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교육 안내
1. 관련 :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별표8의3]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2. 질병관리청에서 운영중인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할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병원 · 치과 · 한방 · 정신 · 요양병원 포함)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민간위탁사업 ' 2022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 과제
가. 교육 일정
연번

1

2

3

과정명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과정

감염관리
입문
교육과정
감염관리
실무
운영과정

차수

교육일정

온라인 교육신청 기간
8월 16일 9시 ~ 8월 22일 18시

1차

9월 22일(목) ~ 23일( 금 )

2차

10월 20일(목) ~ 21일(금)

9월 29일 9시 ~ 10월

5일 18시

3차

11월 17일(목) ~ 18일( 금)

10월27일 9시 ~ 11월

2일 18시

4차

12월 15일(목) ~ 16일(금)

11월 24일 9시 ~ 11월 30일 18시

1차

9월 27일(화) ~ 28일(수)

9월 6일 9시 ~ 9월 13일 18시

2차

10월 18일(화) ~ 19일(수)

10월 5일 9시 ~ 10월 12일 18시

3차

11월 22일(화) ~ 23일(수)

11월 1일 9시 ~ 11월

1차

9월 29일(목) ~ 30일(금)

2차

11월 24일(목) ~ 25일(금)

7일 18시

9월 6일 9시 ~ 9월 13일 18시
11월 1일 9시 ~ 11월

7일 18시

나. 교육 대상 및 신청방법 : 교육과정별 세부사항(붙임파일 참조) 확인 후 (사) 대한
감염관리간호사회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교육 신청

다. 교육 관련 문의 : 주보람 연구보조원(010-5240-0546, b j u0546@gma i l .com)

붙임 1. 2022년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과정 안내 1부.

2. 2022년 감염관리 입문 교육과정 안내 1부.
3. 2022년 감염관리 실무 운영과정 안내 1부.

끝.

질병관리청장
수신자

보건연구사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특별시장(감염병관리과장), 서울특별시장(정신건강과장), 부산광역시
장(건강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
관), 대구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대구광역시장(건강증진과장), 대전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대전광역
시장(건강보건과장), 대전광역시장(식의약안전과장), 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감염병관리
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인천광역시장(건강증진과장), 울산
광역시장(식의약안전과장), 울산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울산광역시장(시민건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보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감염병관리과장), 경기도지사(보건의료과장), 경기도지사(감염병관리지원
단장), 경기도지사(건강증진과장), 경기도지사(정신건강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 강원도지사
(감염병관리과장), 강원도지사(공공의료과장), 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충청북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감
염병관리과장), 충청남도지사(건강증진식품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
장), 전라북도지사(건강증진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전라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전라남도지
사(건강증진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
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 제주특별자
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대한요양병원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
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사단법인 감염관리 네트워크 이사장, 대한의료관
련감염관리학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장
행정사무관

우연희

공현철

의료감염관리 전결2022.9.6.
과장
이연경

협조자
시행 의료감염관리과-1797
우 28166

(2022. 9. 6.)

접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10 의료감염관리
/ http://kdca.go.kr
과

전화번호 043-719-7581

팩스번호 043-719-7599

/ happen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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