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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0

Opening

회장 강진한

Session 1

Hot issues in human vaccines

좌장 : 우준희 (울산대)

09:00-09:25 HPV vaccination in boys and men

김동현 (인하대)

09:25-09:50 Effectiveness of varicella vaccine in Korean children

김윤경 (고려대)

09:50-10:00 Q & A
Session 2

Animal vaccination

좌장 : 유한상 (서울대)

10:00-10:25 Fish vaccination in aquaculture

정태성 (경상대)

10:25-10:50 Up-date of Foot-and-mouth disease vaccine use in Korea

박종현 (농림축산검역본부)

10:50-11:00 Q & A
11:00-11:15 Coffee break
Session 3

Key issue in new vaccine development

좌장 : 배용수 (성균관대)

11:15-11:45 State of Art lecture: Future of vaccine development

성백린 (연세대)

11:45-12:10 Progress & challenge in tuberculosis vaccine development

신성재 (연세대)

12:10-12:35 Medical significance of IL-15-induced T cell activation

신의철 (KAIST)

12:35-12:45 Q & A
Luncheon symposium

좌장 : 강진한 (가톨릭대)

12:45-13:40 Live oral typhoid vaccine

Juan J Barriga (PaxVax)

Session 4

좌장 : 황응수 (서울대)

Epidemiology of vaccine target disease

13:40-14:05 Q fever in human in Korea

허중연 (아주대)

14:05-14:30 SFTS in Korea

김동민 (조선대)

14:30-14:55 2019 measle outbreak in Daegu city

장현하 (경북대)

14:55-15:05 Q & A
Mini talk

좌장 : 김우주 (고려대)

15:05-15:35 Measles elimination: using outbreaks to identify and close immunity gaps 양태언 (WHO Lao PDR Country Office)
15:35-15:50 Coffee break
Session 5

좌장 : 오명돈 (서울대),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Issues on NIP (National immunization policy) in Korea

15:50-16:15 Prerequisites for evidence-based NIP

최원석 (고려대)

16:15-16:40 National seroprevalence study of VPD

정경태 (질병관리본부)

16:40-17:05 Role of health economics & financing on vaccine introduction in NIP

안정훈 (이화여대)

17:05-17:30 Post-registration safety monitoring system

정선영 (중앙대)

17:30-17:40 Q & A
17:40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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