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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2020년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시 전시 및 초록집 광고 협조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학술대회 개최

시 전시 및 초록집 광고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홈페이지 춘계학술대회 배너
“부스/광고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장소 관계상 선착순 15부스까지만 가능함을 양
해 부탁드립니다.
3. 문의사항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정 및 기타 안내는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
일

시 : 2020년 7월 17일(금) - 18일(토)

장

소 :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

금

액 : 부스전시료 ￦3,300,000(1부스 금액임, 가로 3m x 세로 3m)
초록집광고료 ￦2,200,000(표4), ￦1,650,000(표2), ￦1,100,000(표3),
￦770,000(내지), 부가세 포함
* 초록집 광고 신청시 표 2,3,4는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신청기간 : 2월 17일(월) ~ 선착순 15부스 마감시까지!
계좌번호 : 하나은행 501-910052-96405(예금주 :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 첨부 : 춘계학술대회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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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안)

일 시 : 2020년 7월 17일(금) - 18일(토)
장 소 :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

7월 17일 (금요일)
12:30-13:30

평의원회

13:30-13:50

등록

13:50-14:00

회장님, 이사장님 인사

14:00-16:00

Scientific Session I : Biologic Therapy for Pediatric Cancer

14:00-14:30

Immune checkpoint blockade therapy in children

한정우 (연세의대)

14:30-15:00

TKI in therapy in solid tumor

최정윤 (서울의대)

15:00-15:40

TKI therapy in hematologic malignancy

Michel Zwaan
(Princess Máxima Center for Pediatric Oncology, Germany)

15:40-16:00

Coffee Break

16:00-17:10

Scientific Session II : Veno-Occlusive Disease (VOD)

16:00-16:30

Chemotherapy induced VOD

양유진 (부산의대)

16:30-17:10

VOD after HSCT

Krzysztof Kalwak
(Wroclaw Medical University, Poland)

17:10-18:00

Case Discussion Session

고경남 (울산의대)
7월 18일 (토요일)

09:00-10:00

K-PHOG Session / 간호사 Session

10:00-10:20

Coffee Break

10:20-11:00

Special Lecture

10:20-11:00

Medical system for pediatric cancer in Netherlands

11:00-12:00

Scientific Session III : Cancer Predisposing Syndrome

11:00-11:30

Overview of cancer predisposing syndrome

이지원 (성균관의대)

11:30-12:00

Multidisciplinary approach for NF1

김혜리 (울산의대)

12:00

폐회

Michel Zwaan
(Princess Máxima Center for Pediatric Oncology, Netherlan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