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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t a glance

존경하는 대한마취약리학회 회원 여러분

Venue : Kim Koo Museum and Library
D a t e : April 18, 2015

Convention
room 1
대한마취약리학회는 2015년 4월 18일(토)에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2015 대한마취약리학회

Program

Message 회장 인사말

Convention
room 2

Grand conference Small conference Small conference
room
room 1
room 2

08:30-09:00

등 록

09:00-09:20

Opening ceremony (Convention room 1)

병원 봉직의를 위한 refresher 강좌, 5) 간호사를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기초 강좌로 구성하였

09:20-10:00

Clinical Use of Arginine Vasopressin (Plenary Lecture, Convention room 1)

습니다.

10:00-10:30

Coffee break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 회원들의 다양한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1) 마취약리, 2) 의학물리 및 수학 심포지움, 3) 약동약력 시뮬레이션 워크숍, 4) 개원 및 중소

기조강연에서는 arginine vasopressin에 대한 전남대 유경연 교수님의 임상 경험 및 최신 연
구 결과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마취약리 심포지움에서는 임상 데이터 관리(clinical data

10:30-12:00

Anesthetic
pharmacology

Medical Physics and
Mathematics

management)를 위한 전자 자료 캡처 프로그램(electronic data capture program)을 소
개할 뿐만 아니라, 마취 약리 분야의 최신 지견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학 물리
및 수학 심포지움에서는 의공학 및 의료기기의 최신 지견과 실제 연구 사례에 대한 의견을 공
유하기 위하여 이 분야의 저명한 연자를 초빙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연구를 계획하고 있

Introduction to
anesthesiology for
nurses

12:00-13:10
13:10-14:30

PKPD simulation
workshop

Lunch
Anesthetic
pharmacology

Medical Physics and
Mathematics

Introduction to
anesthesiology for
nurses

PKPD simulation
workshop

는 연구자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약동약력 시뮬레이
션 워크숍에서는 MS excel과 PKPD tools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강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다

14:30-14:50

양한 약물의 약동약력 시뮬레이션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반에 대한 기초 강좌를

14:50-16:10

Anesthetic
pharmacology

Medical Physics and
Mathematics

진행할 예정이오니 간호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개원 및 중소병원 봉직의로 근무하시는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16:10-16:30

Introduction to
anesthesiology for
nurses

소개된 신약 혹은 장비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봉직의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또한 부탁 드립니다.

2015년 4월 18일

17:30-17:40

Poster presentation

Coffee break
(15:20~15:40)
PKPD simulation
workshop

Coffee break

refresher 강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관리, 응급상황의 마취 관리, 그리고 최근 임상에
16:30-17:30

Refresher course for
anesthesiologists
(14:00~15:20)

Coffee break

Poster presentation

Introduction to
anesthesiology for
nurses

Refresher course for
anesthesiologists
(15:40~17:00)
Coffee break
(17:00~17:30)

Closing ceremony (Convention room 1)

대한마취약리학회 회장 정 성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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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hetic

Anesthetic pharmacology
Anesthetic pharmacology

Venue : Convention room 1
T i m e : 09:00~17:30
pharmacology

마취약리 심포지움에서는 먼저, 전남의대 유경연 교수님께서 바소프레신의 임상적용에 관한 기
조강연을 해주실 것입니다.

Time

Topic

Speaker

09:00~09:20
(20 min)

Opening ceremony

09:20~10:00
(40 min)

Plenary Lecture, Clinical Use of Arginine
Vasopressin

10:00~10:30
(30 min)

Coffee break

특별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10:30~11:00
(30 min)

Open source for clinical trial, OpenClinica

임상에서 그 목적이 연구이든, 진료이든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

11:00~11:30
(30 min)

Research electronic data capture, REDCap

11:30~12:00
(30 min)

Clinical data registry for a retrospective
study

12:00~13:10
(70 min)

Lunch

13:10~13:50
(40 min)

Brain and genomics, new research
territories in anesthesiology:
pharmaceutical perspective

Youngjun Eum
(Mundipharma
Korea)

