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혈액학회
소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연구회

심포지엄
일 시 • 2018년 6월 9일(토)

장 소 • 서울대학교병원 CMI 1층 서성환연구홀
안녕하십니까?
대학혈액학회 소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연구회에서는 오는 6월 9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서성환연구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3개의 세션을 준비하였는데, 소아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의 최신 연구 경향, 소아와
성인 입장에서 본 adolescent and young adult (AYA) 환자의 치료, T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등에 대
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Down Syndrome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연구의 의장이신
Yasuhiro Okamoto를 초청하여 다운증후군 환자에서의 급성림프모구백혈병과 현재의 연구에 대해 알
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일본과 한국의 소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공동 연구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많은 회원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소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연구회
의 발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4일
대한혈액학회 소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연구회 위원장 강 형 진

Program
10:30-10:40

소개, 인사말

Session 1: Recent update

좌장: 최용묵, 안효섭

10:40-11:20

Brief review about recent clinical results of pediatric ALL

이재민 (영남의대)

11:20-12:00

Summary of global ongoing clinical trials of pediatric ALL

김혜리 (울산의대)

12:00-13:30

Lunch

Session 2: Special topics – AYA
13:30-14:10

좌장: 황태주, 이건수

ALL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YAs): pediatric perspectives
한승민 (연세의대)

14:10-14:50

ALL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YAs): adult perspectives
임호영 (전북의대)

14:50-15:10

Coffee break

Session 3: How I treat

좌장: 서종진, 신희영

15:10-15:50

Update on treatment of T cell ALL

15:50-16:30

Down syndrome ALL and current study in Japan

이재욱 (가톨릭의대)

Japanese Down ALL study chair: Yasuhiro Okamoto (Kagoshima University)
16:30-17:00

Discussion

Registration
• 사전등록: 2018년 5월 18일 (금)까지 첨부된 신청서를 pedall.wp@gmail.com 로 접수
• 등록비 무료
• 점심식사는 선등록자에 한해 원하시는 경우 제공될 예정
• 소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연구회를 새로 정비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다시 받습니다.
대한혈액학회 정회원에 한해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과 새롭게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에
가입여부 기입해주십시오.

Location
지하철 이용시 교통안내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서성환홀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에서 암병원까지 도보 10분 소요

버스 이용시 교통안내
102, 104, 106, 107, 108, 109, 143, 149, 150,
간선
혜화역
160, 162, 273, 301, 601, 710
서울대학교병원입구
지선 2112, 종로08
102, 104, 106, 107, 108, 109, 143, 149, 150,
간선
혜화역,
160, 162, 273, 301, 710
마로니에공원
지선 2112, 종로08, 종로12 (병원순환버스)
창경궁 입구 상행 간선 151, 171, 172, 272, 601
창경궁
102, 104, 106, 107, 108, 140, 143, 149, 150,
간선
서울대학교병원 하행
151, 160, 162, 171, 172, 272, 301, 710
서울대학교병원본관원남로터리종로5가입구종로4
병원순환버스
가 종로3가역(9번출구)돈화문원남로터리서울대
(종로12)
학교치과대학서울대장례식장혜화동로터리혜화역
3번출구서울대학교병원본관

대한혈액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