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RC 회
수 신

CRC 회원

참 조
제 목

‘한국임상연구코디네이터회 학술대회(춘계)’ 안내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임상연구코디네이터회에서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항암제 임상시험의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CRC의 코디네이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항암제 임상시험의 최신동향과 임상연구코디네이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1) 일시 : 2019년 4월 26일(금) 09:30~17:40
2)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
3) 대상 : CRC, 연구간호사, 간호사 등 120명
4) 주최 : 한국임상연구코디네이터회
5) 사전등록안내
(1) 등록비: 간협 등록회원 80,000원, 간협 미등록회원 138,000
(2) 등록방법: 대한간호협회 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에서 직접 신청하고 신청비를 대한간호협회에
입금함.
→ 대한간호협회 교육프로그램 홈페이지 : https://edu.kna.or.kr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등록 대상자 중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보수과정 (CRC 대상)” 은 KoNECT 담당자에게 개별 신청
- 담당자: 인력개발센터 이윤희 02-398-5034, edu3@konect.or.kr
- 신청내용: 이름, KoNECT아이디, 소속기관, 휴대폰번호를 작성하시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
(4)

사전등록기간 : 2019년 3월 6일(수) ~ 4월 17일(수)

* 별첨 1. 프로그램
별첨 2. 교육장소 안내. 끝

한국 임상연구코디네이터회장
★ 담당자
교육학술부장 정 연
시행
한국임상연구코디네이터회 19-03 ( 2019.03.14.)
우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이메일 kocrc@daum.net

확인자

회장 백정미

별첨 1. 프로그램
시간

주제

강사

09:00 ~ 09:30

현장 접수 및 등록

09:30 ~ 10:20

항암제 임상시험의 최신동향

김엘리사벳 (서울아산병원)

10:20 ~ 11:10

임상연구요양급여신청의 이해 및 실례

김신애 (서울아산병원)

11:20 ~ 13:00

항암제 종류와 작용기전

고종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13:00 ~ 14:00

점심 식사

14:00 ~ 14:50

항암제 반응평가

이효진 (충남대학교병원)

15:00 ~ 16:40

항암 임상시험 코디네이팅

서경희 (서울대학교병원)

16:50 ~ 17:40

항암제 부작용 및 관리방법

배지혜 (서울대학교병원)

17:40 ~ 17:50

평가 및 폐회

● 본 학술대회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면허 보수교육 과정(8평점)임.
● 본 학술대회는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CRC 보수과정 인정 됨

별첨 2.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

임상 제2강의실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약 100m 직진(도보 2분) 후 서울대학교병원 내
버스 :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 하차
간선 – 102, 104, 106, 107, 108, 109, 143, 149, 150, 160, 162,
273, 301, 601, 710
지선 – 2112, 종로08, 종로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