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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2년간 Covid-19 극복을 위해 고생하신 의료진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스멕스 코리아는 매년 고객들을 모시고, 최신 연구 결과 및  

새로운 학술 지견을 공유하는 “Sysmex Korea Scientific Seminar”를 진행해왔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학술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Immune Response: Perspectives on Covid-19 Severity” 라는 주제로 백신을 통한  

면역반응과 감염에 의해 유도되는 면역반응에 대한 최신 연구 및 패혈증의 조기 진단을 위한 

신규 바이오마커인 프리셉신(Presepsin)에 대한 내용으로  

Sysmex Korea Scientific Seminar 2022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 귀하를 초대하오니, 많은 신청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시스멕스코리아㈜

대표이사 츠치다 마스요시 배상

Time Subject Speaker

16:00-16:05 Opening Address
츠치다 마스요시

(시스멕스코리아 CEO)

좌장 : 권계철 교수 (충남의대)

16:05-16:45 Infection-Induced Immunity Versus Vaccine-
Induced Immunity Against COVID-19

최원석 교수

(고려의대 감염내과)

16:45-17:25 
Importance of Early Diagnosis of Sepsis and 
Usefulness of Presepsin Measurement 

Hiroyasu Ishikura　

(후쿠오카의대 응급의학과)

17:25-17:30 Ending Address
권계철 교수

(충남의대)

◀ 온라인 세미나 등록 바로가기온라인 세미나 등록 바로가기  등록 기한: 2022년 4월 18일 (월)

세미나 참여 방법세미나 참여 방법

∙ 시스멕스 홈페이지 (www.sysmex.co.kr) 방문 또는 왼쪽의 QR코드 스캔

∙ [사전등록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등록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전달받은 링크에 접속하여 세미나 참가

∙ 등록자에 한하여 행사 접속 링크 발송Sysmex Korea 
Scientific Seminar 

2022

Immune Response: Perspectives on Covid-19 Severity

“INNOVATIONS of TOMORROW’S CHALLENGES”

네비게이션으로 검색시 ”시그니엘서울”로 검색해 주세요.

※ 주차구간 안내  호텔 정문 앞 고객 전용 주차장 입구 진입 → 지하 2층 D라인      

     및 지하 3층 F라인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이용 시

자가용 이용 시

2호선 잠실역 (1, 2번 출구 방면)

1, 2번 출구 방면 월드몰 입구 (B1F) → 왕관 조형물 지나 전망대 입구의 좌측 

통로 방향으로 약 50M → 우측 월드타워 입구 회전문 (B1F) 도착 → 좌측 방면 

에스컬레이터 탑승 후 1F으로 이동 → 타워 내 남문 방향 이동 → 시그니엘 서울 

호텔 정문 도착

8호선 잠실역 (11번출구방면)

10, 11번 출구 방면 월드몰 입구 (B1F) → 정면 롯데리아 지나서 우회전 

→ 월드타워 방면으로 직진 (도보 3분) → 좌측 세븐일레븐 지나고, 이후 롭스 

지나서 좌측의 월드타워 입구 회전문 (B1F) 도착 → 좌측 방면 에스컬레이터 탑승 

후 1F 으로 이동 → 타워 내 남문 방향 이동 → 시그니엘서울 호텔 정문 도착 

Sysmex Korea

Scientific Seminar 2020

QR코드를 찍으면 자세한 

약도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롯데

시그니엘서울

시스멕스코리아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 서울인터내셔널타워 3층   

Tel. 02 3498 5300    Fax. 02 3498 5312    http://www.sysmex.co.krLighting the way with diagnostics

Lighting the way with diagnostics

일 시 : 2020년 2월 6일(목) 17:30 ~ 21:00

장 소 : 롯데 시그니엘 그랜드 볼룸 (76층)

Location

02 3498 5387

INVITATION

PROGRAM

세미나 등록 바로가기세미나 등록 바로가기

일 시 : 2022년 4월 21일 (목) 16:00~17:30
온라인 라이브 심포지엄 

|등록 기한 |   2022년 4월 18일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