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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생략』

시행일자 2019. 1. 28 (월)
수

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제

목 2019년 대한진단혈액학회 학술대회 및 학술상 공모 안내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다음과 같이 2019년 대한진단혈액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별첨의 일정표를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행사일시: 2019년 3월 8일(금) 09:30~17:00
2) 행사장소: 서울아산병원 동관6층 대강당 & 소강당
3) 사전등록 기간: 2019년 1월 8일(화) ~ 2019년 2월 20일(수)
4) 등록비:
회원구분
대한진단혈액학회
회원
대한진단혈액학회
비회원

사전등록

현장등록

비고

전문의, 전공의,
병리사, 기타

60,000원

40,000원
전문의, 전공의,
병리사, 기타

산업계 10만원
90,000원

70,000원

5) 사전등록 안내:
- 대한진단혈액학회 홈페이지(www.hema-research.or.kr)에서 사전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회원가입 후 사전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참가신청서(별첨4)를 작성하셔서 이메일(kscp4@kams.or.kr)로 보내주
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비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송금자 성명을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연회비를 납부
하지 않은 회원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안내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사전 등록비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11-010637 (예금주:대한진단혈액학회)
3. Case Discussion 세션 증례 접수
프로그램의 ‘case discussion’ 세션에서 다루어질 내용을 접수 받으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진단혈액검사실의 다양한 증례를 다루고자 합니다. 접수된 증례 중 4연
제를 선정하며, 연제당 10분씩 발표 할 예정입니다. 병리사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발표연제: 4연제
- 대상: 체액, 말초혈액도말 및 골수흡인도말의 흥미로운 morphology/혈액응고검사를 비롯한 진
단혈액검사에서 마주치는 재미있는 증례/결과오류, 간섭 물질, flag의 위양성 등 진단혈액
학회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증례
- 접수형식: 저자 및 소속, 증례 제목 및 요약 (주요 관점 위주로 5줄 정도 기술)
- 보내실 곳: kscp4@kams.or.kr

- 기간: 2019년 2월 13일 까지
- 연자료 20만원
4. 대한진단혈액학회 2019년도 학술상(우수논문상) 공모
대한진단혈액학회 2019년도 학술상(우수논문상)을 공모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학회나 기관에서 수상한 동일한 논문은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수상한 논문은 research
highlight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술상 신청서(별첨 1)와 학술상 내규(별첨 2)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진단혈액학회 우수논문상 2명
- 보내실 곳: kscp4@kams.or.kr
- 기간: 2019년 2월 1일 까지
5. 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안내
2013년 대한진단혈액학회 회칙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회 회원을 구분하고 효율적인 회원관리와 활
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롭게 회원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2013년 5월 이전)에 홈페이지
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다시 가입하셔서 회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018년도, 2019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선생님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메일주소, 전화번호, 소속 및 직위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홈페이지의 MYPAGE 메뉴에
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구분

자격요건

연회비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전공의 또는 진단혈액학 분야
정회원

에 종사하는 전문가 또는 관심을 가진 자로서 본회
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명예회원
특별회원

별첨:

연 2만원
(단, 전공의는 면제)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있다가 은퇴한 자, 또는 학

면제

회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인 또는 단체에 따라 차등, 학회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1. 학술상 신청서

2. 학술상 내규

3. 학술대회 프로그램

대 한 진 단 혈 액 학 회

회

연락 후 연회비 입금

4. 참가신청서

장

5. 행사장 약도. 끝.

김 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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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신청서
대한진단혈액학회 우수논문상

신청자 :
소속 :
연락처(전화, 전자우편 및 주소) :

진단혈액학회 활동사항 :
<학회 활동이 많으신 경우 별지에 쓰셔도 됩니다>

발표된 학술지의 종류(원저, 증례, letter 등의 구분), 제1저자/교신저자 여부,
SCI/SCIE 여부, impact factor :

※ 첨부서류 :
1. 논문의 PDF 파일

2019년

신청인 :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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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진단혈액학회 학술상 내규

