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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2019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공동 학술대회

행사
일정

안녕하십니까?
시 간
좋은 의사 양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의사 양성 주요 기관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처음으로 Academic Medicine 정착과

10:00~10:20

비 고

기조강연
10:20~10:50

One voice for Academic Medicine in Korea
Academic Medicine 구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좌장: 장성구 대한의학회장
연자: 한희철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

10:50~11:40

Medical Education Continuum:
The Foundation of Academic
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좌장: 김홍주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연자: John E. Prescott,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좋은 의사
양성을 위하여 기본의학교육과 졸업 후 교육을 한 자리에서 논의하고

내 용
[개회식] 개회사 및 축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AAMC Chief Academic Officer

KAMC Awards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1:40~12:00

2019 의학교육혁신상
2019 올해의 교수상

12:00~13:00

오찬

심포지엄
13:00~14:20

BME-GME 연계 교육과정 현황과 개발전략
BME 교육 현황
GME 교육 현황
패널토의

좌장: 은백린 대한의학회 학술이사
연자: 이종태 인제의대
연자: 김경식 연세의대

14:35~15:55

BME-GME 연계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
의사과학자 양성
경험자 사례발표
패널토의

좌장: 김병수 KAMC 의학교육평가단장
연자: 김종일 서울의대

16:10~17:30

의대생·전공의 수련환경과 복지
의과대학 인권보호 시스템 현황
수련병원 인권보호 시스템 현황
패널토의

좌장: 신찬수 KAMC 학술이사
연자: 최연호 성균관의대
연자: 김성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17:30~18:00

폐회식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한희철
대한의학회 회 장 장성구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회 장 김홍주

등록비 안내
구

분

참가비

교원 (전임, 비전임, 병원진료교원)
비교원 (펠로우, 조교, 행정직원 등)
전공의, 학생

5만원
3만원
무 료

※ 자세한 등록방법은 www.kamc.kr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