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8th
Rapid Response Systems
Symposium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RRS:
Korean
I n t e r nsociety
ational
society

- Past 10 Years of Progress and the Future -

일시: 2018년 9월 1일(토) 08:40~16:00 장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소강당
주관: 대한중환자의학회 신속대응체계 연구회 / 서울아산병원 신속대응팀(Medical Aler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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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동규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Opening remark

홍상범 (서울아산병원 신속대응팀장)

Congratulatory message II

임채만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장)

박인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Welcome message

Session 1. Rapid response systems: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RRS: International society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RRS: Korean society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RRS: Japanese society
Coffee break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 신속대응체계 연구회장)

좌장: 고윤석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Daryl Jones
(Monash University, Austin Hospital, Australia)
서지영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Shigeki Fujitani
(St. Marianna University Hospital, Japan)

Session 2. RRS and patient safety

좌장: 임채만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National patient safety policy and strategic plan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Shigeki Fujitani
(St. Marianna University Hospital, Japan)

Improving patient safety and quality of care

Optimization of RRS: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Lunch

이상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Session 3. A 10-year experience of RRS at Asan Medical Center

좌장: 김석찬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Development of triggering system

허진원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RRS at Asan Medical Center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RRT and general ward staffs
Lessons learned from patient safety incidents
Coffee break

홍상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주리 (서울아산병원)

신유정 (서울아산병원)

Session 4. Setting-up an RRS

좌장: 이상민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Setting-up an RRS in your hospital: efferent limb

안종준 (울산의대 울산대병원)

Setting-up an RRS in your hospital: afferent limb
Setting-up an RRS in your hospital: quality improvement
Closing remark

REGISTRATION

이동현 (동아의대 동아대병원)
이동선 (분당서울대병원)

1. 사전등록 방법
[홈페이지(http://(http://www.amc.seoul.kr) 접속] → [의학교육/학술행사 일정] → [The 8th Rapid Response System Symposium] 참가신청 → 사전등록기간 내 입금
2. 사전등록 기간: 2018년 7월 23일 (월) - 2018년 8월 17일 (금)

3. 등록비: 사전등록 3만원 / 현장등록 4만원(직군 구분 없음)
[입금계좌] KEB하나은행 / 900-406347-546 /서울아산병원
※ 등록비 송금 시 반드시 사전등록 시 기재한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4. 무료중식 및 주차권 제공합니다.

5. 의사평점: 대
 한의사협회 평점 5점 / 대한중환자의학회 평점 5점

6. 문의: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 행정실 Tel: 02-3010-4700, E-mail: jedo@amc.seou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