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춘추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소개
시간

내용

09:30 - 10:00

접수 및 등록

10:00 - 10:10

개회사
공동주관연구소 인사말

10:10 - 11:00
(50분)

[기조강연] Healthcare Design IN the COVID-19 and
POST COVID-19era

진행 : 김남형 (학술이사 / 계원예술대학교)

강연자

김세철 /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학회장
백진경 /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소장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부회장

이왕준 / 명지병원 이사장
사회자 : 김철중 / 조선일보 기자

11:00 - 12:30
(90분)

Session 1. 두 번째 만난 감염,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나
2015년이 묻고, 2020년이 답하다

<패널>

토론자 1 : 최영준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토론자 2 : 임승관 / 안성의료원 병원장

토론자 3 : 신명진 / 분당서울대병원 감염관리팀
토론자 4 : 김안현 /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장

12:30 - 13:30
13:30 - 14:00
(30분)

2020.10.24 (토) 09:30~17:20

점심시간
진행 : 백진경 /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부회장
연구 논문 발표 - 헬스케어디자인 관련 논문(석사과정)

14:00 - 14:40
(40분)

[특별강연] 감염병 시대의 병원과 헬스케어디자인의 역할
Session 2. 감염 위기 대응을 위한 헬스케어디자인

14:40 - 15:40
(60분)

2-1. K방역의 혁신, 워킹스루 시스템

2-2.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 사례와
감염병 시대의 디자인 혁신

2-3. 감염을 줄이는 요양병원의 면회 경험
Q&A

| 참가비용
·정회원 : 무료
·비회원 : 4만원
·학생 : 1만원

| 등록방법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사전등록

(지도 교수 : 전우정 교수)

전수연,이은진 / 인천가톨릭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
(지도 교수 : 이승지 교수)

온라인 학술대회
대회장:명지병원

| 사전등록
2020년 10월 01일 (목) ~ 10월 20일 (화)

김예빈 / 인제대학교 U디자인학과

Session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자경험디자인

| 문의
T. 031.810.6683
E. school3623@naver.com

15:40 - 17:10
(90분)

| 주관·주최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헬스케어 4C DESIGN 교육연구단

김상일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병원장

김현수 /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 단장
노동훈 / 카네이션 요양병원 병원장

3-1. 미래의 병원 건축과 공간

정희정 / 해안건축 이사

3-3. 스마트폰 블랙박스를 활용한 코비드19 확산방지시스템

한동수 / KAIST 전산학과 교수

3-2. 뉴노멀 시대에서의 스마트 의료기기

3-4. 사람을 위한 디지털(실시간 위치정보 시스템을 중심으로)
Q&A

17:10 - 17:20

김재학 /서울아산병원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 소장

폐회사

* 세부 프로그램 및 연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박일호 /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박진영 / 용인세브란스병원 디지털의료산업센터 소장

이왕준 /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이사장

2020 춘추계 학술대회 연자소개
공동주관연구소

프로그램 진행자

기조강연

인제대학교 교수, 디자인연구소 소장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학술이사

명지병원 이사장

백진경

패널토의 진행자

이왕준

김철중

KDIP 디자인 정책자문 위원
홍익대학교 광고디자인 학사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이사장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
인천사랑의료재단 이사장

조선일보 논설위원실 논설 위원
세계과학기자연맹 회장
조선일보 편집국 의학전문기자
고려대병원 전임의

최영준

임승관

신명진

김안현

한국역학회 총무이사
소아청소년과(감염) 전문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전문위원
대한감염학회 정회원
아주대학교 의학과 석사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총무이사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기획이사

전) 일산 동구 보건소장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김남형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부회장
한국디자인학회 회장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u+u Communitycare Design> 총괄책임자

계원예술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한국서비스디자인협의회 부회장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Session 1. 두 번째 만난 감염,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조교수

안성의료원 병원장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관리팀파트장

Session 2. 감염 위기 대응을 위한 헬스케어디자인
김상일

김현수

노동훈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원장
에이치플러스 요양병원 이사장
대한병원협회 정책 부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 기획위원장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총무위원장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인천가톨릭대 헬스케어환경디자인연구소 연구원
성장학교 별 & 청년행복학교 별 교장
전) 헬스케어디자인학회 총무이사

대한요양병원협회 경기북부 회장 및 홍보이사
대한노인요양비뇨의학회 요양병원 정책이사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
대한병원협회 환자안전 실무위원
사무장병원 대응위원 건강보험공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병원장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 단장

카네이션요양병원 병원장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장

특별강연
김재학

서울아산병원 이노베이션 디자인센터 소장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컨설팅
네모파트너즈 전략컨설팅그룹
Alpine Securities Group (New York)
(주) 미래와 도전 (공동창업)

Session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자경험디자인
정희정

박일호

한동수

박진영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교육이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정회원
USGBC 정회원
전) 미국 Cannon Design 근무
위스콘신대학교 건축학 석사 M.Arch

고대구로병원 임상시험센터 의료기기 부장
식약처 고대구로병원 의료기기안전성모니터링센터장
보건산업진흥원 고대구로병원 의료사용적합성센터장
보건산업진흥원 고대구로병원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센터 부센터장

스마트 과학단 전시기술연구단 단장
한국 ITS학회 부회장
전) 실내위치인식센터 센터장
전) (주)현대정보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부교수
용인세브란스병원 기획관리실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기기산업학과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해안건축 이사

연구 논문 발표

김예빈 인제대학교 U디자인학과 석사 과정 / 지도교수 : 전우정 교수

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전수연, 이은진 인천 가톨릭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 석사 과정 / 지도교수 : 이승지 교수

KAIST 전산학과 교수

용인세브란스병원 디지털의료산업센터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