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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감염약료 ASP 심포지엄 참가 신청 안내

목

1. 귀 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재)병원약학교육연구원 병원약학분과협의회 감염약료 분과에서는 항생제
스튜어드십 활동(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ASP)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나
날이 증가함에 따라 항생제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
기 위하여 2019년부터 “감염약료 ASP 심포지엄”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는 11/9(화)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실
시할 예정입니다. 심포지엄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 대상 : 한국병원약사회 정회원
나. 교육 일시 : 2021년 11월 9일(화) 13:00 ~ 17:00
다. 교육 방법 : 비대면 실시간 화상 교육 (플랫폼 ZOOM 사용 예정)
라. 신청 방법 : 한국병원약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교육센터 클릭해서 이동,
오프라인 교육 선택 → 분과 심포지엄 선택 → 신청하기 클릭
※ 교육신청 전에 반드시 병원약사회 홈페이지에 (온라인)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 진행 후, 1시간 이후 교육 신청 가능합니다.
※ 로그인 방법 : 병원약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퀵메뉴 <Smart Campus> 클릭시 자동 로그인

마. 신청 기간 : 10월 5일(화) ~ 11월 4일(목)
*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기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교육비 및 평점
교육비

평점

비고

50,000원

1점

정회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 수강료 결제 : 카드결제 혹은 가상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 단, 가상계좌 신청자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입금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기한(~11/4(목)) 내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미입금시 자동 신청 취소됩니다.

아. 문의 및 연락처
1) 교육 관련 : 사무국 한윤지 (02-583-8806 / kshpedu@kshp.or.kr)
2) 입금, 영수증, 시스템 장애 문의 : 휴넷 (1588-6559)

붙임 1. 2021년도 감염약료 ASP 심포지엄 일정 1부.
2. ZOOM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 참여 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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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감염약료 ASP 심포지엄 일정
▣ 일시 : 2021. 11. 9(화) 13:00~17:00
▣ 방법 :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 (http://zoom.us/)
▣ 프로그램
시간

분

내용

13:00-13:10

10

13:10-13:40

30

13:40-14:20

40

14:20-14:40

20

휴식

14:40-15:00

20

수술 전후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개요

15:00-15:30

30

15:30-15:50

20

15:50-16:00

10

휴식

16:00-16:30

30

ASP 그 후_지표관리

16:30~17:00

30

개회사
UpToDate_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K-ASP 어디까지 왔나?
- 국내 항생제 관리 관련 정책 및 연구 현황

아주대학교병원 항생제 관리 활동
- ASP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항생제 관리 활동
- 항생제사용관리 & 위원회

- 항생제 관리팀 활동 방안 집중토의 Q&A
- PKS 프로그램 통한 항생제 TDM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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