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http://www.ksac.or.kr

| 등록안내

• 평점
분과전문의 연수교육 내과전문의 연수교육

의사협회 연수교육

5평점

• 등록기간
사전등록 : 2017년 10월 15일(일) 12:00
현장등록 : 2017년 10월 22일(일)
• 등록비
현장등록비

회원, 비회원

40,000원

60,000원

• 부스신청 마감 : 2017년 9월 29일(금)까지
• 강의록 / 슬라이드 접수 : 2017년 9월 29일(금)까지
• 사전등록 입금처
KEB 하나은행 630-008574-156 (예금주 : 대한화학요법학회)

Map

| 오시는 길

강남세브란스 병원 본관 3층 대강당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1 (도곡동)

http://gs.iseverance.com/guidance/map_drctn/location/

2017

대한화학요법학회
항생제 올바로 쓰기

개원의 연수강좌
일 자 • 2017년 10월 22일 (일) 08:50~16:00
장 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본관 3층 대강당

0 6 6 2 1

사전등록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23, 서초타운트라팰리스 806호
TEL : 02)557-1755 FAX : 02)6499-1755
E-mail : ksc@ksac.or.kr

구분

Invitation

Program

| 인사말

| 프로그램

2017 대한화학요법학회

존경하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환자에 대한 사랑과
의술에 대한 열정으로 진료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수고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대한화학요법학회에서는, 지난 5년간 일차의료
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감염질환과 그에 대한
항생제 치료에 대해 연수강좌를 개최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토의하고 배우는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 보다 개선된 연수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수강좌의 명칭을 “항생제 올바로 쓰기 개원의 연수
강좌”라고 바꾸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오늘날 항생제
내성의 문제는 인류에 실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혹
항생제가 없던 시대처럼 감염질환에 대해 속수무책인 때가
다시 도래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항생제
내성을 억제하려면 우선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번 연수강좌의 명칭과
내용에는 이런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진료현장에
도움이 될만한 항생제 처방지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소개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번 연수강좌에는 네 가지 감염질환에 대한 국내
진료지침 즉, 요로감염, 피부연조직감염, 상기도 감염,
하기도 감염이 소개될 것입니다. 최근 본 학회를 중심으로
이들 감염질환의 적절한 항생제치료에 대한 국내 진료지침을
개발 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이들 감염질환
진료지침 개발위원장들이 직접 진료지침들을 소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울러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기생충질환, 잠복결핵 등 현안이 되고 있는 주제도 다룰
것입니다.
바쁜 일정에 여유가 많이 없으시겠지만, 짬을 내어 이번
연수강좌에 참석하시면 분명 흥미롭고 유익한 학술의 장을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배우며 고민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부탁 드리며,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한화학요법학회장 김 성 민

항생제 올바로 쓰기

개원의 연수강좌
08:50 - 09:00
Session I

개회사
흥미로운 감염질환: 원인 미생물 분류에 따라

김성민 대한화학요법학회 회장
좌장: 김상일 (가톨릭의대)

09:00 - 09:40

바이러스 질환의 치료: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

이재갑 (한 림 의 대)

09:40 - 10:20

아리송한 기생충 감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김민재 (울 산 의 대)

10:20 - 10:40

휴식

Session II

개원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신 진료지침(1)

좌장: 배현주 (한 양 의 대)

10:40 - 11:20

피부 연조직 감염: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판단하기

최상호 (울 산 의 대)

11:20 - 12:00

요로 감염: 다양한 항생제 잘 활용하기

위성헌 (가톨릭의대)

12:00 - 13:00

점심

Session III

개원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신 진료지침(2)

좌장: 김민자 (고 려 의 대)

13:00 - 13:40

급성 상기도 감염: 언제 어떻게 항생제를 사용할까?

김신우 (경 북 의 대)

13:40 - 14:20

급성 하기도 감염: 지역사회획득 폐렴을 중심으로

강철인 (성균관의대)

14:20 - 14:40

휴식

Session IV

알아두면 도움 되는 감염관련 이슈들

좌장: 김성민 (인 제 의 대)

14:40 - 15:20

항생제 처방지원 프로그램 소개

이상오 (울 산 의 대)

15:20 - 16:00

잠복결핵, 치료해야 하나요?

박상원 (서 울 의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