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봄 학 술 대 회 프 로 그 램
일시: 2018. 6. 8 (금) 10:00-17:00

/

장소: 코엑스 오디토리움(그랜드볼룸3층)

시간
10:00
-10:40
(40분)

내용
기조강연
“건강보험 정책과 의료의 질: 문재인 케어의 이해”
좌장: 이상일 / 학회장,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강의: 김용익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의장

오디토리움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의 질

10:40
-12:10
(90분)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평가한다Ⅲ-중소병원

▶발제
1. NICU 의료의 질 문제점과 해결방안
장윤실 /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2. Quality Care in NICU
박문성 /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발제
1. 중소병원 의료질 현황과 문제점
박진식 /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이사장
2. 중소병원의 현황과 문제점
임 준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토론
1. 은병욱 / 을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2. 민태원 / 국민일보 의학전문기자
강의장

3. 병원 의료의 질 현황과 방안
박춘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개발부 부장

오디토리움

컨퍼런스룸203

12:10
-13:30

점심식사

13:30
-13:50

정기총회

강의장

오디토리움

13:50
-15:20
(90분)

연명의료법 무엇이 문제인가?

병원 내 낙상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발제
1. 급성기 병동에서의 생애 마지막시기
돌봄 현실과 나아갈 길
김대균 /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2. 노령화사회와 연명의료결정법(요양병원의 입장)
가 혁 / 인천은혜요양병원 진료원장
3. 새로운 임종문화
허대석 / 서울대학교병원 윤리위원회 위원장

▶발제
1. 낙상현황 및 낙상위험도 평가도구의 종류와 장단점
박성희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토론
1. 박준동 /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2. 병원에서의 낙상 예방활동 성공적 사례
김현아 / 삼성서울병원 QPS 팀장
▶토론
1. 이인덕 / 서남병원 간호부장, 병원간호사회 감사
2. 김효선 / 한국QI간호사회 부회장
3. 소윤례 /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간호팀장

2. 박미라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과장
강의장

오디토리움

컨퍼런스룸203
쉬는 시간

간호사 조직내 괴롭힘
▶발제
1. 간호사의 조직 내 괴롭힘 현황 및 원인
강지연 /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15:30
-17:00
(90분)

2.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의 문제점, 환자안전 및
질에 미치는 영향
박광옥 / 순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토론
1. 곽월희 /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2. 한수옥 / 중앙대학교병원 간호행정팀 팀장
3. 유명순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강의장

오디토리움

병원 화재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발제
1. 최근 병원 화재 사고례에 대한 고찰
신성식 / 중앙일보 전문기자
2. 병원 화재의 위험성과 극복방안
이종충 / 소방청 화재예방기획 계장
3. 병원 화재의 예방 및 극복 방안
김장경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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