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질향상학회
수

신 기관장님

참

조 QI 담당자

제

목 환자안전전담자 보수교육 참가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2019년도 봄연수교육‘환자안전 전담자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가. 과

목

음 -

명: 환자안전 전담자 보수교육

나. 인원, 참가 비: 180명, 9만원
다. 일

시: 2019.04.11, 10시~17시

라. 장

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마. 사전등록 기간: 2019.03.11 10시 ~ 03.15 15시 (5일간, 선착순마감)
바. 교육신청 방법: 대한병원협회 온라인교육센터(https://el.kha.or.kr/)

첨부 1. 환자안전전담자 보수교육 안내사항 1부.
2. 환자안전전담자 보수교육 프로그램 1부. 끝

한 국 의 료 질 향 상 학 회 장
담당 양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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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이상일
접수일자

우 03087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217 토투밸리 1012호

http://www.kosqua.net

전화 : 02-6390-7555

E-mail: kosqua1994@daum.net

첨부 1.

환자안전전담자 보수교육 안내사항
일시: 2019. 4. 11(목) /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사전등록 일시: 2019. 3. 11(월) 오전 10시 ~ 3. 15(금) 오후 3시 *선착순 마감
사전등록 url : https://el.kha.or.kr/Main/Index.nm (대한병원협회 온라인교육센터)
입금 계좌정보: 등록비(9만원), 우리은행 1005-401-615847 (예금주: 한국의료질향상학회)

■ 필독사항
1. 보수평점: 입/퇴실시 시간작성 및 자필서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작성시 불인정).
* 교육시간을 엄수(10~17시) 해주시기 바랍니다(지각 및 조퇴자는 불인정).
* 평점 관련 상세문의는 대한병원협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전등록 완료는 등록비 입금까지 완료된 상태로 기간 내 미입금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환불규정
1) 사전등록 기간(3.11-15): 전액 환불
2) 교육 2주전(3.27 까지): 전액 환불
3) 교육 1주전(4.3 까지): 수수료 50%를 제외한 금액
4) 4월 3일 부터이후: 환불 불가
4. 이수증: 온라인교육센터에서 직접 출력하시면 됩니다.
5. 영수증: 온라인교육센터에서 직접 출력하시되,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kosqua1994@daum.net)으로 직접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메일발송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6. 중식은 쿠폰으로 제공되며, 현장에서 안내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

환자안전전담자 보수교육 프로그램
일시: 2019. 4. 11(목) /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시간

과목명

강사

10:00-11:00

3주기 인증으로 본 환자안전시스템:
보고, 분석, 개선활동, 주의경보 등

김현아
삼성서울병원 QI실 팀장

11:00-12:00

진료영역 환자안전 : 신속대응팀 개요와 적용 사례

이순행
서울아산병원 PI팀 팀장

12:00-13:00

IT 기반 약물오류방지: BPOC, DUR, 인퓨전펌프 등

김아정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파트장

13:00-14:00

점 심 시 간

14:00-15:00

환자안전 영역의 위험관리 개요 및 적용 사례

김윤숙
건국대학교병원 적정진료팀 팀장

15:00-17:00

TeamSTEPPS 개요 및 적용 사례

박태준
숭실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