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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기초간호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COVID-19 백신, 치료와 면역질환
일자 : 2021년 12월

11일(토) 09:00~13:00

장소 : 화상회의 플랫폼(zoom)
주최 : 한국기초간호학회

초청의 말씀
존경하는 한국기초간호학회 회원 여러분!
어느덧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는 계절입니다. 2021
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COVID-19 팬데믹은 2년째 종식되지 않고 있
습니다.
이런 때에 한국기초간호학회에서는 “COVID-19 백신, 치료와 면역질환”이라
는 주제로 2021년 동계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 COVID-19 백신접종이 증가하면서 백신접종으로 인한 면역과민반
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자가면역질환이 있는 환자에서의 COVID-19 감
염 코호트 연구 등 다양한 데이터가 연구결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회에서도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SARS-Cov-2에 감염되었을
경우 인체의 면역반응을 살펴보고, 백신 접종 후의 면역 반응 등에 대해 심도깊
게 탐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비록 COVID-19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아 대면으로 뵐 수 없지만, 화상 온라
인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유익한 정보도 교환하시고 친목도 나누시는 장이 되기
를 바랍니다.
항상 한국기초간호학회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년 10월
한국기초간호학회장

시간

내용

안 경 주 배상

강연자

사회 : 황영희 학술이사
09:00~09:20

플랫폼 입장

09:20~09:30

환영사

안경주 회장(한국기초간호학회)

축사

조경숙 회장 (한국간호과학회)

09:30~10:10

COVID-19 백신, 치료와 과민반응

연동건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10:10~10:20

포스터 발표 및 휴식

10:20~11:10

COVID-19 백신, 치료와
자가면역질환(혈소판감소증,
류마티스질환)

11:10~11:20

포스터 발표 및 휴식

11:20~12:00

COVID-19 중증 환자 간호

12:00~12:10

한곡우수논문상 시상
주강(朱剛)기초간호연구사업 시상

연동건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한시현
(단국대학교병원 감염관리팀장)

정기총회 사회 : 서경산 총무이사
12:10~13:00

정기종회

등록신청안내

등록방법 : 한국기초간호학회(http://www.bionursing.or.kr)
등 록 비 : 일반 2만원, 대학원생 1만원/ 환불불가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057-949730 김혜진(문의:103hj@hanmail.net)
등록마감 : 12월 4일(토)
초록접수 마감 : 11월 28일(일)
안내사항 :
-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 후 등록비를 입금해 주십시오.
- 사전 등록 시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 온라인 회의 URL을 이메일로 사전에 전송할 예정이므로 사전 등록하지 않고
등록비만 입금하는 경우 학술대회 참석이 어렵습니다.
- 사전 등록 시 이름과 소속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 학술대회 참가 시 입장명은 ‘이름(소속)’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 admbionurs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