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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대한진단면역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사전등록 및 초록제출 연장 안내의 건

안녕하십니까? 대한진단면역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개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증 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
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한진단면역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1) 일

시: 2021년 5월 27일(목)

2) 진행방법: 온라인 생중계
3) 사전등록 연장: 2021년 5월 20일(목)까지
* 사전등록 바로가기: http://www.ksdi-lm.org/abstract/2021_spring/
4) 사전등록 비용:
등록비
정회원(전문의)

*

사전등록비
60,000원

준회원(전공의, 임상병리사, 학생)**

20,000원

비회원

150,000원

* 등록 시 연회비 면제
** E-포스터 초록 제출 시 전공의 사전등록비 면제
5) 입금 마감일: 5월 20일(목)까지
6) 입금 계좌정보: 우리은행 1005-203-118879 (예금주: 대한진단면역학회)
7) 구연 및 E-포스터 초록제출 연장: 5월 10일(월)까지
- 초록 접수는 학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초록도 제출 가능합니다.
- 심사를 통해 우수구연 및 우수포스터로 선정되신 분께는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합니다.

- 초록 제출분야
가) 감염
나) 단백 및 종양면역
다) 이식면역
라) 자가면역
마) 알레르기
바) 유세포 및 세포면역 검사
사) 면역결핍
아) 기초연구

붙임 1. 대한진단면역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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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대한진단면역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INFECTIOUS IMMUNITY : THE OLD AND NEW
2021년 5월 27일┃온라인 생중계

사회: 오은지(가톨릭의대)
09:00~09:20

등록

09:20~09:30

개회사

PartⅠ

교육워크숍 및 특강

교육워크숍

감염성질환 진단면역검사 평가의 실제

09:30~10:00

정성 및 반정량 검사 평가의 실제

조치현(고려의대)

10:00~10:30

정량검사 평가의 실제

강소영(경희의대)

10:30~11:00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실제

이혜영(가톨릭관동의대)

11:00~11:40

특강

좌장: 조윤정(고려의대)

진단면역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이용

회장: 조윤정(고려의대)

좌장: 강희정(한림의대)

한현욱(차의학전문대학원 정보의학교실)

11:40~13:30

점심식사, E-포스터 및 전시관람

13:30~14:30

구연 발표

PartⅡ

심포지엄 1, 2

심포지엄 1

COVID-19 면역학적 검사와 백신

14:30~15:00

COVID-19 임상 업데이트-백신과 치료제

15:00~15:30

COVID-19 백신과 효과 판정

송은영(서울의대)

15:30~16:00

COVID-19 항체검사 업데이트

김현수(한림의대)

심포지엄 2

결핵면역

16:00~16:30

잠복결핵감염진단에서 IGRA 임상적 중요성:

좌장 : 김상경(대구가톨릭의대), 황동희(인제의대)

좌장: 권계철(충남의대)
최원석(고려의대 감염내과)

좌장: 박경운(서울의대)
김주상(가톨릭의대 호흡기내과)

TB Free Corea
16:30~17:00

IGRA 미결정 결과의 해석

김경희(동아의대)

17:00~17:30

잠복결핵 진단 면역검사 업데이트

기승정(전남의대)

17:30~18:00

총회 및 폐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