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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표자

소속기관

코드

주제

제목

대상

정지하

서울아산병원

PR005 환자안전

환자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안과 Speak & Listen UP활동

최우수상

백애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PR006 환자안전

중환자실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 관리

우수

김영미

광명성애병원

PR001 간호업무개선

린기법을 이용한 퇴원간호업무 프로세스 개선

우수

조진선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PR002 간호업무개선

마취업무의 표준화 및 개선활동

우수

박민현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PR003 진료지원업무개선

지참약 관리 프로세스 개선

우수

정상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PR004 진료지원업무개선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체 관리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개선활동

우수

이요한

부산대학교병원

PR007 간호업무개선

IPA기법을 통한 비부가가치 간호활동의 전략적 개선활동

우수

이은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PR020 간호업무개선

정확한 중환자실 처치수가 발행 및 보험심사 개선을 통한 수익 증대

우수

장나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PR025 간호업무개선

갑상선 내분비 암 수술 후 표준화 된 운동 교육 자료 개발 및 적용

우수

최경아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PR033 간호업무개선

일반병동 재원중인 섬망환자 관리체계구축

우수

조경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PR044 간호업무개선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를 통한 진료 재료의 표준화

우수

장희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PR050 간호업무개선

정맥주사 심화교육을 통한 신규간호사 정맥주사 정확도 향상

우수

김수정

국군홍천병원

PR058 고객만족도향상

환자여정관리를 통한 환자경험 질 향상

우수

김정희

가족사랑요양병원

PR067 고객만족도향상

환자 음식 만족도를 높이자.

우수

홍민희

전라북도군산의료원

PR074 고객만족도향상

임종돌봄 프로토콜 적용을 통한 내외부 고객 만족도 증진

우수

지은주

전북대학교병원

PR081 고객만족도향상

중환자실 고객경험 기반 간호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간호신뢰 및 공감도 향상

우수

유명진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PR086 고객만족도향상

서비스디자인 적용을 통한 입원 경험 개선

우수

옥현영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PR090 임상질지표

호흡기계 관리활동을 통한 SICU 48시간 이내 재입실율 감소

우수

이글라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PR097 진료과정개선

입원 환자의 연속진료와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을 위한 가정주치의 제도 도입

우수

박은영

대항병원

PR107 진료지원 업무개선

PACS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우수

김수민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PR118 진료지원 업무개선

FMEA기법을 통한 영상의학검사 지연요인 해결방안

우수

강설회

CHA의과학대학교 구미차병원

PR120 진료지원 업무개선

단순 흉부검사 전 준비 개선을 통한 대기시간 단축 방안

우수

박선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PR131 진료표준화

직결장암에서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의 개발 및 병원에서의 체계적 적용

우수

오영아

아주대학교병원

PR142 질향상질관리

검체 정보 전달 개선을 통한 검체오류 감소 및 내부 만족도 향상

우수

권경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PR154 질향상질관리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을 통한 영상의학 특수검사별 검사정보안내 process확립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PR159 질향상질관리

실전에서 사용가능한 - 전산장애 대응시스템 구축

우수

와타나베미세라

우수

허주선

CHA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PR163 행정지원 업무개선

법정감염병 신고율 향상 활동

우수

윤영애

건국대학교병원

PR177 환자교육

대장내시경 장정결도 향상 활동

우수

강지연

서울대학교병원

PR182 환자안전

우리 아이 지키는 안전지표 향상과 환경 개선

우수

권은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PR190 환자안전

안전한 마취기기 사용을 위한 관리 활동

우수

추은진

CHA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PR204 환자안전

외래 환자의 정확한 환자확인 수행률 향상

우수

배슬기

서울아산병원

PR206 환자안전

환자이동 중 line 관리를 위한 FMEA

우수

김수경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PR213 환자안전

FMEA 활동을 통한 조제오류 개선

우수

김애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PR222 환자안전

장시간 수술환자의 압박욕창 예방활동

우수

이혜련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PR242 진료지원업무개선

연하장애환자 치료식이 프로토콜 개발

우수

박소라

서울특별시서남병원

PR249 간호업무개선

SBAR 적용을 통한 의사소통 개선활동

우수

서주미

광명성애병원

PR257 질향상 질관리

기관 내 삽관 환자의 의사소통 불편감 감소 활동

우수

설재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PR266 환자안전

혈액배양검사에서 오염균 검출률 감소를 위한 관리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