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 11회
대한혈액학회 재생불량빈혈연구회

하계 심포지엄
Unmet needs for aplastic anemia and rare hematologic diseases
일 시 2020년 8월 22일 09:00~17:30
장 소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2 층 Maple Room

Invitation
코로나바이러스로 올 한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8월 22일 개최되는 11회 대한혈액학회 재생불량빈혈연구회 심포지엄은 골수부전질환 환자를 진료하시고
연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그동안 진료현장에서 느꼈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연구회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질환에서의 Unmet need for rare disease란 주제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은 국제 교류 및 아시아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한해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부분이 연기되는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요구와 향후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모두 힘을 합쳐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대한혈액학회 재생불량빈혈연구회 위원장 장준호, 간사 문영철 올림

Program
Unmet needs for aplastic anemia and rare hematologic diseases
09:00–09:55
09:55–10:00

등록
개회사

장준호 (KAAWP 위원장)

  
세션 1 : Unmet needs for aplastic
anemia (1) : TPO-RA
10:00-10:25
10:25-10:50
10:50-11:00
11:00-11:25
11:25-11:50

Eltrombopag vs allogeneic HSCT for young refractory SAA
Considerations for eltrombopag-failed SAA
Coffee break
Clonal evolution in aplastic anemia treatment
패널토의

11:50-13:00

점심

좌장 : 이종욱, 국훈
이원식 (인제의대)
공지현 (연세의대)
송익찬 (충남대의대)
패널사회: 장준호
패널: 이종욱, 국훈, 임호준

  
세션 2 : Unmet needs for aplastic
anemia (1) : IST, Transplantation
13:00-13:25
13:25-13:50
13:50-14:15
14:15-14:40
14:40-15:00

Upfront allogeneic HSCT vs delayed allogeneic HSCT in older SAA
Upfront IST + TPO vs Upfront allogeneic HSCT in young SAA
Current management of CMV infection in allogeneic HSCT
Role of Letermovir for CMV prophylaxis during allogeneic HSCT
패널토의

15:00-15:20

Coffee break

좌장 : 윤성수, 장준호
김혁 (가천의대)
유건희 (성균관의대)
장지은 (연세의대)
문영철 (이화의대)
패널사회: 배성화
패널: 윤성수, 정낙균, 강형진

   and rare hematologic diseases
세션 3 : Unmet needs for ITP
15:20-15:45
15:45-16:10
16:10-16:35
16:35-17:00
17:00-17:20

Consideration for TPO-refractory/ intolerant ITP
Future treatment option for PNH
Unmet need for TTP management
Unmet need for atypical HUS management
패널토의

17:20-17:30

폐회사

좌장 : 임호준, 문영철
김대영 (이화의대)
장준호 (성균관의대)
이성은 (가톨릭의대)
김진석 (연세의대)
패널사회: 강형진
패널: 배성화, 양덕환, 박미림
장준호 (KAAWP 위원장)

Registration
ㆍ사전등록마감 : 2020년 7월 30일 (목)까지
ㆍ사전등록처 : pbb892004@naver.com (02-2650-5063 | 02-2148-7361)
ㆍ등록내용 : 성명, 소속, 과,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번호, 분과전문의번호, email, 전화번호
ㆍ연수평점 : 대한내과학회 혈액종양내과 분과전문의 5평점, 대한의사협회 5평점
ㆍ등록비 : 무료

Location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강서구 마곡중앙 12로 10 서울, 07788 대한민국

T. 02-6946-7000
F. 02-6946-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