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상약학회 제 24회 총회 및 학술대회
1일차 (11월 19일 목요일)

뉴노멀시대
임상약학
교육-연구-실무의
성과와 도전
일 시 11월 19일(목) ~ 20일(금)

장 소 온라인(추후 링크 제공 예정)

사전등록 안내
▶

주제 및 시간

사전등록

일 반
(비회원)

학생회원

50,000

150,000

20,000

- 사전등록 마감일: 2020년 11월 17일
- 참가 신청방법: 온라인 사전등록(http://www.kccp.or.kr)
- 연회비: 임원 및 일반회원(100,000원)
학생회원(10,000원)
- 연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회원 및 학생회원 등록비 적용됩니다.
- 입금계좌번호: 농협 301-0206-6518-61
(예금주: 한국임상약학회)
- 환불기준: 11/17-전액환불,
11/19 이후-환불 불가
- 사무국: 02-741-7529
E-mail:kccpgoal@gmail.com

좌 장
최경식 교수(한양대학교 약학대학)

CPRN 성과보고
09:00~09:10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된 유전적 다형성 분석

이미진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09:10~09:20

한의 치료가 빈번하게 적용되는 질환에서 한방치료의 병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연구

정은경 교수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09:20~09:30

노인의 다약제 사용 및 노인에게 부적절한 약물 사용 개선을 위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정선영 교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09:30~09:40

휴

식
젊은임상약과학자 발표

09:40~09:55

Physiologically based pharmacokinetic prediction of tramadol

신광희 교수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09:55~10:10

Analysis of Drug Abuse on Twitter Using Machine Learning

김명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10:10~10:25

Model-based dosing optimization of cefazolin in obesity

정은경 교수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10:25~10:40

질의응답

10:40~11:00

학회장 인사말 및 축사

11:00~11:30

시상식

11:30~13:00

정기 총회

13:00~14:00

점

주제 및 시간

Session 2
뉴노멀시대 선도를 위한 임상약학 연구의 변화와 혁신

좌 장
곽혜선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14:00~14:30

기조연설
새로운 시대의 임상약학 연구 현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접근방안

이숙향 교수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14:30~14:35

질의응답

14:35~14:45

휴

14:45~15:15

뉴노멀 고령시대 약물안전사용 연구

이주연 교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5:15~15:45

중환자 관리 뉴노멀을 위한 혁신 연구법

장민정 교수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15:45~15:55

휴

15:55~16:25

다학제 의료질 개선 프로그램을 이용한 뉴노멀 선도 혁신

신수영 교수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16:25~16:55

RAAS inhibitor사용에 따른 COVID19 예후 연구;
Research on renin-angiotensin-aldosterone system inhibitors
and COVID-19-related outcomes

정선영 교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16:55~17:05

질의응답

17:05~17:10

2일차 학회 소개 및 만찬

등록비
회 원

Session 1
뉴노멀시대 임상약학 연구회 및 젊은임상약과학자의 성과

심

식

식

2일차 (11월 20일 금요일)
주제 및 시간

Session 3
뉴노멀시대 임상약학을 위한 다학제 융합과 디스턴스 러닝 교육

좌 장
양재욱 교수(삼육대학교 약학대학)

09:30~10:00

기조연설

Sarah McBane, PharmD, CDE,
BCPS, FCCP, FCPhA, APh.,
Founding Associate Dean for
Pharmacy of UCI

10:00~10:15

질의응답

10:15~10:45

기조연설
Education Reimagined: Lead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a
Doctor of Pharmacy Curriculum in the Virtual Era

10:45~10:55

질의응답

11:00~11:25

임상약학 분야 다학제융합교육에 대한 고민과 방안의 모색

김경임 교수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11:25~11:50

실시간 환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한
약물치료학 디스턴스 러닝 교육

심미경 교수
차의과대학 약학대학

11:50~12:00

질의응답

12:00~13:30

점

주제 및 시간

Session 4
뉴노멀시대 임상약학 실무교육의 도전

좌 장
문홍섭 교수(목포대학교 약학대학)

13:30~14:00

기조 연설
팬데믹 시대 의학교육을 통해 바라본 임상약학교육이 나아갈 방향

노혜린 교수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14:00~14:30

기조 연설
임상실무교육을 위한 시뮬레이션 센터활용 방안

송라윤 교수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14:30~14:45

질의응답

14:45~15:00

휴

15:00~15:30

약제부에서 본 의료기관 실습 성과와 도전

김재연 부회장
한국병원약사회/서울아산병원 약제팀

15:30~16:00

언택트 시대, 의료기관 실무실습의 나아갈 방향

최경희 교수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16:00~16:30

코로나 시대 실습의 도전과 응전: Untact mentoring

송영천 교수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16:30~16:45

질의응답

16:45~17:00

우수 포스터 상 시상

17:00~17:15

폐회사

Edith Mirzaian, Pharm.D., BCACP
Assistant Dean of Curriculum
USC School of Pharmacy

심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