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오시는길

• 사전등록 마감일: 2020년 10월 20일 (화) 자정까지
• 등록비 금액
사전등록비

3만원

• 등록비 입금 계좌번호: 1005-703-884639 우리은행
예금주: 대한부인암중개연구회

• 사전등록안내
학회 홈페이지(www.kgcr.co.kr)로 접속하신 후, 사전등록 작성

SKY 31 Convention Conference A

요령에 따라 입력하여 사전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등록확인 이메일을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1F
전화 : 02-3213-9000~2

보내드리며, 학회에서 등록비 입금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입금 확인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2020 대한부인암중개연구회

추계 심포지엄

• 출입방법
※ 코로나-19 사회적거리 두기로 인하여 현장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① 롯데월드타워 1F "EAST GATE"
② 31F 출입증 발급
③ C3~4호기 엘리베이터 탑승
*무료주차권 발급
• 지하철
2호선 (잠실역 1, 2번 통합출구)
8호선 (잠실역 10, 11번 출구)

연락처

• 버스

대한부인암중개연구회

지선버스 | 3217, 3313, 3314, 3315, 3317, 3414, 4319

• 주소: (06273)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3길 20

광역버스 | 1007-1, 1100, 1700, 2000, 6900, 7007, 8001

미래의학연구센터 222호
• Tel. 02-2019-5444
• E-mail. kgcr2020@naver.com
• Homepage. www.kgcr.co.kr

간선버스 | 301, 641, 360, 362
공항버스 | 6000, 6006, 6705, 6706A

일 자 • 2020년 10월 24일(토)
장 소 • SKY 31 Convention Conference A
주 최 • 대한부인암중개연구회, 대한부인종양연구회
후 원 • 부인암은행, 대한부인종양학회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제 3대 대한부인암중개연구회 회장을 맡게 된 김재훈 입니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재확산으로 우리 모두 전례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회는 현장방역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계 심포지엄을 2020년 10월 24일 정상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회는 학문적 교류확대를 통하여 연구자들의 시야를 넓히고
기초연구를 통해 도출된 새로운 지식과 임상에서 제기되는 의문들을
서로 연결시켜 부인암중개연구의 메카가 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최근 암치료성적은 진단 기법의 발전, 신약 물질 개발 및 치료방법의
혁신으로 향상되었고 지금도 다양한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PROGRAM

본 연구회의 목적은 기초와 임상자체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초과학과 임상에서의 연구와 노력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실질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Bench to Bedside, Bedside to Bench!
기초연구와 임상진료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질병치료의 실용화가
가능하고 또한 이것이 기초연구를 촉발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회 는 기초과학자와 임상의학자가 한자리에 모여 활발한
학문적 토론을 통하여 부인종양학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020년 9월
대한부인암중개연구회 회장 김 재 훈

추계 심포지엄

09:00-09:05
09:05-09:10

Opening Address
Introduction

Session I

Prologue: Fundamentals of Bioscience

09:10-09:25
09:25-09:40
09:40-09:55
09:55-10:10
10:10-10:20

주웅 (이화의대)
Obesity of spouse and the risk of endometrial cancer; An analysis from big data
조한별 (연세의대)
Tissue microarray: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남은지 (연세의대)
Application of organoid for gynecological cancer research
패널: 김명섭 (연세의대 생화학분자생물학과), 오세진 (고려의대 의과학과)
Discussion
Coffee Break

Session II

Special Session

10:20-10:40
10:40-11:00
11:00-11:20
11:20-11:40

Innovative platform for precision medicine in ovarian cancer
Cancer immunotherapy in the real world
Translational and genomic research in gynecologic diseases (Virtual)
Biomarkers in translational research (Virtual)

11:40-12:35

Lunch
- Joint research with DDT Committee of KGOG (11:40-12:00)
- 정기총회 (12:00-12:15)

그러나 암은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난치성 질환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2020 대한부인암중개연구회

김재훈 회장 (연세의대)
전경희 학술위원장 (연세의대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좌장: 박동춘 (가톨릭의대), 이정원 (성균관의대)

좌장: 조치흠 (계명의대), 이재관 (고려의대)
송용상 (서울의대)
김용만 (울산의대)
Katsutoshi Oda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정준용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
김기동 (서울의대)

Session III

Translational Research I (오믹스를 기반으로 하는 암진단 및 치료기술)

12:35-12:55
12:55-13:15
13:15-13:35
13:35-13:55
13:55-14:10
14:10-14:20

전섭 (순천향의대)
Current screening strategy for early diagnosis of gynecologic cancer
이성훈 (이원다이애그노믹스)
Liquid biopsy detecting circulating tumor DNA for cancer screening
김경곤 (울산의대 융합의학과)
Clinical proteomics, its applications on gynecological cancer research
이혜옥 (가톨릭의대 의생명건강과학과)
Single cell analysis in cancer
패널: 강은숙 (성균과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권소희 (연세약대), 최영석 (건국대 줄기세포재생공학과)
Discussion
Coffee Break

Session IV

Translational Research II (정밀의료시대 신약개발 전략 1)

14:20-14:40
14:40-15:00
15:00-15:20
15:20-15:35
15:35-15:45

이택상 (서울의대)
Current and future strategies in epithelial ovarian cancer
조계원 (순천향대 의생명융합학과)
Targeting metabolism to regulate immune responses in cancer
임종백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과)
Clinical usefulness of BRAK and APRIL as potential serum biomarker for
diagnosis of ovarian cancer
패널: 송권호 (대구가톨릭의대 세포생물학교실), 강혁구 (연세의대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Discussion
Coffee Break

Session V

Translational Research II (정밀의료시대 신약개발 전략 2)

15:45-16:05
16:05-16:25
16:25-16:45
16:45-17:00

Targeting stemness for the treatment of cancer
Immunotherapy in solid cancer
Role of notch signaling in tumor associated macrophages
Discussion

17:00-

Closing Address

좌장: 김재호 (부산의대 생리학교실), 노재홍 (서울의대)

좌장: 허수영 (가톨릭의대), 서지혜 (계명의대 생화학교실)

좌장: 김태우 (고려의대 의과학과), 김성훈 (연세의대)
이윤한 (계명의대 분자의학교실)
이경미 (고려의대 생화학교실)
전경희 (연세의대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패널: 최정혜 (경희약대), 임승순 (계명의대 생리학교실)
이재관 부회장 (고려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