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소개
진행 : 정희정 (교육이사 / 해안건축)

시간

내용

09:30 ~ 10:00

접수 및 등록

10:00 ~ 10:10

개회사

강연자

김세철 /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장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의료원장

[기조강연]
10:10 ~ 11:00
(50분)

환자중심 (Patient-Centered) 그리고
환자경험평가 (Evaluation of Patient-Experience)

김남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Session 1. 제도권 내로 들어온 환자경험평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1:00 ~ 12:30
(90분)

1-1. 환자경험평가를 만난 의사의 고민

김현정 / 세종충남대병원 피부과 교수

1-2. 새로운 도전과 대응 (환자와 간호사의 커뮤니케이션)

탁영란 /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1-3. 환자가 경험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병원 환경

이승지 / 인천가톨릭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 교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자 경험과 디자인 혁신

점심 시간

12:30 ~ 13:30
13:30 ~ 14:10
(40분)

2021 춘계학술대회

[특별 강연]

김세철 /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학회장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의료원장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어떻게 할 것인가

Session 2.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환자경험
14:10 ~ 15:25
(75분)

2-1. 서비스 방법론으로 해결하는 환자경험

김남형 / 계원예술대학교 광고·브랜드디자인과 교수

2-2. 고객을 고려한 케어 서비스 디자인

이경미 / (주)사이픽스 대표

2-3. 서비스 디자인으로 혁신하는 병원

팽한솔 / (주)haheho 대표이사

2021.03.20 (토) 10:00~17:00
코엑스 컨퍼런스룸 3층 318BC호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휴식 시간

15:25 ~ 15:40

Session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자경험 우수사례

15:40 ~ 16:50
(80분)

3-1. 부천세종병원 우수사례
: 경험 관리의 삼단합체 #환자 #보호자 #직원의 경험관리

김승범 / 부천세종병원 고객경험관리실 부실장

3-2.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우수사례
: 위기를 기회로 스마일 어게인 은평!

권영미 / 은평성모병원 고객행복팀 팀장

패널 토의 (Q&A)

[패널토의 진행자]
송창은 /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적정진료관리실장

l 참가 비용

이왕준 /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이사장

ㆍ정회원 무료 / 사전등록 4만원 / 현장등록 5만원
ㆍ학생회원 : 사전등록 1만원 / 현장등록 1만원

: 부천세종병원 / 은평성모병원 / 세종충남대병원

16:50 ~ 17:00

폐회사

*세부 프로그램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l 사전등록

l 등록방법

2021년 3월 8일 (월) ~ 3월 17일(수)

ㆍ온라인 사전 등록 (http://www.kshd.org)

l 문의

ㆍ당일 현장등록 (카드결제 불가)

※ 학생신분 확인 후, 할인 비용 적용

l 주관·주최

T. 031.810.6683
E. school3623@naver.com

l 후원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헬스케어 4C DESIGN 교육연구단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2021 춘계학술대회 연자소개
프로그램 진행자

패널토의 진행자

Session 2.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환자경험

정희정

송창은

김남형

이경미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교육이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정회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학술이사

한국서비스디자인협의회 부회장

前) 미국 Cannon Design 근무

Medical School 이비인후과 교환교수

KDIP 디자인 정책자문 위원

서울시 유니버설센터 자문위원

해안건축 이사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적정진료관리실장

USGBC 정회원

미국 Stanford University

위스콘신대학교 건축학 석사 M.Arch

기조 강연

대한안면성형의학회 정회원

계원예술대학교 광고·브랜드디자인과 교수
한국서비스디자인협의회 부회장
홍익대학교 광고디자인 학사

(주)싸이픽스 대표
디자인산업연합회 부회장

2019 디자인대상 은탑산업훈장 수훈

대한수면의학회 정회원

특별 강연
김남희

김세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90~현재)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학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평가운영실장, 의정부지원장,

포괄수가실장, 질향상지원부장

평가보상부장, 의료수가개선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의료원장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전립선관리협회 이사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심의위원장

(2003, 2009, 2013, 2017)

Session 1. 제도권 내로 들어온 환자경험평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현정

탁영란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학술이사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교육이사

대한피부연구학회 학술위원

前) 대한간호협회 이사·교육위원장

세종충남대병원 피부과 교수
한국피부장벽학회 총무이사

前) 차바이오 F&C 연구개발사장
前) 서울의료원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장

이승지

인천가톨릭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 교수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헬스케어환경디자인전공 교수
인천가톨릭대학교 헬스케어
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
PHD(건축학)

EDAC (미국 근거기반 디자인 자격증)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現) 대한간호협회 감사

한국전통조경학회 학술부회장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
가족학·간호학박사

팽한솔

(주)haheho 대표이사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前) The Care Company 이사
Care Experience Dept.

前) 서울의료원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 팀장
前) (주)사이픽스 서비스디자인 팀장

前) Continuum Innovation, Milan Italy

Session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자경험과 디자인 혁신

권영미

김승범

대한의료혁신연구회(KHIA) 회장

前) 제너럴닥터 설립자, 대표원장

은평성모병원 고객행복팀 팀장
가톨릭대학교 보건학 박사 PHD

부천세종병원 고객관리실 부실장
前) 인정의료재단 인선요양병원 병원장
前) 비바이노베이션 CMO

前) 성균관대학교 융합디자인대학원
의료서비스디자인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