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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l Medicine

◉ 사전등록 안내

사전등록은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www.kaim.or.kr)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 시에는 정규등록 회비보다 20% 

감면하여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 기간 및 납부 안내

- 사전등록 기간: 2017년 6월 16일(금)까지

- 입금계좌: (하나은행) 891-910001-92404

- 예금주: 대한내과학회

-  사전등록 회비 송금 시 성명과 의사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12345) 

◉ 등록 회비

 

※ 원로회원(65세 이상, 1954년 1월 1일 이전 출생)은 등록 회비가 면제되며 
참석 시 연수강좌장에서 당일 명찰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사전등록 회비는 마감일 이후에 반환되지 않으므로 등록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내과학회에서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이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정보가 변경된 회원 

께서는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My Page)에서 개인정보(E-mail 등)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등 통신교통비의 비용 절감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평점 안내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5평점 

내과분과전문의 및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5평점 

0414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501호
TEL: 02) 793-4364, 4311   FAX: 02) 790-0993   
Homepage: http://www.kaim.or.kr
E-mail: kaim4364@kams.or.kr

대  한  내  과  학  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l Medicine

공지사항
등록안내

구분 사전 당일

분과전문의 40,000원 50,000원

전문의(전임의)·전공의 20,000원 30,000원

오시는 길

•지하철
ㆍ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ㆍ3호선: 고속터미널역 (2, 7번 출구/도보 10분)
ㆍ7호선: 고속터미널역 (3, 4번 출구/도보 10분)
ㆍ9호선: 고속터미널역 (7호선 3, 4번 출구/도보 10분)

•버스
ㆍB간선: 142, 462, 540, 642, 740
ㆍG지선:  3414, 5413, 서초13, 서초14, 서초21, 3420
ㆍR광역: 9408

반포대교

이수교
(김포공항방향)

정문

후문

서초역 2호선 (7번출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논현, 학동 경부고속도로

예술의 전당

삼성 래미안

메리어트호텔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 3호선 (2, 7번 출구)
고속터미널 7호선 (3, 4번 출구)
고속터미널 9호선

서울팔래스호텔
조달청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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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과대학
성의회관 마리아홀

※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평점 발급 기준에 관한 변경사항 공지
제2016-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에 따라 연수교육 출결관리 강화를 위하여 
교육 수강 시작과 종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2회의 출결 확인을 하고 체류 시간에 
따라 부분평점을 발급합니다. 반드시 명찰을 발급받으시고, 교육이 종료되면 출결을 
등록처에서 재확인하시어 참석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서를 
발급받은 회원에 한하여 대한의사협회로 평점이수자 명단이 보고되며(본인 외 발급 
불가), 인정평점은 연수교육 종료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평점 주요 변경사항

가. 출결관리 방법
-  자동출결관리시스템(바코드, RF 카드, 지문인식 등)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연수교육 등록대장 

필수 비치 및 교육 수강 시작과 종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2회의 출결 확인 의무(서명지 
사용시 에는 2회의 자필 서명, 바코드(RF 카드, 지문인식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2회의 접촉) 

나. 부분평점 기준
- 1~3 평점 신청: 2회 이상 출석 확인시 인정(부분평점 없음)
- 4~6 평점 신청: 2회 이상 출석 확인시 인정(부분평점 있음)

  •2시간 초과~3시간 이하: 3평점      •3시간 초과~4시간 이하: 4평점
  •4시간 초과~5시간 이하: 5평점      •5시간 초과~            : 6평점

※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방법
 •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edu.kma.org) ▶ My Page ▶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 대한내과학회: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www.kaim.or.kr) ▶ My Page ▶ 연수평점 확인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주최:	대한내과학회	혈액종양내과분과위원회

	 한국내과학연구지원재단



모시는글
2017년 대한내과학회 혈액종양내과분과 춘계 연수강좌

·일시: 2017년 7월 1일(토) 09:00~16:00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

대한내과학회 회원 선생님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대한내과학회 혈액종양내과분과위원회에서는 2017년 7월 1일(토) 가톨릭

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춘계 연수강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혈액과 종양 분야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각각 2세션씩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혈액분야는 ‘Supportive care in 

Hemato-oncology’를 주제로, 종양분야에는 ‘Precision medicine in 

Oncology’를 주제로 「Lung cancer」, 「Head and neck cancer」,  

「GI cancer」와 「Breast cancer」, 「Sarcoma」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

니다.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혈액종양분야를 전공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에 

관심이 많은 회원 선생님 모두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구성하였으니,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수강좌도 회원 선생님들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유철규

혈액종양내과분과위원회 위원장 안중배

   

09:00-09:10 Opening Remark  안중배 (혈액종양내과분과위원회 위원장)

SessionⅠ. Supportive care in Hemato-oncology (I)  좌장: 이홍기

09:10-09:40 Clinical practical guideline for using growth factor 장준호 (성균관의대)

09:40-10:10 Current guideline for neutropenic fever 이동건 (가톨릭의대)

10 : 10-10 : 30 Coffee Break

SessionⅡ. Supportive care in Hemato-oncology (II)  좌장: 이종욱

10:30-11:00 Management of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김여경 (전남의대)

11:00-11:30 Management of nausea/vomiting in cancer patients 문영철 (이화의대)

11:30-12:00 Clinical practical guideline for transfusion in cancer patients 조    덕 (성균관의대)

12:00-13:00 Lunch

SessionⅢ. Precision medicine in Oncology (I)  좌장: 윤환중

13:00-13:30 Lung cancer 이세훈 (성균관의대)

13:30-14:00 Head and neck cancer 윤    탁 (국립암센터)

14:00-14:30 GI cancer 황준일 (전남의대)

14:30-14:50 Coffee Break

SessionⅣ. Precision medicine in Oncology (II)  좌장: 정경해

14:50-15:20 Breast cancer 이경은 (이화의대)

15:20-15:50 Sarcoma 김효송 (연세의대)

15:50-16:00 Closing Remark  안중배 (혈액종양내과분과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