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니다.
존경하는 한국임상약학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들께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한해 동안 회원 여러분들의 수고한 결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한국임상약학회에서는 2019년 11월 14일(목) ~ 16일(토) 3일동안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제23회 한국임상약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대한임상약리학회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공동 심포지움이 진행되며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관-학 협력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가치기반약료(Value-Based Pharmaceutical Care)와 관련한 약학 교육과
연구 분야의 국내외 사례를 리뷰하고 변화하는 약학교육 환경에 발맞추어
6년제 교육과정의 임상약학교육 및 실무실습의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임상약학회 제 23회 총회 및 학술대회를 통하여 임상약학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활발한 학술적 토론과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한국임상약학회 회장 오 정 미

대한임상약리학회
한국임상약학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동 심포지움

일시 | 2019년 11월

14일(목)

장소 |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주최 | 대한임상약리학회, 한국임상약학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2:30~
13:00~13:15

등 록
고재욱 회장 (대한임상약리학회)
오정미 회장 (한국임상약학회)
이윤숙 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인사말

고재욱 회장 (대한임상약리학회)
오정미 회장 (한국임상약학회)

기조 연설
13:15~14:00

Streamlining Drug Development Using Modeling and Simulation on Earth and in Space

Distinguished Professor Hartmut Derendorf
(College of Pharmacy, University of Florida)

Session I :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임상연구 활성화 관-학 협력 모델
(KSCPT-KCCP-NIFDS Joint Session)

고재욱 회장 (대한임상약리학회)
오정미 회장 (한국임상약학회)
이윤숙 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4:00~14:15

한국인 임상시험 평가기반 구축 연구 방향

이윤숙 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4:15~14:30

The in silico proarrhythmic risk assessment method proposed by CiPA -Is it worth
trying?

임동석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4:30~14:45

Whole body Physiologically Based Pharmacokinetic Modeling of Herceptin and
임형석 교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Human Pharmacokinetic Prediction

14:45~15:00

Sex Differences in Pharmacokinetics and Pharmacodynamics of Zolpidem

윤성혜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15:00~15:15

공유형 repository를 통한 모델링 & 시뮬레이션 활성화

윤휘열 교수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15:15~15:30

coffee & poster

Session II : 임상약리, 임상약학 협력 모델 구축

장인진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숙향 교수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15:30~15:50

임상환경에서의 임상약학연구 협력모형

김은경 교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5:50~16:10

임상협력모델 연구동향 분석 및 가치기반적 함의

김은영 교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16:10~16:30

교육과 연구에서의 임상약리-임상약학 협력 모델

박민수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6:30~16:40

coffee & poster

Session III : Bio-Therapeutics

이장익 교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최성준 대표 ((주)디엘파마)

16:40~17:00

Codevelopment of anti-cancer drug and companion diagnosis

신영기 교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7:00~17:20

Preclinical study of SAMiRNA-AREG (siRNA nanoparticle antifibrosis drug)

박한호 대표 ((주)바이오니아)

17:20~17:40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경계질환의 치료

주경민 대표 ((주)메디노)

17:40~17:45

폐회사

17:45~

reception

사전등록 안내

포스터 발표 및 구두발표 안내
※ 포스터 발표 초록 제출 마감 : 11월 1일(금)

※ 등록비

※ 포스터 크기 : 가로 95 cm × 세로 150 cm 이내

회원

일반(비회원)

대학원생

※ 포스터 게시 시간 : 11/14(목) 오후 12시 30분~11/15(금) 오후 4시

사전등록

150,000원

200,000원

70,000원

※ 초록접수 : 온라인 접수

현장등록

200,000원

250,000원

100,000원

- 환불기준: 11/12(화)-전액환불, 11/13(수)-사전등록비의 80% 환불, 11/14(목)-환불 불가
- 연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회원 등록비용이 적용됩니다.

