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등록    http://www.kmacongress.org/

 등록비: 무료 (일부 프로그램 제외) 

 등록기간: 2014년 2월 10일(월) ~ 2014년 5월 23일(금)

 등록 방법

사전 등록 구분 안내

의협회원 및 의대학생 :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전공의, 전국 의과대학생 

보건의료계 종사자  :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아닌, 보건의료계 종사자 

                   -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원, 대학생 

                   (약대, 간호대, 공과대, 한국과학기술원)  

일반인 참가자 :  대한민국 의학 Expo 참가자  

- 의협회원 및 의대학생, 보건의료계 종사자께서는 프로그램 선택 시 일자별 상세 프로그램

을 확인하시어,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인 참가자의 경우 대한민국 의학 Expo(전시장 내 프로그램 및 대국민 강좌) 참가가 

가능하오며, 학술 프로그램 참석을 원하시는 일반인 참가자께서는 일자별 상세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평점 안내

대한의사협회 제34차 종합학술대회에서는 대회 참석 시 참가자에게 1일당 최대 6점의 평점

이 부여 되며, 총 3일간의 대회 참석 시 18점이 인정됩니다.

평점 인정을 위하여 세션장 입장 시 입구에 비치된 바코드 리더기에 네임택의 바코드를 반

드시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참여학회 및 산하 · 유관단체 참가자를 포함하여 모든 참가자는 대한의사협회 제34차 종합

학술대회 공용 네임택 패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제34차 종합학술대회 공용 네임택 미 착용자는 모든 세션장 및 전시장 입장

이 불가합니다. 



Sessoion 1 How   to enhance synergy from bench to bed

Venue Coex Grand   Ballroom #102

Time 13:30~15:30 on   June 27 (Fri) 

(English Session)

13:30-15:20  
(110')

[의약학합동심포지엄] How to enhance synergy from 
bench to bed   

그랜드볼룸 102호 
(1F)

좌장 신상구, 서울대학교

13:30 - 13:35 
(05') 의학회  및 약학회 시작인사 　 　

13:35 - 13:40 
(05') 세션  소개 신상구 서울대학교

13:40 - 14:05 
(25') Discovery  and biomarker 박영자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14:05 - 14:30 

(25')
Early  phase development using 
biomarker 임동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4:30 - 14:55 

(25') Late  development strategy 김정애 LG  생명과학

14:55 - 15:10 
(15') Discussion 　 　

15:10 - 15:20 
(10') Closing 　 　

Session 2 제약산업! 미래의 전략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Venue Coex Grand   Ballroom #102

Time 16:00~18:00   2014년 6월 27일(금) 

16:00-18:00  
(120')

[의약학 합동 심포지엄] 제약 산업! 미래의 전략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랜드볼룸 
102호 (1F)

좌장 김철준, 한독　　

16:00 - 16:05 
(05') 세션  소개 　 　

16:05 - 16:30 
(25') Bio  similar 유럽 개발 경험 김호웅 셀트리온

16:30 - 16:55 
(25') 국내  고혈압 약제 개발 경험 전용관 보령제약

16:55 - 17:05 
(10') Panel Discussion　　

15:30~16:00 Break 　

(프로그램 안내)

w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kmacongress.org/ 참조 부탁드립니다.



17:05 - 17:15 
(10')

패널  1: 검토자 입장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신
약개발 역량, 신약개발 동반자로의 검토자의 역
할과 역량개발

이선희 식약처

17:15 - 17:25 
(10')

패널  2: 임상 연구자 입장에서 보는 우리나라
의 신약개발 역량, 신약개발 과정의 연구자의 역
할 과 향후 발전과제

방영주 서울대학교

17:25 - 17:35 
(10')

패널  3: 신약후보군 발굴 입장에서 보는 우리
나라의 신약개발 역량, 신약개발 동반자로의 도
전과제

이봉용 대웅제약

17:35 - 17:50 
(10')

패널  4: 신약개발을 정책으로 이끌기 위한 우
리나라의 정책 입장, 향후 개발 방향 정윤택 보건산업진흥원

17:50 - 18:00 
(10') 정리　　

Session 3 개원의 협의회 프로그램 - 노인의 약물치료

Venue Coex 컨퍼런스룸 208호 (2F)

Time 09:00~12:00  2014년 6월 29일(일) 

09:00-12:00  
(180') 개원의 협의회 프로그램 - 노인의 약물치료 컨퍼런스룸 208호 (2F)

좌장 김경수,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 임상약리학회　　

09:00-09:30 (30') 노인의  특성과 임상적 기능 원장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09:30-10:00 (30') 노인  약물 치료의 원칙 정재용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10:00-10:20 (20') 다약제  처방과 노인 약물 치료 윤종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10:20-10:40 (20') 노인  약물치료의 경험과 흔하게 접하
는 부작용 김광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병 내과

10:40-11:00 (20') 노인에서의  관절염 치료 약물의 임상
적용의 주의점 홍승재 경희대학교병원  

류마티스 내과

11:00-11:20 (20') Break

11:20-11:40 (20') 노인에서의  당뇨병 치료의 약물 임상
적용의 주의점 장학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과

11:40-12:00 (20') 노인에서의  정신과 약물 치료의 주의
점 황태연 용인정신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