13:50~14:30
(40 min)

Erythropoietin and organ protection

Taeyop Kim
(Konkuk University)

14:30~14:50
(20 min)

Coffee break

14:50~15:30
(40 min)

Opioid-induced hyperalgesia in surgical
patients

Hyeonjeong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15:30~16:10
(40 min)

Population pharmacokinetics and
analgesic potency of oxycodone

Byungmoon Choi
(University of Ulsan)

16:10~16:30
(20 min)

Coffee break

각자 연구한 자료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포스터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16:30~17:30
(60 min)

Poster presentation

마취 약리에 대한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연구 업적이 뛰어난 연자를 초빙하였으므로 회원님들의

17:30~17:40
(10 min)

Closing ceremony

바소프레신은 전신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킴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현저히 감소되는 위기 상황에
서는 필수 생명유지 기관인 뇌나 심장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마취통증의학과 영역에서 바소프레신을 승압제로 사용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서 발생한 저혈압 치료 가능성에 대하여도 임상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
습니다.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유경연 교수님의 연구결과를 참가자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한 것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위하여 전자 증례기록서(Electronic Case
Report Form, eCRF)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본 심포지움의 첫 번째 세션에
서는 무료 전자 자료캡처(electronic data capture) 시스템인 OpenClinica와 REDCap을 소개
하고, 실제 진료 과정에서 clinical data registry를 구축한 예를 다루어, 효율적인 자료관리 방법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의 새로운 연구 영역인 뇌와 유전체학을 제약의사 입장에서
소개하는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새로운 연구 분야를 탐색 중인 선생님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허혈 증상으로부터 erythropoietin의 장기 보호 효과도 준비되어 있습
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술중 아편유사제로 인한 통각과민을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정주용 자가통증조절장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oxycodone의 약동학적 특성과 주요복부수술을 받는 환자에서의 역가(potency) 및 최소유효진
통농도에 대한 최신의 국내 연구결과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연구진들이 지난 1년간

Kyungyeon Yoo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air

Sooil Lee
(Donga University)

Kitae Jung
(Chosun University)
Jeongwoo Le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ulwoo 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eeso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ejung Baik
(Ewha Womans
University)

Ilok Lee
(Korea University)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약물에 대한 임상연구와 약동학적 특
성에 기반한 환자 진료에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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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

Medical Physics and Mathematics
Medical Physics

Venue : Convention room 2
T i m e : 09:00~17:40

Topic

Speaker

비하였습니다.

09:00~09:20
(20 min)

Opening ceremony (convention room 1)

첫 번째 세션은 환자 감시 장치에 사용하는 의료장비의 원리 및 임상적 적용 방법을 다루게 될 것

09:20~10:00
(40 min)

Plenary Lecture (convention room 1)

10:00~10:30
(30 min)

Coffee break

10:30~11:00
(30 min)

Quick differential diagnosis of acute
hypoxia by lung sonopraphy: BLUE
protocol

Dongmin Jang
(Asan Medical
Center)

11:00~11:30
(30 min)

Various approaches to determine level of
consciousness

Sanghyun Park
(Korea University)

11:30~12:00
(30 min)

Personalized traits monitoring method
based on oscillometric arterial blood
pressure measurement

Youngsuk Shin
(Chosun University)

12:00~13:10
(70 min)

Lunch

13:10~13:50
(40 min)

Fluid optimization using noninvasive
cardiovascular monitors

Joungmin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려할 때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13:50~14:30
(40 min)

Smart hospital based on internet of things

Jaehong Park
(Inje University)

의료기기 및 이의 기저 학문이 되는 물리와 수학에 조예가 깊고, 임상적 경험이 풍부한 연자를 초

14:30~14:50
(20 min)

Coffee break

14:50~15:30
(40 min)

Introduction to altitude medicine

Kwangsuk Seo
(Seoul National
University)

15:30~16:10
(40 min)

Introduction to space medicine

Byunghoon Yoo
(Inje University)

16:10~16:30
(20 min)

Coffee break

16:30~17:30
(60 min)

