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통안내

자가용 

·서울 → 광주 (경기, 대전, 전북)
호남고속도로 이용 - 서광주요금소 - 동림IC진입(빛고을로 이용) - 시청후문-상무소각장 - 김대중컨벤션센터

·대구 → 광주 (경주, 포항)
88고속도로이용 - 동광주요금소 - 동림IC진입(빛고을로 이용) - 시청후문-상무소각장 - 김대중컨벤션센터

·부산 → 광주 (순천, 여수)
호남고속도로 이용 - 동광주요금소 - 동림IC진입(빛고을로 이용) - 시청후문 - 상무소각장 -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안내: 학회 등록처에서 주차권 배부 (학회 참석자 확인 : 무료주차권 (학회에서 사후 정산) 
                      컨벤션센타에서 1시간 : 1,000원, 종일 주차권 : 5,600원)

지하철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역(마륵역)하차 - 5번출구에서 도보로 3분거리

버스     순환01번, 상무02번, 대촌270번, 상무62번, 송암73번, 송정19번, 첨단20번, 송정39번, 대촌69번, 마을버스761번, 상무64번,  
               일곡38번, 공항버스1000

고속버스

· 광주고속버스터미널 → 김대중컨벤션센터
택시 이용시 : 약 15분소요 (예상요금 : 5,000원)
버스 이용시 : 순환01번, 상무64, 일곡38, 518번 (김대중컨벤션센터 정류장 하차)

항공기

· 광주공항 → 김대중컨벤션센터
택시 이용시 : 약 10분 소요 / 버스 이용시 : 약 6분 소요 

· 인천공항 → 광주고속버스터미널행 리무진버스
배차간격 : 80~180분 / 소요시간 : 4시간 30분

▶ 숙박안내

·숙박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홈페이지의 호텔 정보를 참고하시어 해당 호텔의 필요양식(reservation form)을  작성하시어 직접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시 대한이식학회 학술대회 참석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치평동 1159-2) 

▶ 사전등록 안내

사전등록 기간 : 2016년 3월 17일(목) - 2016년 4월 29일(금)
※ 사전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등록비 안내

회원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회원
정회원 10만원 11만원

준회원 5만원 6만원

비회원 10만원 11만원

▶ 등록방법

무통장 입금 : 신한은행 (100-031-374940, 예금주: 대한이식학회)
※ 사전등록은 온라인접수 및 사전등록비 입금이 모두 확인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입급계좌번호가 변경되었으니 확인하시고 입금 부탁드립니다.

• 입금자명에 성함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홍길동아산병원

※ 등록비 영수증은 현장에서 드립니다.

※ 사전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등록 확인

※ 사전등록 신청 및 입금확인결과는 입력된 이메일로 자동 발송 됩니다.

▶  초록접수 안내

자유연제 초록접수 기간 : 2016년 3월 17일(목)-2016년 4월 29일(금)

심포지스트 이력서 및 초록접수 마감 : 2016년 4월 29일(금)

※ 초록채택결과 공지 : 추후 공지
※ 발표방법 및 분야

1. 초록접수는 포스터전시로만 접수됩니다.

- 포스터 규격: 가로 90 cm * 세로 120 cm 

- 포스터 부착 및 전시마감 시각: 추후공지(마감시각이후의 분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분야

- 기초연구(basic research) - 간(liver transplantation)

- 신장이식(kidney transplantation) - 췌장(pancreas transplantation)

- 심장 및 폐 이식(heart/lung transplantation) - 코디네이터/장기 공여(coordinator)  - 기타(others)

▶  대한이식학회

[03082]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가길 13 1층

Tel : 02-484-8052 / Fax : 02-485-8052 / E-mail : mykst@chol.com

2016년도 대한이식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Transplantation

[03082]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가길 13 1층
Tel : 02-484-8052 / Fax : 02-485-8052 / E-mail : mykst@chol.com
www.mykst.org

대한이식학회

제12차 춘계학술대회

일         자     2016년 5월 20일 (금)-21일 (토)

장         소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연수평점      추후공지

Transportation & Accommodation
오시는 길 / 숙박안내

Registration & Abstract
등록 및 초록접수 안내



Program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새봄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이식학회 춘계 학술대회가 2016년 5월 20일 금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올해에도 신장, 간, 심장 및 기타 장기이식에 대한 

최신지견 외에 감염, 유전체학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장기이식 

관련 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특별히 젊은 이식인을 위한 Organ 

Procurement Review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광주 춘계 이식학회에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이식환자를 치료하는 여러 

과의 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의료인들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단합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디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들 광주에서 뵙겠습니다. 

