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역학회 연례학술대회

코로나19 대유행의
건강영향과 공중보건학적 쟁점
Health Impacts and public health issues of COVID-19 pandemic
일

시

2020년 9월25일~26일

장 소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
(고려대학교 미디어센터)

주 최
한국역학회, 질병관리본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1일차 프로그램 │ 09:00~17:00
교육세션
09:00~10:10

코로나19 팬데믹의 역학적 특성 및 대응
09:00~09:30 │ 주제 1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역학적 특성 및 대응전략

연자: 역학조사관 2인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

09:30~10:00 │ 주제 2
감염병 역학에 사용되는 지표의 이해

연자: 천병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0:00~10:10 │ 온라인 질의응답

축사 및 개회사
10:10~10:20

개회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한국역학회 회장 개회사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

주제발표 1
10:20~11:30

좌장: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코로나19와 건강 형평성
10:20~10:50 │ 주제발표

연자: 최홍조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0:50~11:20 │ 패널토의

김유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재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정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황승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11:20~11:30 │ 온라인 질의응답
11:30~11:40

휴

식

특별 축하 Session

좌장: 최보율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1:40~12:00

한국역학회지 Epidemiology and Health (epiH) SCIE 등재
- 등재 경과 보고
- 한국역학회지 SCIE 등재 공로 표창

기모란 국립암센터 암관리대학원

12:00~12:20

2020 Rothman Epidemiology Prize 수상 연자 초청 강연

연자: 도영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12:30~13:30

점심 및 휴식

주제발표 2
13:30~14:50

좌장: 이훈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코로나19와 질병 생태 변화
13:30~14:00 │ 주제발표

연자: 김재용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

14:00~14:30 │ 패널토의

김대중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과
배장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백종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철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14:30~14:40 │ 온라인 질의응답
14:40~15:00

휴식 및 총회

주제발표 3
15:00~16:10

좌장: 정해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공중보건학적 윤리
15:00~15:30 │ 주제발표

연자: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15:30~16:00 │ 패널토의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16:00~16:10 │ 온라인 질의응답

구연 및 포스터

좌장 : 이순영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6:10~16:50

구연 및 포스터 발표

16:10~16:50

형우당 젊은 역학자상 표창
김정순 교수님 인사말씀
수상자 표창

Satellite Symposium:
건강격차 연구
2일차 프로그램 │ 09:30~12:00

주제 1

좌장: 신민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09:30~11:00

지역과 건강격차

김종연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발표: 4개
주제 2

좌장: 기 명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1:00~12:00

지역사회 건강조사 활용연구
발표: 3개

※ 사전등록 안내
■

사전등록 방법: 아래 한국역학회 홈페이지 접속하여 사전등록 후 등록비 입금

■

사전등록비

■

※ ‘형우당 젊은역학자상’ 후보자 응모 및 시상
■

●

●

비회원: 5만원, 일반회원: 3만원, 학생회원: 2만원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003-319445

만 40세 미만의 한국역학회 회원으로 1년 이상 학회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이메일로 온라인 학술대회 접속 링크 전달

최근 3년간 한국역학회지인 Epidemiology and Health에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1년 이내에 게재 예정인자

■

※ 구연 및 포스터 준비 및 관련 일정 안내
■

수상자격

초록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응모 및 선발 방법
●

별도의 응모 없이 학술대회 구연 발표에 초록 접수 시 자동 응모

●

구연 발표로 채택된 초록 중 소정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 선정

●

온라인 학술대회 운영으로 온라인 구연 및 e-포스터로 운영

●

접수 기간: 2020년 9월 3일 오전 9시~2020년 9월 13일 오후 5시

●

온라인 학술대회 당일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아래 한국역학회 홈페이지 접속하여 작성한 초록 접수

●

시상 내용: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수상자 발표 및 시상

http://www.ksepi.org/web/lay1/program/S1T294C311/academic/list.do
■

초록 작성 방법

※ 기타 안내 사항

●

한글 및 워드 프로그램 이용하여 국문 1,500자 이내로 작성

■

본 학술대회 참석으로 대한의사협회 제공 의사 연수 평점 신청중입니다(6점).

●

제목, 저자 목록, 저자 소속, 연구 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토의의 순으로 작성

■

온라인 학술대회 진행 및 참석자 관리 등으로 인해 등록 기간 이후 환불이 불가능한 점

■

초록 심사 결과 발표: 2020년 9월 15일

■

심사 결과 채택된 구연 및 포스터의 경우 발표 자료 제출 방법
●

온라인 구연: 10분 이내의 슬라이드 발표 자료 작성 및 발표 동영상 촬영 후
2020년 9월 21일까지 업로드(업로드 방법 별도 공지)

●

e-포스터: 작성된 포스터 파일과 함께 3분 분량의 발표 자료(슬라이드 3-5장 분량)
하고 발표 동영상 촬영하여 2020년 9월 21일까지 업로드
(업로드 방법 별도 공지)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