Poster presentation

17:30~17:40
(10 min)

Closing ceremony

입니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술중 저산소증의 원인을 신속하게 감별할 수 있는 BLUE protocol,
의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새롭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 오실로메트리 방식의
혈압측정 때 혈관경화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IT 분야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자 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비침습적으로 심혈관계를 감시하여 수액 투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소개
하고, 이어서 IT 기반 smart hospital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
다. 두 강좌 모두 가장 최신의 테크놀로지이므로 놀라운 강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그 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고산의학(altitude medicine), 우주의학(space
medicine)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기압의 변화로 인한 신체의 생리적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극단
적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
적인 임상에서 이 분야를 접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저희가 공부하고 다루는 여러 관련 분야를 고

빙하였으므로 의료기기와 관련된 회원님들의 학문적 욕구 및 임상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데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료기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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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Medical Physics and Mathematics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의 기저학문이 되는 의학물리 및 수학에 대한 심포지움을 준

Jungun Le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angkyi Le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oonim Kim
(Soonchunh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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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PD simulation workshop
Venue : Small conference room 1
T i m e : 09:00~17:40
PKPD

약동약력 시뮬레이션 워크숍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만큼, 구성과 깊이 면에서 더욱 완숙해졌다
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프로포폴의 Schnider 모형 개발자이신 Thomas Schnider (St. Gallen,
Switzerland)와 remifentanil의 Minto 모형 개발자인 Charles Minto (Sydney, Australia)
가 공동으로 만든 PKPD tools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주대학교 박종국 교수님께서 직접 개발
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템플릿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실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세션 모두에서 단회 정주나 지속정주와 같은 수동 투약법을 사용하였을 때, 약동약력 모수 추
정값이 다르면,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혈장농도 및 효과처 농도 예측값도 달라진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목표농도조절주입법으로 마취제를 투여하였을 때, 설정한 약

껴졌던 약동약력학이 보다 쉽게 다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8

The Korean Society for Anesthetic Pharmacology

Topic

Speaker

09:00~09:20
(20 min)

Opening ceremony
(convention room 1)

09:20~10:00
(40 min)

Plenary Lecture (convention room 1)

10:00~10:30
(30 min)

Coffee break

10:30~12:00
(90 min)

PKPD tools
- tpeak and Vdpeak
- Context sensitive decrement time
-Manual infusion

12:00~13:10
(70 min)

Lunch

13:10~14:10
(60 min)

PKPD tools
-Target controlled infusion

Dongwoo Han
(Yonsei University)

14:10~14:30
(20 min)

MS Excel
-Function and chart in Excel

Jongcook Park
(Cheju National University)

14:30~14:50
(20 min)

Coffee break

14:50~15:20
(30 min)

MS Excel
-Basic pharmacokinetics

15:20~17:10
(110 min)

MS Excel
-1, 3 compartment mammillary models and effect-site
concentration simulation
Pharmacodynamic simulation

17:30~17:40
(10 min)

Closing ceremony (convention room 1)

Dongwoo Han
(Yonsei University)

PKPD workshop

동력학 모수 추정값에 따라서 투여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비교해 볼 수 있으므로, 어렵게 느

Time

Jongcook Park
(Che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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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esher course for anesthesiologists
Refresher course for anesthesiologists working in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
Refresher

Venue : Small conference room 2
T i m e : 14:00~17:40

anesthesiologists

대한마취약리학회는 금번 학술대회에서 개원 혹은 중소병원에 봉직하고 계시는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을 위한 refresher course를 준비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접하거나 익혀야 할 정보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마
취통증의학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희 대한마취약리학회가 다루고 있는 약리 및 의료기기 분

Time

Topic

Speaker

야 역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불과 수년 전에 배운 지식이 더 이상 최신 지식이 아니게
된 상황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New trends in airway management

Seongheon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4:40~15:20
(40 min)

Emergency anesthetic cares:
anaphylaxis, airway obstruction and
malignant hyperthermia

Hyojin Byun
(Yonsei University)

15:20~15:40
(20 min)

