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사전등록
사전등록 기간 : 2018년 9월 19일(수) 까지
(접수 마감일 자정이 지나면 인터넷 접수 창은 홈페이지에서 폐쇄되오니 접수 마감일을 꼭 지켜주십시오.)

사전등록 방법
• 학술대회 홈페이지 [http://www.korvac.org/abstract/2018_fall/main.html] 의 [사전등록]을 통해 신청해 주십시오.
• 등록비 카드 결제 하실 경우 [사전등록 신청] 후 바로 카드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등록비 계좌송금 하실 경우 [사전등록 신청] 후 발송되는 [등록확인] 이메일을 확인하신 뒤 [입금]을 진행해주십시오.
• 입금이 확인되면 [입금학인]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사전등록 시 홈페이지 사전등록만 하시고, 등록비 송금을 하지 않을 경우와 등록비만 송금하고 홈페이지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홈페이지 사전등록 신청 및 등록비 입금을 모두 하셔야 합니다.

등록비

회원

구분
전문의, 박사급이상 선임 및 책임연구자
전공의, 대학생,
대학원생 및 석사급 이하 연구원
비회원

사전등록
5만원

현장등록
7만원

3만원

5만원

8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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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 결제 방법
* 계좌송금 : 입금계좌 하나은행 128-910009-79004 (예금주 : 대한백신학회)
* 카드결제 : 사전등록, 현장등록 모두 가능 (*사전등록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

일자 ㅣ 2018. 9. 28(금)

* 사전등록 취소 :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취소요청서를 다운받아 학회 메일 office@korvac.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ㅣ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
평점 ㅣ 대한의사협회 6점

초록접수
* 초록접수 기간 : 2018년 9월 2일(일) 까지
* 발표 방법 및 분야 : 포스터 구연
포스터 구연

초록작성요령

•포스터 규격은 가로 90cm X 세로 140cm입니다.

• 이미 국외학회등에서 발표하였던 내용도 발표 가능 합니다.

•포스터 부착은 오전 10시까지 완료하여 주시고 학회 종료 시 • 원저 및 증례 모두 가능합니다. 원저의 경우 배경, 목적, 방법,
철거하여 주십시오.
•해당 연자는 포스터연제발표 시간에 해당 포스터 앞에
대기하여 주십시오.

결과, 결론의 순서로 작성하여 주시고 증례의 경우는 증례,
결론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한
파일에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 야
• 백신개발에 관련된 기초 미생물, 면역 분야 연구

초록심사

• 사람 또는 동물에서 백신 예방 가능 질병의 역학 및 임상

•심사결과 통보 - 추후 통보

• 백신 임상시험

•초록심사결과는 제출자의 E-mail 로 통보되며,

• 백신 효과, 효능 평가
• 백신 이상반응
• 기타분야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www.korva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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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대회
존경하는 대한백신학회 회원 여러분
여러 회원 분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2018년 춘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이번
9월28일에 있을 추계학술대회를 앞두고 여러 회원님께 인사 올립니다.

대한백신학회는 매우 젊은 학회이나 본 학회 학술지의 대외 인지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백신 관련 전문가들의 포괄적 구
성의 학회 특성을 통해 매번 학술대회 마다 학술적 다양성을 회원 분들에게 제공하
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 추계학술대회에서도 백신의 기초 연구, 국내 독감 백신
의 시대적 변화, 향후 인체면역학의 방향, 백신 평가, 수의학 분야 백신의 최신 지견
및 새로운 백신 개발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갖고 여러 회원 분들을 초대하고자 합
니다.

본 학회는 올 3월에 대한의학회 산하 정학회로 인준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전
기를 맞이하여 개최되는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더욱 우리학회의 특성인 학술적 다양
성과 포괄성을 살려 많은 회원 분들과 교감을 갖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
들고자 합니다.

여러 회원 분들의 지속적 열정과 긍지, 그리고 깊은 관심으로 이런 미래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 지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9월에 개최되는 추계학술대회에도 춘계학
술대회보다 많은 회원님들의 참석과 호응을 기대합니다.

2018년 7월 대한백신학회 회장 강진한

PROGRAM
[ Bridging the Research and Clini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