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등록방법 : 대한임상독성학회 홈페이지
( http://ksclintox.jams.or.kr) 접속 및 회원가입
하신 후 사전등록 접수(접수시 메모란에 면허번호
입력)하시고 등록비를 계좌이체 해주시면 됩니다.
입금시 등록자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등록마감 : 2
 017년 3월 19일(일)
등 록 비:전
 문의 5만원, 전공의 3만원, 간호사/응급구조사 2만원
등록계좌 : 국민 270101-04-301626 전우찬(대한임상독성학회)

오시는 길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하차, 도보 5분
버 스 : A. 창경궁입구 하행
파랑(간선버스): 101, 102, 104, 106, 107, 108, 140, 143, 150,
160, 161, 162, 171, 172, 272, 301
초록(지선버스): 1018, 1148
B. 창경궁입구 상행
파랑(간선버스): 151, 171, 172, 272

대한임상독성학회
2017년 연수강좌

C. 대학로 혜화역 3번출구 앞 하행.
파랑(간선버스): 109, 151, 273 초록(지선버스): 1012, 2112, 종로12
D.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 상행
파랑(간선버스): 101, 102, 104, 106, 107, 108, 109, 143, 149,
150, 160, 161, 273, 301, 407
초록(지선버스): 1148, 2112, 종로08
※ 주차는 서울대학교병원내 일반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임상독성학회 권유선
전화 031)910-7597 이메일 ksclintox@gmail.com

일시.

2017년 3월 23일(목) 오후 12:00 ~ 18:00

장소.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임상 제1강의실

평점.

대한의사협회 4점

대한임상독성학회 2017년 연수강좌

모시는 글

프로그램

2017년 대한임상독성학회 연수강좌 개최를 기쁘게 생각
합니다.

12:00-12:50 Registration
12:50-13:00 Congratulatory remark
대한임상독성학회장

급성 중독환자의 특성상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함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급실 현장에서 독성물질에 대한
배경지식과 실제적인 임상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초기 치
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임상독성학
회는 2015년부터 응급구조사, 간호사, 전공의를 대상으
로 병원 전 단계와 응급실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
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수강좌를 개최해 오고 있는바 금번
에 3회째를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Session 1: Initial evaluation of the poisoned patient
좌장 대한임상독성학회장 노형근 · 전남의대 응급의학과 전병조
13:00-13:30 Prehospital management of poisoned patient
서울의대 응급의학과 이경원
13:30-14:00 History taking and P.Ex. (toxic syndrome)
한양의대 응급의학과 강형구
14:00-14:30 L aboratory evaluation (osm, anion, rhabdo,
lactate, dysHbnemia and others)
연세원주의대 응급의학과 김 현
14:30-15:00 General management

2017년 대한임상독성학회 연수강좌는 1부에서는 중독
환자의 병원 전 단계의 치료, 독성 증상, 검사소견 등 일
반적인 초기 진료지침, 2부에서는 응급실에서 흔히 접하
게 되는 농약 및 오남용 된 약물에 대한 실제적인 치료 방
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노형근

15:00-15:30 Antidote

고려의대 응급의학과

김수진

가톨릭의대 응급의학과

소병학

15:30-15:50 Break time
Session 2: Real Management of poisoning from common
toxic substances
좌장 인제의대 응급의학과 김경환 · 연세의대 응급의학과 정성필
15:50-16:20 Acetaminophen/NSAIDs
울산의대 응급의학과

진료 등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응급 현장에서
급성 중독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실 종사자들이 많이 참석
하셔서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 2월

노형근
이사장 김경환

대한임상독성학회 회장

오범진

16:20-16:50 Organophosphate/Carbamate
경북의대 응급의학과

이미진

16:50-17:20 Glyphosate

전남의대 응급의학과

문정미

17:20-17:50 Beta blockerr/CCB

고려의대 응급의학과

이성우

17:50-18:00 Discussion & Closing remark
대한임상독성학회 이사장

김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