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재생불량빈혈연구회

심포지엄

New Approaches in the Practice
of Bone Marrow Failure
주 최 대한혈액학회 재생불량빈혈연구회
일 시 2019년 1월 19일(토) 10:00~17:30
장 소 이대서울병원(마곡동) 대강당

Invitation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뒤로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기해년 황금돼지해 2019년을 맞이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1월19일에 개최되는 제8회 재생불량빈혈연구회 심포지엄은 골수부전질환 환자를 진료하시고
연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새로운 지견을 나누는 자리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 ASH 학회에서의
새로운 연구 동향을 알아보고, 재생불량빈혈빈혈의 치료에 대한 면역억제치료, TPO mimetics,
대체공여자이식에 대한 최신 지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강연으로는 영국 King’s College
Hospital의 Dr. Kulasekararaj으로부터 AA와 PNH에서 somatic mutation과 clonal evolution에 관한 강의가
있고, 이어서 보체 연관 혈액질환과 혈소판감소증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한 리뷰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금번
모임은 훌륭한 시설을 자랑하는 마곡지구 이대서울병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부디 참석하셔서 열띤 토론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혈액학회 재생불량빈혈연구회 위원장 국 훈

Program
09:30 - 10:00

Registration

10:00 - 11:00

   I. Research Update
Session

좌장 : 강형진, 김 혁

Recent research update 2019 (1)

엄지은 (한양대서울병원 내과)

Recent research update 2019 (2)

공섬김 (고신대병원 소아청소년과)

11:00 - 11:10

Coffee break

11:10 - 12:40

   II. Treatment of Aplastic Anemia
Session

좌장 : 정낙균, 장준호

Past and future of ATG in IST for aplastic anemia

김 혁 (가천의대 길병원 내과)

TPO receptor agonist for the treatment of aplastic anemia
Alternative donor transplantation for aplastic anemia
12:40 - 14:00

Lunch

14:00 - 14:50

   III. Special Session
Session

공지현 (원주세브란스병원 내과)
김혜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좌장 : 국 훈

Somatic mutations and clonal evolution in aplastic anemia and PNH
Austin Kulasekararaj (King’s College Hospital)
14:50 - 15:00

Coffee break

15:00 - 16:00

   IV. PNH and TMA
Session

좌장 : 이종욱, 유은선

Treatment of PNH: eculizumab and beyond

김성용 (건국대병원 내과)

Recent advances of atypical HUS and TTP
16:00 - 16:15

Coffee break

16:15 - 17:30

   V. Thrombocytopenia and Others
Session

송익찬 (충남대병원 내과)
좌장 : 임호준, 배성화

Evidence-based management of ITP

최영배 (충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Drug-associated thrombocytopenia

정성훈 (전남대병원 내과)

Intravenous iron therapy for hematologic disorders

장준호 (삼성서울병원 내과)

Registration
ㆍ사전등록마감 : 2019년 1월 12일 (토)까지
ㆍ등록비 무료
ㆍ등록내용 : 성명, 소속, 과,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번호, 분과전문의번호
ㆍ사전등록처 : emhcrc@gmail.com (02-2650-5063)
ㆍ연수평점 : 대한의사협회 5평점, 대한내과학회 혈액종양내과 분과전문의 5평점
ㆍ교통지원 : 지방에서 참가하는 대한혈액학회 회원은 소정의 교통비지원 (영수증제출)

Location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808(공항대로 260)

이대서울병원(마곡동) 대강당

지하철 이용시 교통안내
5호선 발산역

8번출구에서 도보 310m 3분 소요

버스 이용시 교통안내
간선 601, 605, 654

이대서울병원

발산역
상행

지선 6630, 6645
일반 60, 60-3, 69, 88
직행 2000, 3000, 3000A, 8000

발산역
하행

간선 601, 605, 654
일반 60, 60-3, 69, 88
직행 2000, 3000, 3000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