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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대한환자안전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홍보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학회는 환자안전에 대한 의견 교류를 위하여 “대한환자안전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귀 기관의 회원들께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으로 널리 홍보하셔서 관
심있는 분들의 지식과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첨부 1. 대한환자안전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안)

끝.

대한환자안전학회 회장 박 병 주
*수 신 처 : 한 국 의 료 질 향 상 학 회 , 한 국 Q I간 호 사 회 , 대 한 약 물 역 학 위 해 관 리 학 회 , 대
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
재원, 병원간호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예방의학회, 한국보건행정
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병원중환자간호사회, 수술간호사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병원감염관
리학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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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대한환자안전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안)

대한환자안전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
¡ 일시: 2016년 5월 18일 (수) 9시~18시
¡ 장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행정관 3층 대강당
¡ 주제: 한국의 환자안전법 카운트다운:선제적 점검
¡ 프로그램(안)
시간

프로그램

09:00-09:30

등록

09:30-09:45

인사말

박병주 (대한환자안전학회 회장)

09:45-10:00

환영사

김석화 (대한환자안전학회 명예회장)

심포지엄 1.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환자안전
10:00-10:30

환자안전법 입법예고 후
정부의 준비현황

10:30-11:00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11:00-11:10
11:10-11:20

좌장: 김소윤 (대한환자안전학회 이사)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상일 (대한환자안전학회 부회장)
허윤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지정토론

11:20-11:30
11:30-12:00

사회: 이재호 (대한환자안전학회 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종합토론

12:00-13:30

점심식사

심포지엄 2. 환자안전법 시행과 실무 대책

좌장: 염호기 (대한환자안전학회 부회장)

13:30-14:00

환자안전학습 보고체계의
운영방안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팀장)

14:00-14:30

환자안전법 시행과
3차의료기관의 실무대책

김태용 (서울아산병원 PI부실장)

14:30-15:00

환자안전법 시행과
2차의료기관의 실무대책

송미라 (강동경희대병원 QI팀장)

15:00-15:30

환자안전법 시행과
QI전담자의 실무대책

15:30-16:00

박선경 (순천향대부천병원 QI팀장)
Coffee Break

16:00-16:10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16:10-16:20

김효선 (한국QI간호사회 부회장)

16:20-16:30

지정토론

김주형 (한빛현 요양병원 병원장)

16:30-16:40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전략기획단장)

16:40-16:50

김소윤 (대한환자안전학회 이사)

16:50-17:50

종합토론
폐회사

박병주 대한환자안전학회 회장

○ 등록 안내
1) 등록비
• 연회비(정회원): 20,000원 (정회원 유효기간: 2016.01.01. ~ 2016.12.31.)
• 평생회비: 500,000원
• 회원이 학술대회 등록할 경우 : 20,000원
비회원이 학술대회 등록할 경우 : 50,000원
비회원이 정회원 가입과 학술대회 등록할 경우 : 40,000원
2) 등록 방법
(1) 입금 후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로 등록
- “이름/소속기관/직책/전화번호/이메일주소” 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아래의 홈페이지의 연구회 활동- 학술대회 메뉴에 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이메일 제목은 “춘계학술대회등록-이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환자안전학회 이메일 : ksps2013@gmail.com
- 대한환자안전학회 홈페이지: http://patientsafety.kr/
(2) 사전 등록 기간: 2016년 5월 11일(수) 까지
(3) 현장 등록 가능

3) 입금 방법
• 입금 기간: 2016년 5월 11일 (수) 까지
• 계좌 번호: 신한은행

100-030-901787. 예금주: 대한환자안전학회

- 입금 시 등록자 이름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입금 후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로 등록 신청 부탁드립니다.
* 환불은 학술대회 전에만 가능합니다.

○ 기타
1) 주차 관련 사항
◼ 주차권 제공이 어려우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버스 또는 지하
철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