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역학회] 2019년 봄 학술대회 등록안내_3월 31일 사전등록 마감
안녕하십니까?
한국역학회입니다.
한국역학회 2019년 봄 학술대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일정 확인하시고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 일시: 2019년 4월 5일(금) 14:00~17:00
2. 장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2동 217호
3. 주제: 역학연구와 공중보건 - 근거와 활용
4. 프로그램
08:30-09:00

등록 및 포스터 발표

09:00-09:20

보건학종합학술대회 개회식
<기조강연>
- Plenary Session (장소: 행정관 301호)

- 소주제 : Ageing & Integrated Care

- 연자 1. A Case Study of Hong Kong’s Long Term Care System
(Prof. Peter P. YUEN, Hong Kong Polytechnic Univ.)
09:20-11:40

2. “From LTC to Integrated Health Care - Japan’s challenge”
(Prof. Tomonori HASEGAWA, Toho Univ. School of Medicine, Japan)
3. Ageing & Integrated Care in Singapore
(Prof.Kai Hong PHUA,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National Univ. of Singapore)
4. Implementation of Community Care Policy in South Korea: Will it be Achieved?
(Prof. Dongwoon HAN, Hanyang Univ.)

11:40-13:00

점심식사

12:30-14:00

포스터 발표 및 본 심사

<한국역학회 봄 학술대회>
2:00-2:05 개회사 김동현(한림대 사회의학)
▶ Session 1) Epidemiology & Public Health

좌장 전진호(인제대)

2:05-2:30 역학적연구성과의 공중보건학적 활용 - 정혜주(고려대 보건과학대)
2:30-2:55 가족돌봄제공자의 우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돌봄의 사회역학 - 장숙랑(중앙대간호대)
2:55-3:20 음주와 공중보건 - 김광기(인제대 보건대학원)
3:20-3:50 종합토론
- 토론1 조성일(서울대 보건대학원)
- 토론2 이윤환(아주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4:00-16:50

- 토론3 제갈 정(이화여대)
3:50- 4:00 Break time
▶ Session2)

미생물과 만성질환 좌장 기모란(국립암센터)

4:00~4:25 인유두종바이러스와 심혈관계 질환발생과의 관련성: 코호트연구 - 류승호(강북삼성병원)
4:25-4:35 질의응답
4:35~5:00 결핵과 폐암과의 관련성 - 홍세리(국립암센터 암등록사업과)
5:00-5:10 질의응답
5:10~5:35 치주질환과 치매와의 관련성 - 오창모(경희대학교 )
5:35-5:45 질의응답

16:50-17:00

시상 및 폐회

l 4월 5일 오전은 대한보건협회의 보건학종합학술대회 개회식으로 진행됩니다.
l 한국역학회 봄학술대회 등록하신 분들은 보건학종합학술대회 등록 없이 각 학회 행사 참석과 점심식사 가능하며
4월 5일 한국역학회 부스에 오셔서 명찰과 영수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4월 6일 한국역학회 부스는 따로 개설하지 않습니다)
5. 등록신청:

https://goo.gl/forms/2rO8Z36nI6oDld0z1

6. 등록비(*보건협회 등록비 20,000원 포함) : 계좌이체 시 신청자 이름 기재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일반

70,000원

80,000원

전공의 및 학생

50,000원

60,000원

- 사전등록자는 2019년 3월 31일(일)까지 입금하신 분에 한합니다.
- 사전등록 시 계좌이체만 가능하며, 현장등록 당일은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003-319445, 한국역학회

- 환불안내: 사전등록기간내(3/31이내) 취소-등록비 전액환불
4월 1일 ~ 4월 4일까지-등록비 80%환불
4월 5일 이후-환불불가
7. 포스터 초록접수안내 : 2019년 3월 27일(수)까지 ※ 초록양식은 첨부파일 확인
- 포스터 초록 접수를 한국역학회로 해주시면 일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일 포스터 부착 등과 관련한 내용은 추
후 다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초록 접수시 1만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계좌이체만 가능)
8. 의사연수평점: 2점(신청 중)
• 행사장 주차공간이 따로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역학회: 010-6670-6296, e-mail: koepiedu@gmail.com, 블로그: www.ksepi.org
대한보건협회: 02-921-9520, e-mail: kpha0125@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kp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