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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년 제27회 기초의학 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참가 안내 (출장의뢰서)

1. 회원님과 소속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6월 28일(금)에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제27회 기초의학 학술대회
의 일정과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붂께서는 사전 등록과 포스터 발
표의 초록 접수를 부탁드리며 소속 기관에서는 출장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제27회
일시:
장소:
주제:

기초의학 학술대회 개요>
2019년 6월 28일(금)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및 갂호대학
농식품과 의학의 만남

주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주최: 대핚기초의학협의회
후원: 대핚의사협회, 대핚의학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참가학회: 대핚기생충학·열대의학회, 대핚미생물학회, 대핚바이러스학회
대핚법의학회, 대핚병리학회, 대핚생리학회, 대핚약리학회
대핚예방의학회, 대핚의사학회, 대핚해부학회, 생화학붂자생물학회
참여기관: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핚국식품연구원
농촌짂흥청, 국가식품클러스터, 원자력연구원

<전체 일정>
8:30~ 0000

등록

9:00~12:00

학회 심포지엄, 주관대학 심포지엄 1

12:00~13:00

점심 시갂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구연발표 / 포스터 자유발표

13:00~13:20

개회식

13:20~14:20

주관대학 심포지엄 2

14:20~14:30

휴식 / 이동

14:30~17:30

학회 심포지엄, 주관대학 심포지엄 3~6

<심포지엄 주제>
학회명

주제

대핚기생충학·열대의학회

북핚 기생충 질환 및 보건의료 협력 방안

대핚미생물학회

세균 감염의 면역•대사학적 조절

대핚바이러스학회 공동개최

싞변종 바이러스 질환

대핚법의학회

부패시체와 법의학

대핚병리학회

병리학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

대핚생리학회

실험동물모델의 생리학적 이해

대핚약리학회

암과 노화의 생물학

대핚예방의학회

고령화 시대의 보건의료문제에 대핚 예방의학적 접근

대핚의사학회

Madness & Mental Health: 윤리, 정치, 법률의 시대

대핚해부학회

해부학에서의 최싞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해부학 만화, 삽화에서 3D 까지"

생화학붂자생물학회

노화와 질병

주관대학 심포지엄 1

심혈관 생리와 융합 연구

주관대학 심포지엄 2

의학과 농식품의 만남

주관대학 심포지엄 3

농촌짂흥청 주관

주관대학 심포지엄 4

핚국식품연구원 주관

주관대학 심포지엄 5

국가식품클러스터 주관

주관대학 심포지엄 6

원자력연구원 주관

* 각 학회 세부일정은 http://www.basicmed.org에서 업데이트 중입니다.

<등록안내>
 일반회원: 교수, 의사, 책임&선임연구원급 (학생을 제외핚 모든 일반)
사전등록 70,000원 / 현장등록 90,000원
 학생회원: 대학원생, 전공의, 대학원생급의 연구원
사전등록 50,000원 / 현장등록 60,000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발표자: 등록비 무료
 송금계좌: 전북은행 1021-01-4285340 채수완(기초의학학술대회)
 본 단체는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이 없는 비영리단체로서 등록비의 카드결
제가 불가하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조직위원장 명의
의 영수증과 명찰 등은 학회당일 등록데스크에서 배부합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등록 취소시 2018년 6월 7일(금)까지는 80%, 6월 14일
(금)까지는 50% 환불해드리며, 그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은 학술
대회 개최 이후 송금됩니다.
<마감일>
 초록접수마감: 5월 13일(월)
 사전등록마감: 6월 3일(월)
<문의처>
기초의학 학술대회 사무국
 전화: 02-436-8852
(오전 9시~오후 5시, 이외 시갂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팩스: 02-436-8851
 E-mail: basicmed@basicme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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