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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20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추계학술대회 온라인 전시 및 광고 신청 안내 

구분 내용 금액(부가세 포함)

온라인 부스 학술대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부스 공간에 홍보자료 및 영상, 웹
사이트 링크 등을 통하여 기업 및 제품 홍보 2,200,000원

온라인 광고 강의영상 하단에 배너광고 삽입(삽입 가능한 광고 개수의 제한
으로 신청업체 수에 따라 배너광고 노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2,200,000원

초록집 광고
(PDF 제작)

표4(1개만 가능) 2,200,000원

표2(1개만 가능) 1,650,000원

표3(1개만 가능) 1,100,000원

내지(신청 수 제한 없음) 770,000원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Hematology-Oncology

03174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24 오피스텔 220호(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2단지) 

Tel: (02)516-6581,  Fax: (02)516-6582,   E-mail: kspho@kams.or.kr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3. 이에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시 온라인 부스전시 및 온라인 광고 안내가  
 아래와 같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일    시 : 2020년 10월 23일(금)
                신청방법 : 2020년 9월 21일(월) - 10월 12일(월),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홈페이지
   금    액 : 온라인 전시와 온라인 광고는 각각(중복) 신청 가능 
                           (예, 온라인 전시 1 + 온라인 광고 1 = 총 4,400,000원, 부가세 포함)
                계좌번호 : 하나은행 501-910052-96405(예금주 :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첨부 : 1) 2020년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안
        2) 온라인 부스 및 온라인 광고 예시 샘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회  장 임 영 탁      

                 이사장 국    훈      



 2020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안)

12:30 – 13:30 평의원회
13:30 – 13:40 Opening Remarks            임영탁 회장님 / 국훈 이사장님

Session Ⅰ  JSPHO/KSPHO Joint Symposium: Bone tumor 

                                       

13:40 - 14:10 Current trends in management of osteosarcoma          이준아 (국립암센터)
14:10 - 14:40 Adjuvant chemotherapy for osteosarcoma patients    
                          Haki Hiraga (National Hospital Organization Hokkaido Cancer Center)

14:40 - 15:10 Current trends in management of Ewing sarcoma family 
                 of tumors                                                  한정우 (연세의대) 
15:10 - 15:40 Current status and future perspectives of Japanese clinical
                 trial for Ewing sarcoma: Japan Ewing Sarcoma Study Group      
                                           Hideki Sano (Fukushima Medical University Hospital)
15:40 - 16:00 Break 

Session Ⅱ    Cancer predisposing Syndrome                      

                 

16:00 - 16:30 Overview of Cancer Predisposing Syndrome                이지원 (성균관의대)
16:30 - 17:00 Multidisciplinary Approach for NF1              김혜리 (울산의대)
17:00 – 17:30   Germline mutation 관련 주제                 임지숙 (가톨릭의대)  
              
Session Ⅲ 시상 및 안내

17:30 - 18:00 총회 및 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