1. 목적: 진단혈액학 분야의 학술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대한진단혈액학회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2. 대한진단혈액학회 학술상의 종류 및 시상
- 우수논문상: 전년도와 전전년도(2년)에 혈액학과 관련된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중 대한
진단혈액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제 1저자 혹은 교신저자가 신청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대한진단혈액학회 학술대회에서 시상하며 총 2편, 상금은 각 100만원으로 한다.
3. 학술상 심사
- 학술상의 심사는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학술위원회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회장, 간사는 학술이사로 하고 임기는 1년이다.
4. 심사기준
- 심사기준의 문항은 연구의 독창성, 연구 설계의 우수성, 학문적 성과, 진단혈액학회 기여도, JCR
impact factor 로 구성하되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심사점수의 계산은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하되, 동점의 경우
심사위원장이 수상자를 결정한다.
- 심사위원 본인이 포함된 논문이거나 소속기관이 같은 경우는 해당 논문을 심사 할 수 없다.
- 본 심사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5. 학술상 제한
-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고 추후 3년간 수상자 후보가 될 수 없다.
- 학술상 신청 당시 연회비 미납이 있으면 후보가 될 수 없다.
- 다른 학회나 기관에서 수상한 동일한 논문은 후보가 될 수 없다.
6. 우수논문상은 당해 연도 research highlight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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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진단혈액학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일시: 2019년 3월 8일(금요일)
* 장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 소강당
시간

대강당

소강당

9:40
9:45

개회
Symposium (좌장: 김용구, 이영진)
Pitfalls in the diagnosis of hematologic neoplasms in the real-world setting

9:45
11:15

- Monoclonal gammopathy associated with B-cell neoplasms other than plasma cell
dyscrasia (울산의대 안아리)
- Acute myeloid leukemia with MDS features in the era of genomics (경희의대 이민영)
- Diagnosis of mature B-cell neoplasms without tissue biopsy results (순천향의대 김보현)

11:15
11:20
11:20
11:30

기념사진 촬영
휴식
Back to the Basic (좌장: 한진영, 이정녀)

Recent Updates (좌장: 김선희, 신명근)

혈액암 A to Z

ASH 2019 review

- 골수 세포화학/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의
이해 (순천향의대 방해인)
11:30
13:00

- Plenary scientific session (서울의대 황상미)
- Molecular genetics of MPN

- 골수도말 및 조직 염색의 정도관리

(충북의대 박희수)

(서울성모병원 차명수)

- What's Hot in ITP? (한림의대 이누리)

- 유세포분석 및 분자/세포유전 검사 결과의
이해 (경상의대 김현영)

- Molecular genetics of AML: clinical
implications (연세의대 김보람)

- 혈액암 치료 전후의 골수검사
(연세의대 김수정)
13:00
14:30
14:30
15:10

점심식사 / 평의원회

Case Discussion (좌장: 조성란, 이영경)

Research Highlights (좌장: 이동순, 채석래)

진단혈액검사실의 흥미로운 증례

2019년 학술상 수상 연제

Education (좌장: 안정열, 김현경)
15:30
16:40

Expanding the horizon of laboratory hematology
- 혈액점도검사 (경희의대 박태성)
- Digital morphology (건국의대 허미나)
- Body fluid 검사의 자동화 (연세원주의대 조주영)

16:40
17:00

총회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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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진단혈액학회 학술대회 참가신청서
구분

대표연락처

Tel:
H.P:

소속
면허번호
e-mail

성명
� 회원-전문의

� 회원-병리사

� 회원-전공의

� 비회원-전문의 � 비회원-병리사 � 비회원-전공의
면허번호
e-mail

성명
� 회원-전문의

� 회원-병리사

� 회원-전공의

� 비회원-전문의 � 비회원-병리사 � 비회원-전공의
면허번호
e-mail

성명
� 회원-전문의

� 회원-병리사

� 회원-전공의

� 비회원-전문의 � 비회원-병리사 � 비회원-전공의
면허번호
e-mail

성명
� 회원-전문의

� 회원-병리사

� 회원-전공의

� 비회원-전문의 � 비회원-병리사 � 비회원-전공의
면허번호
e-mail

성명
� 회원-전문의

� 회원-병리사

� 회원-전공의

� 비회원-전문의 � 비회원-병리사 � 비회원-전공의
사전등록
입금일

월

일

입금자명:

총 입금액

(￦

)

(부족할 경우 복사해서 사용하십시오)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1-010637 (예금주:대한진단혈액학회)
(송금인은 실명으로 해 주시고, 기관명으로 일괄 송금시 반드시 유선 및 이메일로 통보요망)

대한진단혈액학회 귀중
Tel: 02-795-9914, E-mail: kscp4@kams.or.kr

별첨 5 행사장 약도

- 주소: 서울특별시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전화번호: 1688-7575
- 약도: http://www.amc.seoul.kr/asan/hospitalguide/location/location.do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