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화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
일시 : 2014년 5월 16일(금) /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등록/개회사
09:00~09:20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조현찬

축사
문서관리와 검사실 인증
(Document Management and Laboratory Inspection)

S1

좌장 : 민원기, 김달식
서울의대
송상훈

문서관리 지침 리뷰 (Review of guidelines on document management)
검사실에서의 문서 관리 경험 (Handling clinical laboratory documents: practical experience from a reference laboratory)
검사실 문서표준화와 문서관리 시스템 개발 (The standardization of clinical laboratory documents and development of a document management system)

09:20~11:20

인증심사-임상화학분야의 흔한 감점 항목 및 FAQ 분석 (The analysis of commonly pointed out questionnaires and FAQ for laboratory inspection of clinical chemistry)
인증심사-요경검분야의 흔한 감점 항목 및 FAQ 분석 (The analysis of commonly pointed out questionnaires and FAQ for laboratory inspection of urinalysis)

특강

현장검사의 질 관리
(Quality Management of Point-of-Care Testing)

S2
(점심)

심혈관 질환 체외진단제품의 최근 동향
(Current Trends in Biomarkers for the Cardiac Diseases)

좌장 : 홍기숙

건국의대
윤여민

심혈관 질환 체외진단제품 소개 (Introduction of IVDs for cardiac diseases)
1. ARCHITECT STAT High-Sensitive Troponin I 의 소개
2. Answers in a Hearbeat Siemens TnI-Ultra assay
3. New paradigm of MI diagnosis with Elecsys high-sensitive TroponinT
4. Alere Triage System
5. Novel biomarker ST2 소개 및 prognostic value

12:30~13:50

한국애보트㈜
지멘스㈜ 헬스케어
한국로슈진단㈜
엘리어헬스케어㈜
진바이오텍

휴식

13:50~14:00

컨벤션홀
S3

14:00~15:40

검사실 운영의 실무적 접근
(Practical Approach in Laboratory Management)

대회의실
좌장 : 정화순, 문대수

S4

질량분석기 도입과 활용
좌장 : 김경동, 송정한
(Integrating Mass Spectrometry (MS) in the Clinical Lab : What You Need to Know)

다빈도 검사오류에 대한 체계적 접근: 증례 분석
(Troubleshooting common laboratory errors : Case studies)

동국의대
정재우

질량분석기 기본원리와 방법
(Basic principles and methodologies of MS)

랩지노믹스
조성은

효율적인 변화치 및 경고치 관리
(Efficient management of delta, panic, and critical values)
LIS 기반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양한 검사정보 제공
(Provision of various laboratory information using LIS-based algorithm)

울산의대
이우창
인제의대
김솔잎

질량분석기 운용의 실제
(Implementation of MS in clinical practice)
질량분석기 정도관리
(Quality control of MS)

순천향의대
이용화
관동의대
정희정

임상검체관리와 검체은행
(Clinical specimen handling and biobanking)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진경

질량분석기 도입 시 고려할 점과 전망
(Practical considerations and future applications of MS)

성균관의대
이수연

휴식

15:40~15:50

S5

임상화학분야 최신 경향 및 유용한 정보
좌장 : 김정호, 송경은
(Updated Information for Clinical Chemists)
임상검사결과의 일치화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 활동
(Activities of HOG(harmonization oversight group) in ICHCLR(International
Consortium for harmonization of Clinical Laboratory Results) of AACC)

연제
발표
녹십자의료재단
이은희

임상화학분야의 유용한 정보 획득을 위한 웹사이트 소개
(Websites containing useful information about clinical chemistry)

연세의대
이상국

진단검사의학 통계
(Laboratory medicine statistics)
검사법 평가 논문 작성하기
(A guide to writing papers for the method evaluation)

가톨릭의대
박해일
서울의대
한민제

Research Highlight (구연)

좌장 : 김종완, 권계철

Ultra-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for determination of
sulfatides in dried blood spots from patients with metachromatic leukodystrophy
Steroid profiling for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by tandem mass spectrometry as a second-tier
test reduces follow-up burdens in a tertiary care hospital: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evaluation
Diagnostic sensitivity of a panel of tests to detect monoclonal protein in Korean multiple myeloma
patients
Subunit-Specific Mass Spectrometry Method Identifies Haptoglobin Subunit Alpha as a Diagnostic
Marker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Relationship between CES2 genetic variations and rifampicin metabolism

17:30~18:00

울산의대
민원기

좌장 : 서순팔, 김정만

심혈관 질환 진단과 치료에서 바이오마커의 활용 (Using biomarkers to diagnosis and manage cardiac disease patients)

15:50~17:30

가톨릭의대
이제훈
관동의대
임환섭

휴식/사진

11:20~11:40
11:40~12:30

녹십자의료재단
김희정
국립암센터
황상현

시상/폐회

서울의대
한민제
가천의대
서자영
울산의대
정태동
성균관의대
이수연
서울의대
송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