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8년 9월 15일 (토요일), 09:20-15:30
장
소 : 신촌 세브란스병원 종합관 337호 강의실
● 연 수 평 점 : 대한의사협회 4점, 혈액종양내과분과 4점 예정
● 사 전 등 록 : 2018년 9월 10일 (월요일)까지 seiyoung@yuhs.ac
(이름, 소속, 연락처 HP, 의사면허번호, 분과전문의 번호 기재)
점심식사 제공됨으로 반드시 사전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등 록 비 : 무료
● 문
의 : 02) 533-1408 (정세영 연구간호사) seiyoung@yuhs.ac
●
●

동서울우편집중국

Information

MAP
The 22nd
Korean Society of Hematology
AML/MDS
Working Party Symposium

신촌세브란스병원 종합관 337호

버스
세브란스병원앞, 연세대학교앞
•간선버스(파랑): 153, 163, 171, 172, 272, 470, 472, 601, 606, 672, 673,
700, 707, 708, 710, 773, 750A, 750B, 751, 800, 8153
•지선버스(초록): 03, 04, 05, 76, 567, 770, 6714, 7017, 7613, 7720, 7024,
7726, 7727, 7728, 7713, 7737
•광역버스(빨강)&좌석버스: 1000, 1200, 1900, 2000, 2000-1, 7106(M),
7111(M), 7613(M), 8880, 9714
•공항버스: 6011
지하철
•2호선: 신촌역 1번출구 → 병원 셔틀버스
3번출구 → 도보 8분
* 신촌역 셔틀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제공(10분 간격)

•3호선: 독립문역 4번출구 → 470, 710, 750, 7737 버스 환승
경복궁역 1번출구 → 272, 606, 710 버스 환승

AML/MDS Working Party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03722 Yonsei-ro 50, Seodaemun-gu,
Div. of Hematology, Dep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종합관

The 8th
Japan-Korea Joint Symposium
15th SEP (Sat), 2018
Hall 337, Central Administration Building,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Seoul

Invitation

Program

The 22nd Korean Society of Hematology
AML/MDS Working Party Symposium
The 8th Japan-Korea Joint Symposium

회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신지요?
지난 봄 심각한 미세먼지와 황사, 그리고 금세기에 가장 무더운 이번 여름도
절기를 거스르지 못하고 드디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과 가족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대한혈액학회 AML/MDS 연구회에서는 2018년 9월 15일 추계 정기
심포지움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가을 한일 양 국 연구회에서
공동 참여하는 ‘JALSG-KSH AML/MDS WP’ 교류 심포지움을 바탕으로
보다 풍성하고 힘찬 상호 연구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오니 부디 함께 하시어
고언을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무엇보다 금년에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을 주제로 양 국 학자들의 교환 발표가 있으며 특별히 양 국 공동의 발전적
관찰 연구 등 연구 기획을 제안하는 등 상호 교류 연구의 첫 발걸음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최근 혈액학 분야에서 많은 분자유전학 연구가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확대와
더불어 각광을 받고 있어 우리 연구회 역시 과거 후향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전향 임상 연구의 시도와 발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더불어 국제적인 연구교류가 활발하고 대한혈액학회도
국제학회의 틀을 갖추어가고 있는 이때를 발 맞추어 금년 가을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 8차 ‘한-일 공동 연구 교류 프로그램’을 전환점으로 보다 수준
높은 학술 발전의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탕으로 양 국 사이에 심도 깊은 연구 교류가 활성화되어 보다 미래지향적인
열정 넘치는 공동 연구들이 속속 생산되는 시대가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연구회에서는 가능한 더 자주 연구회의 연구 진행 방향과 진행 중인 제안연구
및 학술 정보 등을 전달하여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계 심포지움에서는 최근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전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약 임상시험과 신약 치료법에 기반을 둔 고식적
표준치료법의 재정립 동향, 면역세포요법과 면역화학치료법 등 첨단
치료법을 이용한 표적치료법을 주제로 여러 국내 전문가들의 심화 발표가
준비되었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연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약하며 금번 대한 혈액 학회
AML/MDS 연구회에서 기획한 추계 심포지엄에 많이 참석하시어 바른 학술
발전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우리 연구회가 중단 없이 크게 약진하여 명실상부한
학술연구의 큰 장으로 세세 대대로 발전되도록 끊임 없는 관심과 기탄 없는
질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한혈액학회 AML/MDS 연구회
위원장 김 희 제

09:20~09:40 Registration
09:40~09:50 Opening Remark
JOINT SESSION I: Current Treatment for MDS in Japan and Korea
		
Chaired by Itaru Matsumura (Kinki University), Je-Hwan Lee (University of Ulsan)
09:50~10:20 Long term use of hypomethylating agents for MDS
June-Won Cheong (Yonsei University)
10:20~10:50 JALSG AML/MDS/CMML clinical observational study - Preliminary report of the MDS part		
Kensuke Usuki (NTT Medical Center Tokyo)
10:50~11:20 Genetic mutations and decision-making of treatment options for MDS
		
Yoo-Jin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11:20~11:50 Preliminary report of AZA trial for high risk MDS, MDS212 on behalf of JALSG
		
Yasushi Miyazaki (Nagasaki University)
JOINT SESSION II: Study Proposals for Collaboration between JALSG & KSH AML/MDS WP
		
Chaired by Hitoshi Kiyoi (Nagoya University), Hee-Je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11:50~12:05 Study Proposal (I)
Prospective study of the indUction Regimen for acute non-Promyelocytic Leukemia in Elderly;
Hypomethylating agents for favorable risk (PURPLE-H)
Hawk Kim (Gachon University)
12:05~12:20 Study Proposal (II)
Beyond hypomethylating agent (HMA) failure in AML patients
Silvia Par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12:20~12:35 Study Proposal (III)
Comparative study on MDS between Korea and Japan
Yasushi Miyazaki (Nagasaki University)
12:35~13:30 Lunch
SESSION III: The Current Landscape of AML Approaches
		
Chaired by Hyeoung Joon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ong Soo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13:30~13:55 Decision between epigenetic therapy and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AML
		
Hyewon Lee (National Cancer Center)
13:55~14:20 Genomics of myeloid malignancies
Young-Uk Cho (University of Ulsan)
14:20~14:30 Coffee Break
SESSION IV: The Role of Targeted Therapy in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ML
		
Chaired by Inh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l Won Jung (Sungkyunkwan University)
14:30~14:55 Target Therapy
Dong-Yeop S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14:55~15:20 CAR-T Therapy, Immune Checkpoint and Vaccine Approaches in AML
		
Jun Ho Jang (Sungkyunkwan University)
15:20~15:30 Grand Mee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