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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년 대한수혈학회/질병관리본부 공동 심포지엄 회원 안내 협조 요청
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수혈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8년 대한수혈학회/질병관리본부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병원과 혈액원에서 수혈의학 업무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
한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학회의 회원께 공지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심포지엄 안내
① 일 시 : 2018년 12월 7일(금) 09:50 ~ 17:00
② 장 소 : 서울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3층 Emerald Hall (홍은동 소재)
③ 사전등록마감 : 2018년 11월 30일(금)
2) 등록 안내
① 등록비 안내
구분

사전등록

당일등록

의사

60,000원

70,000원

전공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및 기타

40,000원

50,000원

비회원

200,000원

②사전등록 방법
- 대한수혈학회 홈페이지 (http://www.transfusion.or.kr)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③ 납부계좌 : 803-01-0202-761 국민은행 [예금주 : 기)대한수혈학회]
별첨 : 2018년 공동 심포지엄 프로그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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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한수혈학회/질병관리본부 공동 심포지엄
일시 : 2018년 12월 7일(금)
장소 : 서울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3층 Emerald Hall
Emerald Hall A

시간

Emerald Hall B

09:00 ~

등록

09:50 ~ 09:55

개회사 (대한수혈학회 회장)

09:55 ~ 10:00

축사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10:00 ~ 10:15

혈액안전관리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시상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10:15 ~ 10:30

사진촬영

10:30 ~ 12:00

[Session I] 임상수혈의 실제 (Clinical transfusion practice)
좌장 : 원종호, 서장수
예정 수술에서의 12년간 국내 적혈구제제 사용량 분석

10:30~11:00

Analysis of red blood cell use in elective surgeries over
12 years in Korea

2018 update on transfusion guidelines: transfusion services

혈액원을 위한 최신 수혈 가이드라인 (2018)

Transfusion errors: current status and solutions

2018 update on transfusion guidelines: blood establishments
(중앙의대 김정아)

수혈적정성평가지표 개발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Transfusion Appropriateness
in Korea

Highlights of ISBT 2018

Lunch

세종대왕께 답을 얻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알리기회

ISBT 2018의 주요내용
(부산의대 이현지)

(인제의대 엄태현)
Lunch
12:00 ~ 13:00

의료기관을 위한 최신 수혈 가이드라인 (2018)

수혈오류 발생현황과 대책
(한림의대 현정원)

11:30~12:00

좌장 : 김형회, 임춘화

(충북의대 박희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반석)
11:00~11:30

[Session II] 교육 프로그램 (Educational session)

세종대왕께 답을 얻다
송혜경)

(한국의 정신과 문화알리기회

임영희)

[Session III] 헌혈자, 수혈자 및 혈액수급 관리
13:00 ~ 15:30

[Session IV] 혈액제제와 감염 위험

(Donor, recipient & blood supply management)

(Blood components & infectious risks)

좌장 : 김현옥, 이종욱
13:00~13:30

헌혈자 철분결핍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

적혈구 마이크로파티클의 정량적 분석법

How to prevent iron deficiency in blood donors

How to quantify RBC microparticles

(명지병원 김문정)
13:30~14:00

(서울의대 홍윤지)

수혈자 역추적조사 개선 방안

혈소판제제 장기보존을 위한 냉장혈소판제제

Revision of donor triggered lookback guideline

Cold-stored platelets for long-term preservation of platelets

(랩지노믹스 서동희)

14:40~14:30

14:30~15:00

(전북의대 조용곤)

혈액제제 부족 시 의료기관의 대처법
How to manage blood shortage: transfusion
service's perspective
(가천의대 김경희)

혈소판 제제에서의 세균오염

2019년 혈액수급 계획

수혈의학 주요 이슈

2019 Blood Supply (Management & Contingency) Plan

Current issues in transfusion medicine

(대한적십자사 김대성)
15:00~15:30

16:00 ~ 16:40

(가톨릭의대 임지향)

혈액안전 위탁사업 소개

AABB 2018 하이라이트

Overview: Korean Blood Safety Commission

Highlights of AABB 2018
(한림의대 정유선)

Exhibition & Coffee break
[Session V] 한규섭교수님 정년 기념 강연
좌장 : 윤성수, 조남선
대한수혈학회 국제적 활동의 역사와 미래

16:00~16:40

Bacterial contamination in platelets

(대한적십자사 권소영)

(아주의대 임영애)
15:30 ~ 16:00

좌장 : 전동석, 채석래

International activities of the KSBT: past and future
(서울의대 한규섭)

16:40 ~ 16:50

학회 공지사항 (대한수혈학회 총무이사)

16:50 ~ 17:00

폐회사 (대한수혈학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