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온라인학술대회 프로그램(안)
일시: 2020.12.02.(수) / 진행방식: 온라인

시간

세션1 (심포지엄)

10:00-10:10

ISQua 인사말

10:10-10:20

회장님 인사말

환자안전법 개정의 의미
발제 (각 30분)
1. 환자안전법 개정의 의미
이효진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
2. 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백현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팀장
10:30-12:00
(90분)

발제토론
1. 오창현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2. 구홍모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센터장
토론 (각 10분)
1. 이은영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2. 김소연 / 서울성모병원 PI팀장
종합토론 (10분)

12:00-13:00

총회 및 점심시간

세션2 (강연)

시간

구연발표

COVID-19 이후 의료기관 인증의 방향
발제
1. JCI On-line Survey 방향 (30분)
John Yoon / JCI Managing Director
2. 국내 On-line Survey 방향 (30분)
황인선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실장
3. 언택트 시대의 병원평가에 대한 현장의 준비(20분)
이순교 / 서울아산병원 Asan Global Standard 평
가실 팀장

10:30-12:00
(90분)

간호업무
개선

진료지원
업무개선
+
행정지원
업무개선

시간

13:00-14:30
(90분)

세션1 (심포지엄)

세션2 (강연)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과 준비

비대면, 스마트 의료와 의료 질

발제 (각 30분)
1.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개요와 인증기준
김유미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기준개발부 부장
2.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Pros&Cons
조경희 / (전)EMR자문위원회 위원장

발제
1. 비대면 의료와 정책 방향 (30분)
이관익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빅데이터단
단장

토론 (각 10분)
1. 황인선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실장
2. 백설경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시간

구연발표

13:00-14:00
(60분)

간호업무
개선
+
환자안전

14:00-15:00
(60분)

질향상
질관리
+
진료표준화

진료과정
개선
+
임상질지표

15:00-16:30
(90분)

고객만족도
향상
+
환자교육

환자안전

적정성
평가

2. 스마트 병원과 질 향상 효과 (30분)
정세영 /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ICT연구소 교수
3. 스마트 건강관리와 기대효과 (20분)
홍윤철 /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단장

종합토론 (10분)

POST COVID-19: 지속가능한 병원대응 전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고와 예방
략?

15:00-16:30
(90분)

발제 (각 30분)
1. 급성기병원의 감염관리
임영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혁신단
단장
2. 요양 병원의 감염관리
가 혁 / 대한요양병원협회 학술이사
토론 (각 10분)
1. 강철인 / 대한감염학회 포스트코로나위원회
2. 조항석 / 대한요양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종합토론 (10분)

16:30-17:00

폐회식 및 시상

*e-포스터, e-부스 별도구현

발제
1. 마약류 통합정보 활용을 통한 안전관리 (30분)
유명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
본부 본부장
2.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내 관리대책: 대형
병원 (30분)
이정화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일반조제팀장
3.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내 관리대책: 중소
병원 (20분)
박송희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약제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