※ 입금 계좌번호 : 농협 301-0206-6518-61 (예금주: 한국임상약학회)
우리은행 1005-701-078149 (예금주 : 대한임상약리학회)
※ 참가 신청방법 : 온라인 사전등록
※ 사전등록 마감일 : 2019년 11월 1일(금)
※ 사무국 : Tel. 02-741-7529, E-mail. kccpgoal@gmail.com (한국임상약학회)
Tel. 02-398-5055, E-mail. office@kscpt.org (대한임상약리학회)

2019
한국임상약학회 KCCP
추계학술대회
일시 | 2019년 11월

15~16일(금~토)

장소 |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주최 | 한국임상약학회(Korean College of Clinical Pharmacy)
2019. 11. 15 (금)

2019. 11. 15 (금)

09:00~09:30 등록

회원관리 워크숍

젊은임상약과학자 발표

좌장 : 지은희 교수(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젊은임상약과학자 발표-1
Development of automated algorithms for
전나경 교수
09:30~09:50
identifying patients at higher risk for preventable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adverse drug event during hospitalization
젊은임상약과학자 발표-2
The association between participation of
09:50~10:10 dedicated pharmacists in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and clinical outcome;
A multicenter study.
젊은임상약과학자 발표-3
Genetic polymorphisms of ADAM17 and its
10:10~10:30
effect on TNF-α inhibitor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10:30~11:00 회장인사 및 시상
11:00~12:00 정기총회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여수 케이블카
1. 지산승강장에서 탑승
20:00~22:00
2. 돌산 공원 야경 감상
3. 지산승강장으로 돌아옴

이경은 교수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2019. 11. 16 (토)
나현오 교수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정책포럼
진행 : 채한정 교수(회원관리위원회 위원장)

Session 1: 가치기반 약료 개념의 도입 방안
좌장 : 강민구 교수(우석대학교 약학대학)/ 송영천 교수(삼육대학교 약학대학)


14:00~14:30

한일관에서 저녁식사
진행 : 채한정(회원관리위원회 위원장)
1, 회장님 인사
17:30~19:30
2. 신임교원 소개(전남/우석대학교)
3. 실무약학 분과 안내사항
4. 친교의 시간

아영미 교수

12:00~13:30 점심식사

13:30~14:00 가치기반 약료 수행을 위한 선진 교육/실습 사례

16:30~17:00 오동도 주변 산책

09:00~09:20 6년제 약학교육과 임상약학
토론 주제

양재욱 교수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TBD

09:20~10:10

가치기반약료: Value based pharmacy models 심미경 교수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and challenges

1. 6년제 교육과정에서의 실무실습
2. 6년제 교육과정에서의 약물치료학
3. 비교과과정에서 임상약학 교육

14:30~15:00 Coffee Break & Poster Standing

10:10~10:20 휴식

Session 2: 가치기반약료 연구의 활성화 방안
좌장 : 문홍섭 교수(목포대학교 약학대학)/ 김정태 교수(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진행 : 최경희 교수(회원관리위원회 위원)
10:20~11:00 조별 토론 결과 발표 및 전체 토의

15:00~15:30

다학제적 협력기반 가치기반약료(Value-Based
Pharmaceutical Care, VBPC) 연구의 활성화

송윤경 교수(대구가톨릭

15:30~16:00

지역사회에서 가치기반약료(Value-Based
Pharmaceutical Care, VBPC) 연구의 활성화

나현오 교수

16:00~16:30

Real World Data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기반약료 김민걸 교수
(Value-Based Pharmaceutical Care, VBPC)의 창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

조별 토론

토의조별 발표자

대학교 약학대학)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포스터 발표 및 구두발표 안내

사전등록 안내
※ 등록비
회원

일반(비회원)

대학원생

사전등록

150,000원

200,000원

70,000원

현장등록

200,000원

250,000원

100,000원

※ 포스터 발표 초록 제출 마감 : 11월 1일(금)

- 환불기준: 11/12(화)-전액환불, 11/13(수)-사전등록비의 80% 환불, 11/14(목)-환불 불가

※ 포스터 크기 : 가로 95 cm × 세로 150 cm 이내

- 연회비: 임원(100,000원), 일반회원(20,000원)

※ 포스터 게시 시간 : 11/14(목) 오후 12시 30분~11/15(금) 오후 4시
※ 초록접수 : 온라인 접수
(http://www.kccp.or.kr/abstract/2019_fall/main.html)

- 연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회원 등록비용이 적용됩니다.

※ 입금 계좌번호 : 농협 301-0206-6518-61 (예금주: 한국임상약학회)
※ 참가 신청방법 : 온라인 사전등록 (http://www.kccp.or.kr)
※ 사전등록 마감일 : 2019년 11월 1일(금)
※ 사무국 : Tel. 02-741-7529, E-mail. kccpgoal@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