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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참조

「의료전문가를 위한 동효의약품 핵심 정보 개정증보판」
책자 발간 안내

1. 귀 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산하 ‘병원약학분과협의회’ 소속 15개 분과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심포지엄,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 전문가
자문위원 참석, 지침서 및 책자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그 중 의약정보 및 심혈관계약료 분과가 공동 협력하여 2016년 「의료전문
가를 위한 동효의약품 핵심 정보」 초판을 발간한 이후, 올해는 11개 분과가 참여하여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혈당강하제, 항암제(Monoclonal antibody, kinase inhibitors),
항바이러스제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의료전문가를 위한 동효의약품 핵심 정보 개정
증보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4. 본 책자는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순환기계, 내분비와 대사계, 위장관계, 비뇨
기계, 혈액계, 면역계, 종양, 전신감염 치료제에, 정맥영양 제제까지 11개의 분야로 나
누어, 총 811개 품목에 대해 함량에서부터 작용기전, 적응증, 용법·용량, 약물동력학,
부작용, 약가 등을 비교 정리하여 한눈에 보기 편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의약정보 담당
자를 비롯하여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 책자 수록 내용 및 구입 방법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원 여
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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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서명 : 의료전문가를 위한 동효의약품 핵심 정보 개정증보판

나. 수록 내용
· 총 811 품목 의약품 수록 (총 414페이지)
목 차
- Central Nervous System Agents

표 지

- Respiratory Agents
- Cardiovascular Agents
- Endocrine and Metabolic Agents
- Gastrointestinal Agents
- Genitourinary Agents
- Hematologic Agents
- Immunologic Agents
- Antineoplastic Agents
- Systemic Anti-infectives
- Parenteral Nutrition
다. 금액 : 책값 30,000원 + 배송료 별도
※ 배송료 - 권수별 상이(1~10권까지 4,400원, 11~15권까지 5,500원)
- 제주 및 도서 지역 배송비 3,300원 별도 추가
라. 구입 신청 방법
- (재)병원약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www.kshp-erc.or.kr) 우측 하단
[BOOK STORE] 배너에서 온라인 신청 : 2022.1.6(목)부터 구입 가능
마. 입금 계좌 : 하나은행 779-910011-19804 (재)병원약학교육연구원
바. 문의 및 연락처 : 사무국 한윤지
(Tel. 02-583-8806 / kshperc8806@ksh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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