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영남지회
수신자: 각 병원장
참

조: 각 병원 감염관리담당자

제

목: 2022년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영남지회 제12차 감염관리 연수과정 개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도 제12차 감염관리 연수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감염관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일시: 2022.09.22.(목) ~09.23.(금), 2일간 (1일 씩 등록불가, 2일 등록필수)
나. 교육장소: 칠곡경북대학교병원 1대강당(6동 B1층)
*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다. 등록안내
1) 등록기한: 2022.08.29.(월) ~ 09.02.(금)
2) 등록방법: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홈페이지(http://www.koshic.org)에서 가능
3) 등 록 비: 120,000원
4) 입금계좌: KEB 하나은행 253-890029-57804 (예금주 :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 입금자명은 “이름, 병원명” 이 나타나도록 입금
5) 참고사항 : 당일 현장등록 불가
라. 등록문의: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영남지회(임시사무국: sericonf@gmail.com)
마. 기타
1) 당일 주차권 발급이 불가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관련 문의는 이메일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22년도 감염관리 연수과정 프로그램 1부. 끝.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영남지회장
연수교육부장

홍 문 희

연수교육이사

김 윤 정

시행 대의감관 영남지회 22-01 (2022.08.01.)
주소(임시사무국) 4725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5-1
전화 010-2563-6902

E-mail: sericonf@gmail.com

영남지회장

김 신 우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영남지회
2022년 제12차 감염관리 연수과정
❑ 일자: 2022.09.22.(목)~09.23.(금)
❑ 장소: 칠곡경북대학교병원 1대강당
09.22.(목)
08:30~09:00

등록 및 인사말

의료관련감염관리 개요
09:00~09:50

의료관련감염과 감염관리 개요

09:50~10:40

4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 대비 감염관리

10:40~11:00

질의 응답

허지안(영남의대 감염내과)
임정순(칠곡경북대병원 감염관리실)

임상미생물학
11:00~11:50

주요 임상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11:50~12:40

감염관리 미생물 검사의 실제

12:40~13:00

질의 응답

이난영(경북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유은형(대구가톨릭의대 진단검사의학과)

13:00~14:00
점심식사
항생제 사용 및 관리
14:00~14:50

항생제 내성 기전

14:50~15:40
15:40~16:00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질의 응답

배상운(영남의대 감염내과)
문혜진(대구보훈병원 감염관리실)

일반지침Ⅰ
16:00~16:50

의료인의 예방접종 및 감염노출 후 관리

16:50~17:40

손위생 개요 및 증진활동

17:40~18:00

질의 응답

권현희(대구가톨릭대의대 감염내과)
최종림(계명대학교 간호학과)

09.23.(금)
일반지침Ⅱ
09:00~09:50

소독과 멸균

김진영(영남대병원 감염관리팀)

09:50~10:40

표준주의 및 전파경로별 주의

한경민(경북대병원 감염관리실)

10:40~11:00

질의 응답

감염관리 지견Ⅰ
11:00~11:50

소아영역의 감염관리

11:50~12:40

코로나19 변이와 진단검사 방법

12:40~13:00

질의 응답

13:00~14:00

점심식사

김동섭(경북의대 소아감염)
박성균(계명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감염관리 지견Ⅱ
14:00~14:50

폐렴감염관리 번들

14:50~15:40
요로감염관리/혈류감염관리 번들
15:40~16:00
질의 응답
신종감염병 감염관리
16:00~16:50
코로나19 최신지견과 신종감염병
16:50~17:40
17:40~18:00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전략
질의 응답

문치숙(인제의대 감염내과)
박남정(부산대병원 감염관리실)

권기태(경북의대 감염내과)
김신우(경북의대 감염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