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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기관장 및 담당자 귀하

제

목: 2019년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 공청회 개최
1.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2013년도부터 질병관리본부 민간위탁사업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중소병원감염관리 네트워크(책임연구원 가천대 엄중식)』 사업과 관
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해당 연구위원 및 관련 기관 담당자 분들께서는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목

적 :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 공청회

나. 일

시 : 2019년 11월 15일(금) 16시30분~19시 30분/ 1일

다. 장

소 : 서울역 밀레니엄 힐튼호텔 지하1층 주니어볼룸(약도첨부)

라. 대

상 :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 연구위원
전국 중소병원/요양병원 감염관리 담당자

마. 문

의 :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사무국으로 연락 바람
E-mail) iccon@iccon.or.kr / ☎) 032-832-5281

※ 붙임 : 1. 안내문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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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06628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 코리아비지니스센터 1716호

www.koshic.org

전화 02-832-5281

iccon@iccon.or.kr

팩스 02-6918-4222

[붙임]
<1. 안내문>

2019년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 공청회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이하, ICCON 이라함.)의 감염관리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실
시하오니, 전국 각 지역사회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 감염관리 담당자 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
립니다.

- 다

1.
2.
3.
4.

음 -

일
시 : 2019년 11월 15일(금) 오후 16시30분 ~ 19시30분
장
소 : 서울역 밀레니엄 힐튼호텔 지하1층 주니어볼룸(첨부1 참조)
대
상 : ICCON 연구진 및 전국 중소병원/요양병원 감염관리 담당자 100명
진행일정
등

록

등

록

개 회 식

16:30 ~ 17:00

17:00 ~ 17:10

개회사 및 ICCON 현황
축 사
제 1 부 17:10 ~ 18:30
ICCON 온라인자문 사례
ICCON 방문컨설팅
ICCON 서울지역 감염관리 네트워크
ICCON 인천지역 감염관리 네트워크
ICCON 경기지역 감염관리 네트워크
ICCON 대전ㆍ충청지역 감염관리 네트워크
ICCON 대구지역 감염관리 네트워크
ICCON 광주ㆍ전남지역 감염관리 네트워크
제 2 부 18:30 ~ 19:30

(사회) 이재갑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이형민
(질병관리본부)
(사회) 이재갑
서유빈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재갑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송준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김진용
(인천시광역시의료원)
이희영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지슬기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김윤정
(대구광역시감염병관리지원단)
강승지
(전라남도감염병관리지원단)
(진행) 이재갑

패널토의

5. 신청방법 및 문의 : 2019년 11월 10일(일)까지 메일로 신청, 100명 선착순(메일도착순) 마감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메일로 전송
E-mail) iccon@iccon.or.kr / ☎) 02-832-5281, 010-3090-5281

6. 기타사항
Ÿ 신청완료 시 작성해주신 메일로 개별 회신합니다.
Ÿ 발표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1. 연회장 약도]

밀레니엄 힐튼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50 (우) 04637

T.02-753-7788

서울역과 회현역 사이, 서울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8번 출구로 나오셔서 직진하시다 SK빌딩 옆 남산방향 언덕길로 올라오시면 호텔 정문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호텔 뒷편에 위치한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역 → 밀레니엄 힐튼 서울 무료 셔틀 서비스
: 서울역 공항터미널 1층 15번 게이트 맞은편 베스킨라빈스 옆문으로 나오시면 셔틀버스 승강장이 있
습니다.
: 오전 8시반 - 오후 7시반, 한 시간 간격 운영
▶밀레니엄 힐튼 서울 → 서울역 무료 셔틀 서비스
: 호텔 정문 출발
: 오전 8시 - 오후 7시, 한 시간 간격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