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연수교육 프로그램
일정: 9월 13-14일 (목,금) /
일자

장소: 코엑스 hall E
9. 13 (1일차)

강의장(정원)

9. 14 (2일차)

hall E1 (300)

A1. 3주기 의료기관 인증

B3. 환자안전과 위험관리

hall E5 (150)

-

B2. 경영자 QI과정

hall E6 (150)

A2. 환자안전 전담자 보수교육

B1. QI전담자 심화과정

▣ 1 일차
A1. 3주기 의료기관인증
시간

세부주제

강사

09:00-10:00

3주기 의료기관 인증 변화 방향

정연이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실장

10:00-11:00

안전보장 활동과 질향상(성과관리)

김현아 /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교육연수이사
삼성서울병원 QI실 팀장

11:00-12:00

의약품관리

나양숙 /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차장

12:00-13:00

점 심 시 간

13:00-14:00

감염관리

최지연 / 중앙대학교병원 감염관리팀 팀장

14:00-15:00

진료체계

송미라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의무기록팀 팀장

15:00-16:00

수술/마취/진정 관리

오미나 / 신촌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실 파트장

16:00-17:00

시설안전관리

배우현 / 아주대학교병원 적정진료관리실 계장

A2. 환자안전전담자 보수교육
시간

세부주제

강사

적신호 사건의 공유와 분석 및 개선활동
09:30-10:30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과 환자안전정보의 환류

서희정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팀 팀장

10:30-11:30

FMEA 개념

신정애 / 인하대학교병원 가치혁신팀 팀장

11:30-13:00

FMEA 사례

송명희 / 신촌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실 파트장

13:00-14:30

점 심 시 간

14:30-15:.30

RCA 개요

김소연 / 서울성모병원 PI팀 팀장

15:30-17:00

RCA 사례

박선경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QI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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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차
B1. QI전담자 심화과정
시간

세부주제

강사

QI활동과 성과관리
곽미정 /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교육연수위원

09:00-10:00

성공적인 QI활동 운영 체계(전담자로서)

10:00-11:00

진료과 중심의 임상지표 관리

여상근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영혁신팀 팀장

11:00-12:00

부서 중심의 성과 지표 관리

김효선 / 의정부성모병원 QI팀 팀장

12:00-13:00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적정진료관리팀 팀장

점 심 시 간

Lean 활동과 진료지침의 방법론적 접근
정유삼 /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교육연수이사

13:00-14:00

Lean 활동과 사례

14:00-16:00

Clinical pathway. Why and How!

16:00-17:00

CPG WHY and HOW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박문성 /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학술위원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윤숙 /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교육연수이사
건국대학교병원 적정진료팀 파트장

B2. 경영자 QI과정
시간

세부주제

강사

우리병원이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09:00-10:00

: 위기 사례를 통해 본 병원의 사회심리적대응

김 호 / 더랩에이치 대표

방안에 대한 탐구
10:00-11:00
11:00-12:00

조민우 /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총무이사
울산대학교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프로그램을 이용한 근본원인 분석
의료인공지능 바로보기: 의료질향상 관점에서
생각하는 기회와 위기

12:00-13:00

박성호 /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점 심 시 간

13:00-14:00

의료질평가지원금 현황과 과제

강희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4:00-15:00

환자안전사례 소통하기

송

15:00-16:00

병원의 지표결과 공개하기

김지수 /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교육연수위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영혁신실 실장

16:00-17:00

디지털헬스케어와 의료서비스 혁신

신재원 / 모바일닥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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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교수

B3. 환자안전과 위험관리
시간

세부주제

강사

09:00-10:00

투약오류 관리

김민지 / 대전성모병원 QI팀 팀장

10:00-11:00

수술/시술 오류 관리

이수진 / 부산대학교병원 적정관리팀 팀장

11:00-12:00

자살 및 자해 예방

남윤영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12:00~13:00

점 심 시 간

13:00-14:00

의료기관의 위험관리와 재난관리체계

김성화 / 삼성서울병원 위기대응PI팀 파트장

14:00-15:00

시설 위험관리

박인영 / 강남세브란스병원 QPS파트 파트장

15:00-16:00

감염 위험사정

최정화 / 건국대학교병원 감염관리팀 팀장

16:00-17:00

환자안전 위험관리

정명숙 /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교육연수위원
아주대학교병원 적정진료관리실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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