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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년도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제12차 심포지엄 후원 협조 요청의 건 
 

1. 대한임상미생물학회의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귀 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다가오는 2022년 2월 18일 (금), “2022년도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제12차 심포지엄”을 아래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스 및 광고 참여 협조를 요청 드리니, 아래의 신청내용을 참고하시어 참여를 

원하시는 회사 담당자께서는 2022년 1월 28일 (금)까지 학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내용 

1) 신청방법: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kscm.or.kr – 학술행사 – 후원 안내) 

2) 접수기한: 2021년 12월 27일 (월) - 1월 28일 (금)  

3) 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09-719610 (예금주: 대한임상미생물학회) 

4) 입금기한: 신청서 접수 시 기재한 입금예정일까지 (단, 학술대회 종료 후 일주일 이내 입금 必) 

5) 행사 안내 및 금액 

행 사 명 2022년도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제12차 심포지엄 

행 사 일 시 2022년 2월 18일 (금)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계림홀 

내 용 금     액 내      용 금     액 

부스전시 300만원+VAT=330만원 
초 록 집 

광 고 

표지2 150만원+VAT=165만원 

표지3 100만원+VAT=110만원 

표지4 200만원+VAT=220만원 

내지 70만원+VAT=77만원 

* *한 회사 당 부스는 2개까지 신청 가능 * * 초록집 표지는 각 1개씩 선착순 신청 마감됩니다. 

4. 기타사항 

1) 부스선정 방법 및 시기: 참가규모, 신청 및 입금 순서를 고려하여 조정한 후 학회 시작일 일주일 

전 메일로 안내 

2) 부스 및 책자광고 규격 

① 부스 규격: 3m x 2m x 2.6m (가로 x 세로 x 높이): 천고가 낮아 높이 규격 엄수 바랍니다, 총 28 개 

② 초록집 광고 사이즈: 210 x 280 mm, 초록집은 우편 발송 또는 현장 배부  

3) 코로나 19 로 인해 부스 담당자는 정부 기준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코로나 19 PCR 음성 불인정), 

부스 당 2 명 이내로 엄격히 인원을 제한하오니 양해바랍니다.  

5.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 12회 심포지엄 프로그램, 붙임 2.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대한임상미생물학회 회장 이 혜 경 / 이사장 김 미 나 

https://www.kscm.or.kr/


붙임 1. 제 12회 심포지엄 프로그램 

 

2022년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제12차 심포지엄 프로그램  

“Fighting Antimicrobial Resistance in the Era of Pandemic” 

일시: 2022년 2월 18일 (금)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마곡) 계림홀 

Time Topic Speaker 

08:50-09:00 Opening Remark President/Chairperson 

Concurrent threat in the era of COVID-19 pandemic Wonkeun Song (Hallym University) 

09:00-09:30 Mycobacterial infection    Jeong Su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09:30-10:00 Influenza and other respiratory virus Young Jin Kim (Kyung Hee University) 

10:00-10:30 Epidemiology of pathogenic bacteria Hae-Sun Chung (Ewha Womans University) 

10:30-10:50 Coffee Break/exhibition  

Focus lecture (English Session) Sun Joo Ki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0:50-11:20 Trend of AMR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Japan Keigo Shibayama (Nagoya University) 

11:20-11:50 Trend of AMR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Seri Jeong (Hallym University) 

Luncheon symposium Hae Kyung Lee (The Catholic University) 

11:50-13:00 Current status of SARS-CoV-2 variant Jee-Soo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Young investigator awards’ lecture  Jong-Hee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3:00-13:30 Laboratory tests for antimicrobial resistance: old and new  Hee Jae Huh (Sungkyunkwan University) 

13:30-14:00 
Antifungal resistance status and mechanisms of fungal 

infection in Korea 
Eun Jeong W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lenary lecture (English Session) Mi-Na Kim (University of Ulsan) 

14:00-14:50 
EUCAST: an internationally accepted system for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Gunnar Kahlmeter (Linnaeus University Sweden) 

14:50-15:10 Coffee Break / exhibition  

Infection control lesson learned from COVID-19 pandemic 
Nam-Yong Lee (Sungkyunkwan University) 

Miae Lee (Ewha Womans University) 

15:10-15:40 Changes in antibiotic use in COVID-19 pandemic Sukhyun Ryu (Konyang University) 

15:40-16:10 Laboratory response to community influx of Covid-19 Sunggyun Park (Keimyung University)  

16:10-16:40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in Covid-19 era Sung Han Kim (University of Ulsan) 

16:40-17:10 Hand hygiene in COVID-19 era Jeong Hwa Choi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17:10-17:30 Panel discussion  

17:30 Closing Remark President/Chairperson 



붙임 2.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