 질
좌장: 이왕준 /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부회장, 명지병원 이사장

10:40-12:20
(100분)

▶발표(각 30분)
1. 대한민국 의료전달 체계와 한계점
2. 바람직한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방향

신현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박진식 /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병원장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토론
1. 조현호 /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2. 김상기 / 라포르시안 편집국 부국장
3. 박은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12:20-12:30

정기총회

12:30-13:30

점심식사

13:50-15:20
(90분)

주제강연
감염과 환자안전
좌장: 손정일 / 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센터 본부장

심포지엄
질 평가를 평가한다Ⅱ(의료기관 인증제도)
좌장: 염호기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장

▶발표(각 30분)
1. 우리나라 병원감염의 현황
: 최정실 / 가천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발표(각 25분)
1. 국내외 의료기관 인증제의 비교
: 이운규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정책개발팀 팀장
2. 우리나라 의료기관 인증제의 한계와 문제점
: 김양중 / 한겨레신문 기자

2. 병원 감염관리 정책 변화
: 엄중식 /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3. 감염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유소연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감염관리실 팀장

15:20-15:30

▶토론(각10분)
1. 정연이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실장
2. 이주호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3. 박진식 /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4. 김주형 /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의무이사
쉬는 시간

주제강연
보호자 없는 병원 가능한가?
좌장: 천자혜 / 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팀 팀장
▶발표(각 30분)
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의료의 질
: 고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 단장
15:30-17:00
(90분)

2.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실제
: 이수연 / 인하대병원 간호본부장
3.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제한점과 개선방안
: 유선주 /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심포지엄
환자안전법 시행 후 무엇이 달라졌나?
좌장: 이상일 / 울산대학교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발표(각 25분)
1. 국가 환자안전 종합계획
: 정은영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2. 보고학습시스템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 서희정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환자안전팀 팀장
▶토론(각10분)
1. 박진식 /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병원장
2. 김효선 / 한국QI간호사회 부회장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QI팀 팀장
3.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4. 조동찬 / SBS 의학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