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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화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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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임상화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
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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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추계학술대회 안내
가. 일

시 : 2016년 10월 14일(금) 9:00 ~ 17:10

나. 장

소 :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효창동 소재)

다. 참 가 비 :
구분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정회원, 특별회원, 전문의, 학계(대학교수, 연구소)

50,000

70,000

연회비 납부 정회원

40,000

50,000

준회원, 전공의,병리사, 학생, 연구원

30,000

40,000

연회비 납부 준회원

20,000

30,000

기타 비회원(산업계 등)

100,000

100,000

라. 사전등록 : 2016년 9월 7일(수) ~ 10월 10일(월)
마. 사전등록 방법 : 사전등록 안내문[첨부1] 참조
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일정[첨부2] 참조
사. 이수평점 : 의사 5평점 / 임상병리사 1평점 (병리사의 평점은 1년에 1평점 인정)
※ 주차권은 제공되지 않습니다(주차비 4,000원 본인부담).
첨부. 1. 학술대회 사전등록 안내문 1부.
2. 2016년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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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학술대회 사전등록 안내문

대한임상화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사전등록 안내
홈페이지(www.kscc.or.kr)에서 ‘대한임상화학회 2016 년 추계학술대회’ 배너 사전등록 클릭 -> 회원 또는 비회
원으로 등록
*회

원 : 대한임상화학회 회원으로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비회원 : 대한임상화학회 회원이 아닌 전문의, 전공의, 군의관, 학계(대학교수, 연구소), 병리사, 학생, 연구
원, 기타 비회원(산업계 등)
▶ 등록비 안내
구분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비고

정회원, 특별회원

50,000

70,000

만 65세 이상 정회원 면제

연회비 납부 정회원

40,000

50,000

준회원

30,000

40,000

연회비 납부 준회원

20,000

30,000

기타 비회원(산업계 등)

100,000

100,000

전시 참가 업체 등

* 전문의, 학계(대학교수, 연구소)는 정회원 등록비에 준함.
* 전공의, 군의관, 병리사, 학생, 연구원은 준회원 등록비에 준함.
*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및 준회원은 사전등록비가 할인됩니다.
* 회비 내역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PAGE] -[회비내역]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전등록
기간 : 2016 년 9 월 7 일(수) ~ 2016 년 10 월 10 일(월)
사전등록은 대한임상화학회 홈페이지(www.kscc.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장 등록
기간 : 2016 년 10 월 14 일(금)
등록데스크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비 납부(현금 납부만 가능)
▶ 등록비 송금 정보
1. 무통장입금
은행명 : 우리은행 1005-402-941279 (예금주: 대한임상화학회)
2. 신용카드 결제(홈페이지 사전등록만 가능, 하나 SK 카드는 결제 불가)
▶ 참고사항
- 등록비는 사전등록 마감일 전까지 무통장입금 또는 카드결제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 시 입금 확인은 1~2 일 정도 소요되며, 등록 신청인 이름으로 송금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 취소와 환불은 사전등록기간 중 2016 년 10 월 10 일(월)까지 학술대회 사무처에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신 분들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환불 신청 방법 : 홈페이지 ‘대한임상화학회 2016 년 추계학술대회’ 배너 사전등록 클릭-> 하단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사전등록비 환불요청서 다운로드 후 메일 또는 팩스로 사무처에 송부
▶ 문의처
학술대회사무처 : 전화 : 02-764-3006 / 팩스 : 02-764-3007 / e-mail : kscc@kscc.or.kr

[첨부 2] 2016 년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

◈ 프로그램 일정
09:00~09:20

등록 / 개회사 / 축사 / 시상
- 개회사

대한임상화학회 회장 권계철

- 축사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회장 민원기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송정한

- 시상(우수논문상)

S1 : 우수검사실 인증관련 검사정보시스템(LIS)
09:20~09:45

우수검사실 인증관련 LIS 문항 분석

가톨릭의대 이제훈

09:45~10:10

현장검사 분야에서의 LIS 활용

성균관의대 박형두

10:10~10:35

Delta Checks의 최신 지견(CLSI EP33)

가톨릭의대 박해일

10:35~10:45

Q&A

10:45~11:05

휴식 / 전시관람 / 사진촬영

S2 : 지질 검사 A to Z
11:05~11:30

지질 검사 기기, 시약 및 측정법

건국의대 윤여민

11:30~11:55

지질 검사의 정확도 기반 신빙도 조사

연세의대 김정호

11:55~12:20

지질 검사의 최신 가이드라인

서울의대 송상훈

12:20~12:30

Q&A

12:30~13:40

교양강좌 및 점심
자연현상의 수학적 이해와 모사

카이스트 수학과 이창옥

S3 : Industry Workshop (새로운 요검사 현황)
13:40~13:55

요침사 검사 현황

울산의대 전사일

13:55~14:10

로슈진단 cobas6500

한국로슈진단 최용근

14:10~14:25

벡크만쿨터 iRICELL3000

한국벡크만쿨터 문지수

14:25~14:40

시스멕스 UN-Series

시스멕스코리아 이성헌

14:40~14:55

요 자동 Aliquot & Tube Barcode Labeling System (TMC UA.ROBO-2000)

JW 바이오사이언스 Mami Ushio
(Techno Medica Co.)

14:55~15:05

Q&A

15:05~15:15

휴식

S4 : 오남용 약물 검사
15:15~15:40

오남용약물 국내 현황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 최화경

15:40~16:00

오남용 약물 검사의 국내외 가이드라인

순천향의대 윤영안

16:00~16:20

임상검사실의 오남용 약물 선별검사

순천향의대 이용화

16:20~16:40

임상검사실의 오남용 약물 확진검사

서울의대 이경훈

16:40~16:50

Q&A

16:50~17:10

총회 / 폐회사

* Industry Workshop의 경우 발표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