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봄 학 술 대 회 프 로 그 램
일시: 2019. 6. 19(수) 10:00-17:00
장소: 코엑스 오디토리움
시간

내용
기조강연
“의료 안전의 '건강' 가꾸기”

10:00-10:40
(40분)

좌장: 이상일 / 학회장,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강의: 윤완철 /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공학과 교수, 레질리언스안전연구회 회장

환자안전
좌장: 염호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부회장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10:40-12:10
(90분)

▶발제 (각 30분)
1. 환자안전 종합계획 추진 경과와 향후 방향
박준형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
2.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중점 활동
서희정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환자안전지원팀 팀장
3.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환자안전 종합계획
박종훈 /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병원장

12:10-12:20

정기총회

강의장

오디토리움

12:20-13:50

점심식사
의료 질 평가지원금

안전한 진료환경

좌장: 이왕준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부회장

좌장: 김효선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부회장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이사장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PI팀 팀장

▶발제(각 25분)
1. 의료 질 평가지원금 중장기 개편 방안

▶발제 (각 30분)
1. 응급실 폭력 현황과 해결방안

김상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보상부 부장

이형민 / 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2. 의료계가 바라보는 2020 의료 질 평가 지원금
13:50-15:20
(90분)

서인석 /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2. 보건의료노동자 과로 실태와 대책 방안
오선영 /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정책국장

▶토론 (각 10분)
1. 연준흠 /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3.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

2. 김종명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 팀장

정경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3. 이유리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종합토론 (총 10분)

강의장
15:20-15:30

오디토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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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

시간

내용

의료 질 관리제도의 혁신

전공의 수련시간과 의료의 질

좌장: 손정일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부회장

좌장: 신현수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부회장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발제(각 20분)
1. 의료기관인증제도 혁신 추진 현황
황인선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팀 팀장
15:30-17:00
(90분)

2.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안)
이영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획실 실장
▶토론(각 10분)
1. 서진수 /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교수,
대한병원협회 前보험위원장
2. 박하영 /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3. 김효선 / 한국QI간호사회 회장
4. 김상기 / 라포르시안 편집국 부국장

분당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발제 (각 30분)
1. 전공의법의 제정과 실행 현황
손호준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
2. 전공의법 시행 그 후, 전공의 시각
김진현 /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
3. 전공의법 시행 그 후, 교수의 시각
함봉진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인재개발실 수련실장

▶종합토론 (총 10분)

강의장

오디토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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