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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대한혈액성분치료학회 제21차 심포지엄 홍보 협조 요청

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혈액성분치료학회에서는 2019년 2월 22일(금),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
당에서 대한혈액성분치료학회 제21차 심포지엄(창립 20주년 및 한규섭 교수 정년퇴임 기념)이
개최됩니다.
3. 이에 귀 학회의 회원 참여를 독려하고자 홍보를 요청 드리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혈액성분치료학회 제21차 심포지엄
1) 일시 : 2019년 2월 22일(금) 10:00-17:30
2)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3) 등록안내 : 사전등록 필수
-첨부된 사전등록신청서를 2월 15일(금)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E-mail: ksbt@kams.or.kr / Fax: 02-795-7901)
4) 등록비 : 30,000원
5) 등록비 납부계좌 : 국민은행 803-01-0212-960, 예금주: 아페러시스연구회

별첨 : 1. 심포지엄 프로그램
2. 사전등록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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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혈액성분치료학회 제21차 심포지엄
- 창립 20주년 및 한규섭 교수 정년퇴임 기념 일시 : 2019년 2월 22일(금)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시간
10:00 ~ 10:10
10:10 ~ 10:30

일정
Opening Remark
한규섭 (서울의대)
Registry Report
Hematopoietic stem cell collecctions in Korea

10:30 ~ 12:30

강은숙 (성균관의대)
Session I: Expanding role of blood bank for cell therapy
좌장 : 임영애, 이종욱

10:30~11:00

Cell Processing, CTGT & ATMP
박경운 (서울의대)

11:00~11:30

CAR-T cell therapy through closed-system manufacturing
심재승 (Miltenyi Korea)

11:30~12:00

Ex vivo expansion of human NK cells for cancer immunotherapy
조덕 (성균관의대)

12:00~12:30

Flexible & automated solutions for tomorrow’s therapies
Wenyan Leong (TerumoBCT)

12:30 ~ 13:30

Lunch

13:30 ~ 14:00

Plenary lecture

좌장 : 김현옥

20 yesras of KSFA and Beyond
임채승 (고려의대)
14:00 ~ 16:00
14:00~14:30
14:30~15:00

Session II: Update on Apheresis

좌장 : 윤성수, 서장수

Photopheresis in lung transplantation
김신영 (연세의대)
Freezing and thawing of RBCs using automated closed cell processor
한태희 (인제의대)

15:00~15:30

Recent trend of cell therapy in global
Steven Binninger (Fresenius Kabi)

15:30~16:00

The impact of apheresis and pooled platelet concentrates
임지향 (가톨릭의대)

16:00 ~ 16:40

Exhibition & Coffee break

16:40 ~ 17:20

Commemorative Speeach
Indication of therapeutic plasmapheresis: a considerable gap
among countries
한규섭 (서울의대)

17:20 ~ 17:40

General Assembly

17:40 ~ 17:50

Closing Rem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