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상약학회
제22회 총회 및 학술대회
Think Together Tomorrow, Today!
11월 16일 (금) ~ 17일 (토)

일시

2018년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삼성컨벤션센터
한국임상약학회 (Korean College of Clinical Pharmacy)

주최

DAY 1 - 11/16 (금)

DAY 2 - 11/17 (토)

시간

주제

시간

주제

09:00-

등록

09:00-

등록
Session I: Clinical Pharmacy Research Network
좌장 : 김은경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Young Clinical Pharmacy Scientist Session
좌장 : 김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10:00-10:10

학문후속세대 발표 1

10:10-10:20

학문후속세대 발표 2

10:20-10:30

학문후속세대 발표 3

10:30-10:40

학문후속세대 발표 4

10:40-10:50

학문후속세대 발표 5

09:00-09:15

약대 6년제를 대비한 국외 임상약학 교육모델
및 성과 사례 조사연구

고려대학교/충남대학교 팀

09:15-09:30

중증질환자에서 약물상호작용과 QT연장
증후군의 관련성 분석

숙명여자대학교/아주대학교병원 팀

09:30-09:45

Patient specific antibiogram에 대한 국외
개발현황 조사 및 국내 도입 방안 모색

이화여자대학교/경희대학교 팀

09:45-10:00 종합토론

한국임상약학회 총회
11:00-12:00

2018년 총회

12:00-13:00

점심식사

Session II: 4차 산업혁명과 임상약학의 미래
좌장 : 유봉규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문홍섭 (목포대학교 약학대학)
10:00-10:20 바이오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약물-부작용 연구

Opening Ceremony
사회 : 김은경 (한국임상약학회 사무총장)
13:00-13:05
13:05-13:10
13:10-13:20

오정미 (한국임상약학회 회장)

축사

문애리 (대한약학회 회장)
이은숙 (한국병원약사회 회장)
한순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13:20-13:50
13:50-14:20

임상약학회 백서 발간

신현택 (백서발간위원장)

14:20-14:30
14:30-14:45

Break

14:45-15:00

기념인사

오정미 (한국임상약학회 회장)
이은숙 (한국병원약사회 회장)
김연수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한균희 (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15:00-15:30

환자중심의 다학제 약료서비스 모델 개발

김은경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5:30-16:00

Clinical consequences and prevention of
polypharmacy

최범순 (대한신장학회 학술이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6:00-16:15

17:15-17:55

10:45-11:10

Tips for development of mobile application about 윤휘열
pharmaceutical care: Focused on antibiotics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11:10-11:35

Deep-learning analysis of cancer
transcriptome database in clinical pharmacy

Pharmacist role in a multidisciplinary team

패널토론

옥찬영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이해원
(Biock)

11:35-12:00 블록체인과 임상약학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당뇨병 약물치료의 최신 지견

윤정현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14:00-15:00 호흡기질환 약물치료의 최신 지견

이주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5:00-16:00 면역항암제의 최신 지견

김경임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Closing Ceremony

16:00-16:30 학문후속세대 학술상, 우수포스터상
16:30-

이정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약제팀,
(재)병원약학교육연구원 병원약학분과
협의회 장기이식분과위원장)
Soo Min Jang
(Loma Linda University,
School of Pharmacy, USA)
나현오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조윤숙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폐회사

오정미 (한국임상약학회 회장)

사전등록 안내
•등록비
사전등록

Break
신장이식 팀의료에서 임상약사의 역할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Session III: 교육위원회 연수강좌 (병원약사회 연수교육 평점 2점 인정)

Special Session: 한국임상약학회-한국병원약사회-대한신장학회 공동 포럼
주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의·약사 협력모델 구축
좌장 : 이병구 (이화여대 약학대학), 양재욱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16:45-17:15

약료 개인정보 보호법제
– 약료 정보의 활용과 규제, 현재와 미래

시상식 (학술대상, 학술우수상, 젊은 임상약과학자상)

기념사진 촬영

16:15-16:45

10:20-10:45

개회사
인사말

김재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현장등록

분류
전 일정
연수강좌(단독)
전 일정
연수강좌(단독)

회원
150,000원
50,000원
180,000원
70,000원

일반(비회원)
200,000원
60,000원
250,000원
80,000원

대학원생
50,000원
50,000원
70,000원
70,000원

학부생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 환불기준: 11/14(수)-전액환불, 11/15(목)-사전등록비의 80% 환불, 11/16(금)-환불 불가
- 연회비: 임원(100,000원), 일반회원(20,000원), 병원약사회/학생회원(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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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1월 11일 (일)
•사무국 : Tel. 02-741-7529, E-mail. kccporkr@naver.com

포스터 발표 및 구두발표 안내

한국임상약학회
Korean College of Clinical Pharmacy

•포스터 발표 초록 제출 기간 : 11월 11일 (일)
•포스터 크기 : 가로 95 cm × 세로 150 cm 이내
•포스터 게시 시간 : 11/16 (금) 오전 9시 30분 ~ 11/17 (토) 오후 6시
•초록접수 : 온라인 접수 (http://www.kccp.or.kr/abstract/2018_fall/green/writ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