Coffee break

15:40~16:20
(40 min)

Pharmacology and clinical use of
relatively new anesthetic drugs:
dexmedetomidine, sugammadex

Jeongwha Seo
(Seoul National University)

16:20~17:00
(40 min)

Monitoring level of consciousness
and analgesia

Teojeon S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17:30~17:40
(10 min)

Closing ceremony
(convention room 1)

저희가 이번 refresher course에 준비한 것은, 이미 대학병원에서는 많이 전파되어서 더 이상 최
신지식이 아니거나, 이미 알고 있는 의학 지식 중 평소 경험할 기회가 적어서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는 분야입니다.
먼저, 후두경 이외에, 기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장비들이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도
관리의 최신 지견을 준비하였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작용기전의 진정제인 dexmedetomidine
이 임상에 사용되고 있으며 마취 중 환자 관리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sugammadex

Sungsu Chu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fresher course for anesthesiologists

14:00~14:40
(40 min)

Chair

Kyemin Kim
(Inje Univerisity)

의 등장으로 근이완 가역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므로, 이 약물들의 약리적 특성과 임상 사용
실례 및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뇌파를 이용하여 마취 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혹은 장비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
되어 있고, 특히 진정법을 이용한 시술 및 수술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 분야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
습니다. 최근에는 통증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개발되면서 마취 중 환자의 의식
뿐만 아니라 통증의 정도까지 평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표나 장비의 기저 학문은
뇌 혹은 자율신경계의 생리학, 복잡한 수학이나 통계를 이용한 신호분석 기법 등이라고 볼 수 있
습니다. 이번 refresher course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자에 언론에서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를 틈날 때마다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취
통증의학과 의사라면 누구든지 반사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여러 응급 상황 중 아나필락시스, 기도
폐색, 악성고열증의 응급 관리 방안에 대한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강산이 변하는데 10년씩이나 걸렸습니다. 오늘날의 의학은 변화 주기가 이보다 훨씬
짧을 것입니다. 대학병원에 주로 근무하는 저희 대한마취약리학회 회원들이 마취통증의학 사회
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공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번 refresher
course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참여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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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anesthesiology for nurses
Nurses

Venue : Grand conference room
T i m e : 09:00~16:20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여러분!
저희 학회에서는 금번 대한마취약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2회째 간호사를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기초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간호사 여러분은 마취간호 및 회복간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고 저희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수면제, 진통제 및 근이완제의 약리 작용, 마취심도 및 신경
근 감시, 목표농도조절주입법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강의를 준비하였
습니다.
본 강좌를 듣고 이해하시면, 그 동안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각종 마취제의 특성을 비롯하여 술중
감시장치의 이론적 배경부터 감시과정에서의 주의점을 익히게 되어 실제 근무하시는데 많은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환자 안전에 관심이 많으신 간호사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The Korean Society for Anesthetic Pharmacology

Topic

Speaker

09:00~09:20
(20 min)

Opening ceremony (convention room 1)

09:20~10:00
(40 min)

Plenary Lecture (convention room 1)

10:00~10:30
(30 min)

Coffee break

10:30~11:00
(30 min)

Hypnotics and analgesics

Sooyoung Cho
(Ewha Womans University)

11:00~11:30
(30 min)

Neuromuscular blocking agents

Yonghun Lee
(Asan Medical Center)

11:30~12:00
(30 min)

Hemodynamic monitoring

Jeongwoo Le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12:00~13:10
(70 min)

Lunch

13:10~13:40
(30 min)

Monitoring of anesthetic depth

Taeha Ryu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3:50~14:20
(30 min)

Neuromuscular monitoring

Sangseok Lee
(Inje University)

14:30~14:50
(20 min)

Coffee break

14:50~15:20
(30 min)

Introduction to basic pharmacology for the target
controlled infusion

Byunggun Lim
(Korea University)

15:20~15:50
(30 min)

What should we know about target controlled infusion?

