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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의료기관 혈액관리 및 수혈 실무자 교육 알림 및 홍보 요청
1. 귀 학회(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병관리본부(혈액안전감시과)에서는 의료기관 내 안전수혈을 도모하고 수혈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혈액관리 및 수혈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귀 학회(협회)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명 : 2019년 의료기관 혈액관리 및 수혈 실무자 교육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9/7(토) , 9/21(토) , 10/5(토) , 10/12(토) / 7개 권역별 시행 (붙임참조 )
○ 교육대상 :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혈액관리 실무자 및 수혈 실무자
○ 교육주최 :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
※ 주관: 충남대학교( ' 2019년 혈액안전위탁사업 ' 제2세부과제 연구기관)

○ 신청방법
- 혈액안전사업단 홈페이지(ht tp://safebl ood.or .kr ) 에서 신청자가 원하는 교육과정과
권역을 지정하여 개별 사전등록(등록비 무료)
- 사전등록기간 : 2019년 7월 29일(월) ~ 9월 1일(일)
※ 교육 참여는 자율이며 강제 사항은 아님

○ 교육프로그램
- 의료기관 혈액관리 실무자 교육 : 의료기관내 혈액관리업무, ABO 및 RhD 혈액형
검사, 비예기항체 검사 및 교차시험, 수혈이상반응
- 의료기관 수혈 실무자 교육: 의료기관내 혈액관리업무, 수혈 전 검사의 이해, 수혈
관리, 수혈이상반응

2-1

○ 기타
- 교육 수료증 발급: 혈액안전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출력(발급일: 2019년 10월 21일)
- 임상병리사 보수교육 1평점 인정(11월~12월)
※ 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내부규정에 따라 본 교육 이전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외
외부기관 교육이수자는 평점 중복 인정 불가

○ 관련 문의
- 교육 신청 및 보수교육평점 :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043-719-7667)
- 사전등록 취소 · 변경 및 교육 수료증 발급 : 홈페이지 Q&A 게시판 이용

붙임. 2019년 의료기관 혈액관리 및 수혈 실무자 교육 안내.

끝.

질병관리본부장
수신자

선임공무직

대한수혈학회장, 대한진단검사의학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간
호협회장, 병원간호협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최새롬

보건연구사

송치은

혈액안전감시 전결2019.7.23.
과장
김준년

협조자
시행 혈액안전감시과-1575
우 28159

(2019. 7. 23.)

접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 http://cdc.go.kr
장기이식관리센터 혈액안전감시과

전화번호 043-719-7667

팩스번호 043-719-7679

/ csr341@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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