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가을학술대회 프로그램
일시: 2021.12.03.(금) / 온라인(KoSQua 학술대회사이트)

시간
10:0010:10
10:1010:30

10:3012:00
(90분)

심포지엄 (Channel 1)

시간

구연발표
(Channel 3)

구연발표
(Channel 4)

구연발표
(Channel 5)

10:3012:00
(90분)

질향상
질관리
+
진료과정
개선

진료지원
업무개선
+
행정지원
업무개선

고객
만족도
향상
1
+
환자교육

회장님 인사말
기조강연
의료질 측면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발전방안

With COVID-19의 질향상 및 환자안전 활성화 전략

발제 (각 30분)
1. 의료질 측면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발전방안
김 윤 /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2. 국가차원의 의료질 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신영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각 25분)
1. With COVID-19의 질향상 및 환자안전 활성화 전략 중증치료병원 사례 1
조은주 / 서울대학교병원 QPS팀 팀장

토론 (각 10분)
1. 유인상 /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뉴고려병원 의료원장)
2. 염호기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장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종합토론 (10분)

12:0013:00

주제강연 (Channel 2)

총회 및 점심시간

2. With COVID-19의 질향상 활성화 전략 중증치료병원 사례 2
박선경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QI팀 팀장
3. With COVID-19의 질향상 및 환자안전 활성화 전략 코로나19 전담병원 사례
김기천 / 서울의료원 적정진료팀 팀장
질의응답 (10분)

시간

13:0014:30
(90분)

심포지엄 (Channel 1)

주제강연 (Channel 2)

환자경험평가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질향상

발제 (각 30분)
1. 환자중심성을 위한 환자경험평가의 발전 방향
도영경 /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발제
1.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가이드라인-데이터3법의 이해
윤덕용 / 연세대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교수(30분)

2. 환자경험평가의 현황과 현장에 미치는 영향
서보영 / 중앙대학교병원 QI팀 팀장
토론 (각 7분)
1. 박진식 /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이사장
2.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3. 김양중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2. 보건의료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25분)
한현욱 / 차의과대학교 정보의학과 교수

구연발표
(Channel 3)

구연발표
(Channel 4)

구연발표
(Channel 5)

13:0014:00
(60분)

환자안전
1

간호업무
개선
1

고객
만족도
향상
2

14:1015:10
(60분)

환자안전
2

간호업무
개선
2

적정성
평가

환자안전
3

간호업무
개선
3

진료
표준화
+
임상
질지표

시간

3. 보건의료데이터를 이용한 환자안전 (25분)
이재호 /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
질의응답 (10분)

종합토론 (10분)

환자안전에 대한 언론의 역할

편집워크샵 (Channel 2)
[15:00 – 15:40]

발제 (각 30분)
1. 환자안전에 대한 언론보도의 국내외 현황
김철중 /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2. 환자안전에 대해 언론에게 바란다
송진영 /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15:0016:30
(90분)

토론 (각 10분)
1.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2. 김소연 / 서울성모병원 PI팀 팀장
종합토론 (10분)

편집워크샵. 연구윤리와 IRB
발제
1.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투고 방법 소개
박성희 /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15분)
2. QI 활동과 IRB 승인, 학술지 발표 (25분)
정종우 /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Award Oral Session (Channel 2)
[15:40 – 16:30]
1.
2.
3.
4.

16:3017:00 폐회식 및 시상
*e-포스터, e-부스 별도구현

천성희
정상훈
안성근
이사란

/
/
/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CHA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15:2016:20
(6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