Soyeon Kim
(Yonsei University)

15:50~16:20
(30 min)

Practical anesthetic nursing based on anesthetic
pharmacology

Eunsoo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5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ies for Anesthetic Pharma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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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등록안내

대한마취약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등록비 납부 방법

일시 : 2015년 4월 18일 (토) 09:00-17:40

-카드결제 : 홈페이지 접속 후 결제(현장등록시 카드결제 불가)

장소 : 백범 김구 기념관

-무통장 입금 : 하나은행 627-910003-86805 / 대한마취약리학회

사전등록 마감

포스터 초록 마감

2015년 4월 1일(수)

2015년 3월 28일(토)

대한의사협회 평점 : 6점

E-Book 배포 안내 (e-초록집)
등록비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환경사랑과 저자권 보호를 위해 종이로된 책자 형태의 강의록을 제작하지 않고
학술대회

간호사 기초강좌

Refresher
course

PKPD simulation
workshop

사전
등록

회 원

30,000원

30,000원

30,000원

50,000원

비회원

50,000원

50,000원

50,000원

100,000원

현장
등록

회 원

40.000원

40.000원

40.000원

비회원

60,000원

60,000원

60,000원

현장등록
불가

※대한 마취약리학회 회원 가입 후 사전 등록 가능하십니다. (회원가입 안내 16page 참조)

e-book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선생님께서는 e-book을 열람 하실 수 있는 전자기기(스마트폰, 테블릿 PC, 노트북 등)를
반드시 지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전 등록을 하신 선생님께 학회 개최 2-3일 전에 e-book열람에 관련하여
별도의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 02-459-8251 팩스 : 02-459-8256
이메일 : ksap@ksap.co.kr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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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www.ksap.or.kr 에서만 사전등록 가능합니다.

마취약리학회 회원 가입 안내

오시는 길

대한마취약리학회 회원 여러분, 2015년도 회원의 자격을 갱신할 수 있도록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
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sap.co.kr)의 My pag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한마취약리학회는 회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년 4월
에 개최하는 대한마취약리학회 학술대회를 포함하여, 저희 학회 주관 의료기기 및 생리학 심포지움 등록비가 할인됩니
다. 약동약력학 분석에 필수적인 NONMEM 워크숍, 통계 이론과 R을 이용한 실습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회귀분석 워
크숍 또한 저렴하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은 Anesthesia and Pain Medicine에 발표한 논문 성과에 따라서 대한마
취약리학회 학술상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연구기금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
여 받게 됩니다.
대한마취약리학회는 대용량 서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증례 기록지를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는 e-CRF
(electronic case report form)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웹 기반 임상연구 관리 시스템으로 고품질의 임
상 데이터 베이스 관리가 가능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의 강력한 편집기능으로 멀티센터 연구의 경우 데이터 관리가
매우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대한마취약리학회는 e-CRF에 관한 정기적인 강좌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회원
은 할인된 참가비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회원 혜택 이외에, 저희 학회와 협력하는 여러 연구기관의 저명한 학자들과 학술적, 인적 교류를 맺
을 수 있고 이는 회원 개개인의 연구 역량 강화와 더 나은 진료로 이어질 것입니다.

혜택
·심포지움 등록비 할인
·워크샵 등록비 할인
·마취약리학회 학술상 후보 자격
·마취약리학회 학술연구기금 신청 자격
·e-CRF (electronic-case report form) 무료 활용 가능

회비
·정회원 (Full membership): 100,000원 / 년
·전공의회원 (Resident membership) : 30,000원 / 년
·간호사회원 및 일반회원 (Nurse or nonMD): 20,000원 / 년
간호사 회원 및 일반회원은 사무국 승인후 가입 처리 완료 됩니다.

회비 납부방법 안내
·www.ksap.co.kr에 접속하시어, 회원 가입 후 신용카드결제 혹은 계좌이체
·계좌정보 : 하나은행 627-10003-86805 대한마취약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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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Bamgogae-ro 1-gil, Suseo-dong, Gangnam-gu, Seoul, 135-539, Korea
Tel. +82-2-459-8251(02-459-8251)
Fax. 02-2040-7735 | Email. ksap@ksa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