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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년도 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임상미생물학회 공동 주최 제9회 진단검사의학 분야에서 감염관리 

연수강좌 후원 협조 요청의 건 

 

1. 대한임상미생물학회의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귀 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다가오는 2022년 2월 19일 (토), “2022년도 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임상미생물학회 공동 주최 제9회 

진단검사의학 분야에서 감염관리 연수강좌”를 아래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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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 이내로 지급 必) 

5) 행사 안내 및 금액 

행 사 명 
2022년도 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임상미생물학회 공동 주최  

제9회 진단검사의학 분야에서 감염관리 연수강좌 

행 사 일 시 2022년 2월 19일 (토) 장     소 온라인 

내      용 금     액 내     용 금     액 

초 록 집 

광 고 

표지2 150만원+VAT=165만원 표지4 200만원+VAT=220만원 

표지3 100만원+VAT=110만원 내지 70만원+VAT=77만원 

* * 초록집 표지는 각 1개씩 선착순 신청 마감됩니다. 

4. 기타사항 

1) 책자광고 규격: 210 x 280 mm 

2) 초록집은 인쇄 후 별도로 우편발송 진행해 드립니다.  

5.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 9회 진단검사의학 분야에서 감염관리 연수강좌 프로그램 

붙임 2.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대한임상미생물학회 회장 이 혜 경 / 이사장 김 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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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제 9회 진단검사의학 분야에서 감염관리 연수강좌 프로그램 

 

2022년도 대한임상미생물학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제9회 진단검사의학 분야에서 감염관리 연수강좌 프로그램 

일시: 2022년 2월 19일 (토) 

장소: 온라인  

Time Topic Speaker 

Session 1 국내 의료관련감염 현황 

08:00-08:40 국내 의료관련감염 발생 현황 송정숙 (질병관리청) 

08:40-09:20 최근 KONIS 중환자실 기구관련감염 및 수술부위감염에서 원인균 및 항균제 감수성 김택수 (서울의대) 

09:20-10:00 항균제 내성균의 검사실 진단 김도균 (연세의대) 

Session 2 유행 발생 시 임상미생물 검사실의 역할 

10:00-10:40 신종감염병 출현에 대한 검사실적 대비 이혁민 (연세의대) 

10:40-11:20 임상미생물 검사 결과에 기반한 자동화된 유행 알림 시스템 어영 (연세원주의대) 

11:20-12:00 전장유전체 분석을 이용한 원내 유행 미생물의 형별분석검사 박근열 (울산의대) 

12:00-13:00 Lunch  

Session 3 코로나19 감염관리의 최신 지견 

13:00-13:40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활용 이재웅 (가톨릭의대) 

13:40-14:20 국내 SARS-CoV-2 전파 기전과 역학조사 이선주 (질병관리청) 

14:20-15:00 SARS-CoV-2 변이주와 코로나19 팬데믹 전망 정재훈 (가천의대) 

Session 4 감염관리를 위한 최신 진단검사기법 

15:00-15:40 다제내성균과 Clostridioides difficile 검출을 위한 chromogenic agar 배양 김유경 (경북의대) 

15:40-16:20 CPE와 C. difficile 보균자 검출을 위한 신속 PCR 장정현 (인제의대) 

16:20-17:00 양성 혈액배양병에서 MALDI-TOF MS 또는 다종 PCR을 위한 신속병원체 동정 박재현 (서울의대) 

 



붙임 2.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