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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한금연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홍보 안내 및 프로그램 홍보 건
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도 대한금연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귀 학회의 홍보 의뢰 드립니다.
3.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별첨으로 보내드리오니 참조해 주시고 학술대회 준비가 원활이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지사항 업데이트 및 회원들께 홍보 메일 발송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행사명칭: 2019년 대한금연학회 추계학술대회
☞ 일

시 : 2019년 11월 15일(금) 09:30~17:1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소회의실

붙임 1.
2.

대한금연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안내 1부.
대한금연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1부

끝.

대한금연학회 회장 백 유 진

수신자: 경기도 교육청,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보건협회, 서울시 교육청 학교체육보건 담당,
임상건강증진학회, 지역사회간호학회, 학국역학회, 한국가정간호학회, 한국보건간호학회,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가,나,다 순)

붙임 1.

2019년 대한금연학회 추계학술대회 안내
♤ 학술대회 등록 안내
사전등록기간:

2019년 11월 8일 (금) 까지

등록비 안내 (학술대회 참가 등록비)
구 분

회원

비회원

학생/전공의

사전등록비

30,000

50,000

15,000

현장등록비

40,000

60,000

30,000

회원가입

연회비: 20,000

평생회원: 300,000

동일

입금계좌: 우리은행 / 계좌번호 : 1005-002-553153 (예금주 : 대한금연학회)

※ 사전등록 방법: (http://ksrnt.ceedcom.co.kr/register/2019_fall/main.html)에서
인터넷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장소 내 주차가 용이하지 못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연제 및 포스터발표 안내
초록 접수기간:

2019년 11월 1일(금) 까지

※ 초록접수 방법: (http://ksrnt.ceedcom.co.kr/register/2019_fall/main.html)에서 인터넷 접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초록접수문의 : 권순탁 연구원
(ksrnt@ksrnt.org, 031-382-9030)
문의사항 : 대한금연학회 대표 이메일, ksrnt@ksrnt.org로 문의하시거나,
전화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권순탁 연구원, 031-382-9030)으로 연락 주십시오.
※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www.ksrnt.org)

붙임 2.

2019년 대한금연학회 추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 일 시 : 2019년 11월 15일(금) 09:30~17:1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소회의실
시간

프로그램명

좌장 / 발표자

09:30-10:00

등록

10:00-10:20

개회사 및 축사

Session 1.
Education

신종담배 최신 동향

10:20-11:00

신종담배의 진화와 액상형 전자담배 국외 규제동향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

11:00-11:40

신종담배 시장진입 규제와 시판후 모니터링 국내외 사례와 쟁점

김희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11:40-12:20

신종담배와 폐질환

최하영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12:20-12:30

질의응답 및 토론

12:30-14:00

대한금연학회 회장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좌장: 박순우 (대구가톨릭의대)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점심 및 포스터 세션

Session 2.
Research

구연 발표

14:00-14:50

구연 발표

Session 3.
Plenary

신종담배 관련 쟁점

14:50-15:10

가열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를 보는 관점과 쟁점

조홍준 (울산의대)

15:10-15:30

미국 FDA가 가열담배(HTP)를 승인한 과학적 배경: 오해와 진실

백유진 (한림의대)

15:30-15:40

질의응답 및 토론

15:40-16:00
Session 4.
Clinical update

좌장: 오진경 (국립암센터)

좌장: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휴식시간 및 포스터 세션
좌장: 이훈재 (인하의대)
김 열 (국립암센터)

임상금연치료 최신지견

16:00-16:20

국제 금연치료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최민규 (한림의대)

16:20-16:40

신종담배 사용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이철민 (서울의대)

16:40-17:00

폐암검진사업과 금연상담

이승화 (서해병원)

17:00-17:10

질의응답 및 토론

17:10-

시 상

및

총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