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

코로나19 유행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DAY 1

The 11th Korea-Japan Joint
Epidemiology Seminar

일 시 : 2021년 9월 16일~17일
장 소 : 포포인츠 쉐라톤 호텔(온라인)

사회 : 임민경 (한국역학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09:30-09:40

등록 및 개회

09:40-09:50

개회사 및 인사말씀

09:50-10:00

휴식

이순영 (한국역학회 회장)

<1부> 코로나19 대유행 경과 및 미래 대응전략

좌장 : 천병철 (고려대 의대)

10:00-10:30

코로나19 유행의 공간역학적 분석과 모델링

홍 관 (고려대 의대)

10:30-11:00

온라인 상의 자연어 분석을 통한 코로나19 대유행 현황 점검

강현우 (엔자임헬스)

11:00-11:30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고려한 감염성질환 종합 대응 방안

박재현 (성균관 의대)

11:30-11:50

코로나19 방역 현장 스토리 : 대구가 아프다. 그러나 울지 않는다.

이경수 (영남대 의대)

11:50-12:00

질의응답

12:00-12:20

총회

12:20-13:00

점심식사

<International seminar> The 11th Korea-Japan Joint Epidemiology Seminar
13:00-13:20

Epidemiology and simulation modelling of COVID-19

13:20-13:40

Epidemiology of COVID-19 and collateral impact of the pandemic in South Korea

13:40-14:00

How have medical institutions in Japan responded to COVID-19

14:00-14:20

A long way to the recovery from COVID-19: evidence, planning, and reality

14:20-14:30

Q&A

14:30-14:40

Break

<2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단 : 보건의료분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Chairpersons : Kota Katanoda (NCC, Japan)
Aesun Shin (SNU, Korea)
Hiroshi Nishiura
(Kyoto University, Japan)

Sukhyun Ryu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Satoshi Kutsuna
(Osaka University, Japan)

Jaehun Jung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좌장 :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Responding to non-communicable diseases during and beyond the COVID-19 pandemic :
WHO rapid assessment survey results and guidance

Mikkelsen, Bente

14:40-15:10
15:10-15:40

코로나19 이후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생활실천 변화 :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주형(전북대 의대)

15:40-16:10

비대면 상황에서 국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방안

신재용(연세대 의대)

16:10-16:40

<지정토론>

(Director, NCD in the division of UHC/Communicable
and Noncommunicable diseases,WHO Headquarters)

고광필 (분당서울대병원 임상예방의학센터)
김영택 (충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류소연 (조선대 의대)

16:40-16:50

휴식

16:50-17:20

형우당상 시상식

17:20-17:30

폐회 및 2일차 일정 안내

DAY 2
09:00-09:10

시상 : 이순영 (한국역학회 회장)

사회 : 오창모 (한국역학회 총무이사)
등록 및 개회

<연구결과 발표> 2021년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 규명과 해소를 위한 학술활동 촉진 연구사업

좌장 : 김유미(한양대 의대)

09:10-09:25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준의 상호작용이 당뇨병 관리에 미치는 영향

김봄결 (연세대 보건학과)

09:25-09:40

Association of regional air pollutant levels and fall experience in Korea

양정호 (전남대 의대)

09:40-09:55

지역박탈수준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영향도와 정신건강과의 연관성

주영준 (아주대 의대)

09:55-10:10

미충족 정신상담 현황과 관련요인 분석 :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이용

천리향 (고려대 보건대학원)

10:10-10:25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조기사망률 변화양상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진아 (아주대 의대)

10:25-10:55

<지정토론>

10:55-11:00

휴식

최민혁 (부산대 의대)
오창모 (경희대 의대)

<특별세션> 역학분야 주요 학술지와 ‘Epidemiology and Health’ 소개
11:00-11:15

Epidemiology and Health와 역학 분야 주요 학술지 소개

김현창 (편집위원회 위원장)

11:15-11:30

Epidemiology and Health 논문 투고 및 심사 절차

전재관 (부편집의원)

11:30-11:40

휴식

좌장 :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구연 및 포스터
11:40-12:20

구연 및 포스터 발표

12:20-12:30

구연 및 포스터 시상식

시상 : 이순영 (한국역학회 회장)

사전등록안내

형우당 젊은역학자상 후보자 응모 및 시상
※ 등록비, 연회비(회원가입시) 입금계좌가 다르오니
꼭 확인하여 입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비회원
학생회원
회원
7만원

5만원

3만원

관련 온라인 링크 : https://forms.gle/FbET1rBJjz5FT2MD9

1. 지원 자격
• 만 40세 미만의 한국역학회원으로서 1년 이상 학회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최근 3년간 한국역학회지인 Epidemiology and Health에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1년 이내에 게재 예정인 자
• 수상자는 2021년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본인의 주요 연구를 발표함

• 추계학술대회 등록비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003-319445, 한국역학회

2. 지원 방법

• 한국역학회 연회비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003-058956, 한국역학회

• 제출 마감 :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 의사연수평점 : 추후 공지

• 제출 서류 : 지원서(양식1), 역학 연구업적(양식2), 학회 참여활동(양식3)

- 문의처 : 한국역학회 사무국

• 제출방법 : E-mail 혹은 우편 접수

☎ 031-219-4878 E-mail : koepitask2021@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kepis.org

• 한국역학회
E-mail : koepitask2021@gmail.com
주소 :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8층 826 예방의학교실

구연 및 포스터 준비 및 관련 일정 안내

3. 선발기준 및 심사

• 온라인 학술대회 운영으로 온라인 구연 및 e-포스터로 운영

• 연구업적(70%)과 학회참여도(30%)로 평가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적절성을 심사함

• 초록 접수 기간 및 방법

• 연구업적 평가 기준

- 접수기간 : 2021년 8월 1일 오전 9시 ~ 2021년 8월 31일 오후 5시

: 제1저자 및 책임저자(100점), 제2저자(50점), 기타 저자(20점)

- 접수방법 : e-mail접수(koepitask2021@gmail.com)

: SCI 등재 학회지(SCIE, SSCI 포함)는 가중치 적용(IF 2.5 이상 300%, IF 2.5 미만 200%)

• 초록 작성 방법
- 한글 및 워드 프로그램 이용하여 국문 1,500자 이내로 작성
- 제목, 저자 목록, 저자 소속,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토의의 순으로 작성

• 학회 참여도 평가 기준
: 구두발표 및 좌장(30점), 패널토의 및 포스터발표(20점), 단순학회참석(10점)
: 학회 위원회 활동(50점)

• 초록 심사 및 결과 발표 : 2021년 9월 6일 (개별 통보 및 발표 준비사항 전달)

4. 수상자 발표

• 심사 결과 채택된 구연 및 포스터 발표 자료 제출 방법

• 9월 초에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 온라인 구연 : 10분 이내의 슬라이드 발표 자료 작성 및 현장 발표

5. 시상식 및 시상내역

- e-포스터 : 포스터 파일과 함께 3분 분량의 슬라이드 (3-5장) 작성 및 현장 발표

• 시상식 : 2021년 학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

- 구연 및 e-포스터 발표자료는 2021년 9월12일까지 홈페이지 업로드

• 시상내역 : 상장과 상금 200만원

(업로드 방법은 발표자에게 개별 안내)
* 학술대회 당일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동영상 촬영 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