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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2018년 제1회 핵의학 검체검사 실무워크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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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핵의학회에서는 2018년 제1회 핵의학 검체검사 실무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019년 핵의학 검체검사 인증심사에는 질관리 책임전문의의
와 임상병리사의 교육이수여부가 점수에 반영됩니다. 책임전문의의 참여가
중요하오니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대한핵의학회 정도관리 연수교육 일정을
확인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2018년 제1회 검체검사 실무워크샵 일정
가. 일시: 2018년 7월 14일(토) 10:00~16:00
나. 장소: 충남대학교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5층 대강당
다.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 4점
라. 프로그램: 별첨 참조
마. 사전등록 신청 마감: 2018년 6월 29일(금)
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2018년 핵의학 정도관리 연수교육 일정 안내

대한핵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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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핵의학 정도관리 연수교육 일정 안내
1. 2018년 핵의학 정도관리 연수교육 계획
- 1회: 2018.07.14.(토) 10시-16시, 검체검사 정도관리 실무 워크샵, 충남대병원
- 2회: 2018.09.15.(토) 10시-16시, 검체검사, 영상검사 정도관리 심포지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위의 각각의 연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을 계획하고 있음(자세한 평점은 추후 공지)

2. 2018년 핵의학 정도관리 연수교육 일정

날짜 및 장소

회차

교육명

2018년 7월 14일(토)

1회

오전 10시~오후 4시
충남대학교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raw data와
제1회 핵의학 검체검사 실무워크숍

2018년 9월 15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

case 문제로
조별 진행

5층 대강당

2회

비고

2018 추계 핵의학 정도관리심포지엄

서울대치과병원 지하1층제1세미나실

주요 사업현황,
교육

3. 2018년 제1회 검체검사 실무워크샵 일정
- 일시 : 2018년 7월 14일(토) 10:00~16:00
- 장소 : 충남대학교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5층 대강당
프로그램

강사

조별 강사

10:00-11:20 인증평가항목별 실무문제와 원칙 I
or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박정미, 박준모

8명

11:20-12:30 인증평가항목별 실무문제와 원칙 II

이호영, 김진태

8명

13:30-14:40 인증평가항목별 실무문제와 원칙 III

신용환

8명

14:40-15:20 조별발표 및 토의

어재선

12:30-13:30 점심

* 참여원칙

- 전문의와 실무자 각 1인씩 참여
직원수 3인 이상인 기관은 전문의 1인과 팀장, 실무자 각 1인씩 참여
* 기회의도
- 인력이 부족한 기관(직원수 1-3인 기관)을 위하여 실무워크샵을 마련하였으며, 검사실
내부정도관리 문서, 절차서, raw data를 가지고 실무와 전문의의 종합적 관리를 자세하
게 다룰 예정임.

< 오시는 길 >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번지 충남대학교병원
* 무료 주차권은 당일 등록데스크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모든 주차장 사용가능하나, 제 2주차장 이용에 편리합니다.

* 노인보건의료센터 5층 대강당

https://www.cnuh.co.kr/home/01_introduce/education03.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