대한이식학회 이사장 안규리대한이식학회 회    장 조원현

Invitation  
초대의 말씀

2016년도 대한이식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Transplantation

제12차 춘계학술대회

14:30~15:00 Recurrent focal segmental glomerular sclerosis – who is at risk and how to treat 오지은(한림의대)

15:00~15:30 Other recurrent glomerular disease – immunosuppression and recurrent disease 허우성(성균관의대)

14:00~15:30 Concurrent Symposium 2 (Liver I): Beyond the hurdle of the marginal liver graft in 

 deceased donor liver transplantation 좌장: 김순일(연세의대), 조재원(성균관의대)

14:00~14:30 What is the acceptable limitation in fatty liver graft? 김동식(고려의대)

14:30~15:00 Current status and future of liver transplantation from donor after cardiac death 이남준(서울의대)

15:00~15:30 How to manage marginal liver graft; Can machine perfusion be a good option? 김봉완(아주의대)

14:00~15:30 Concurrent Symposium 3 (Cardiothoracic I):  Rehabilitation in thoracic transplantation

  좌장: 백효채(연세의대), 이재원(울산의대)

14:00~14:30 Post-operative recovery after thoracic transplantation 정치량(성균관의대)

14:30~15:00 Rehabilitation in lung transplantation 김원(울산의대)

15:00~15:30 Rehabilitation in heart transplantation 윤종찬(한림의대)

14:00~15:30 Concurrent Symposium 4 (Basic): Genomics/proteomics and personalized medicine 

 in transplantation 좌장: 오창권(아주의대), 박수길(울산의대)

14:00~14:30 NGS study in transplant patients 오정미(서울의대)

14:30~15:00 Application of Proteomic research in transplant rejection 김찬덕(경북의대)

15:00~15:30 Circulating cell free DNA research in transplant rejection 이상호(경희의대)

15:30~16:00 Coffee Break

16:00~17:30 Concurrent Symposium 5 (Kidney II): Finding solutions to improve long-term outcome

  좌장: 하종원(서울의대), 김영훈(인제의대)

16:00~16:30 Cause of kidney graft failure in long-term 김범석(연세의대)

16:30~17:00 Pathology of late kidney graft failure 최영진(가톨릭의대)

17:00~17:30 Non-adherence: who is at risk and how to manage 민상일(서울의대)

16:00~17:30 Concurrent Symposium 6 (Liver II): Preoperative assessment of the high risk candidate

  좌장: 김동구(가톨릭의대), 서경석(서울의대)

16:00~16:30 Cardiac assessment: Portopulmonary hypertension or previous heart problems 김형관(서울의대)

16:30~17:00 Infectious assessment: When is Transplantation Contraindicated? 최평균(서울의대)

17:00~17:30 Assessing for Futility: Knowing When to say "No" 송기원(울산의대)

16:00~17:30 Concurrent Symposium 7 (Coordinator): Issues in new liver allocation system based on MELD

  좌장: 하희선(서울아산병원), 홍승희(삼성서울병원)

16:00~16:30 Introduction of new allocation system 김명수(연세의대)

16:30~17:00 Issues from co-ordinator 전경옥(세브란스병원)

17:00~17:30 Issues from surgeons (exceptional point, etc) 최규성(성균관의대)

16:00~17:30 Concurrent Symposium 8 (Infection): When and how to treat MDR bacteria 

 infections post-transplant 좌장: 이종수(울산의대), 최수진나(전남의대)

16:00~16:30 Vancomycin resistant enterococci 장희창(전남의대)

16:30~17:00 Multidrug resistant Enterobacteriaceae 강철인(성균관의대)

17:00~17:30 Carbapenem resistant Acinetobacter and Pseudomonas 김상일(가톨릭의대)

17:30~18:00 Award and Closing

5월 20일(금)

17:00~18:30 젊은 이식인을(전임의) 위한 Organ Procurement Review 좌장: 유희철(전북의대), 이광웅(서울의대)

17:00~17:15 Preparation of organ procurement 김찬덕(경북의대)

17:15~17:30 Standard Techniques of Multi-organ Harvest - Abdominal organ harvesting 김영훈(울산의대)

17:30~17:45 Standard Techniques of Multi-organ Harvest - Thoracic organ harvesting 함석진(아주의대)

17:45~18:00 Non-heart beating multi organ harvest 박재범(성균관의대)

18:00~18:15 Courtesy and communication between organ procurement team and  권오정(한양의대)

 transplant coordinator

18:15~18:30 Conflict cases during organ procurement process 김지일(가톨릭의대)

18:30~19:00 젊은 이식의료인 Meeting

5월 21일(토)

07:30~08:10 Registration

08:10~08:20 Opening 조원현(계명의대, 대한이식학회 회장)

08:20~09:15 연구비 및 장학금 보고 좌장: 조홍래(울산의대), 박성광(전북의대)

08:20~08:31 동물 종양모델에서 메포민과 다양한 면역억제제에 의한 항암민감도에 대한 연구 서석원(중앙의대)

08:31~08:42 세뇨관-사구체 되먹임 기전이 사구체 손상에 미치는 영향 임범진(연세의대)

08:42~08:53 다중 면역유전자 제어 돼지 심장 이종이식 모델에서 면역 거부반응을 평가하는  양현숙(건국의대)

 비침습적 심장영상에 관한 연구

08:53~09:04 장기이식수혜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박우영(가톨릭의대)

09:04~09:15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ex vivo lung perfusion model in  함석진(아주의대)

 lung transplantation

09:15~10:00 정책과제 보고: KOTRY, 생명잇기 & KODA 좌장: 정상영(전남의대), 김형태(계명의대)

09:15~09:30 KOTRY 보고 김명수(연세의대)

09:30~09:45 생명잇기 보고 조원현(계명의대)

09:45~10:00 한국장기기증원 보고 하종원(서울의대)

10:00~10:30 Coffee Break

10:30~11:30 Plenary Session 좌장: 조원현(계명의대), 안규리(서울의대)

10:30~10:50 웰다잉법 소개 및 법 통과에 따른 전망 윤영호(서울의대)

10:50~11:10 DICG의 의견, 현실과 대책 권오정(한양의대)

11:10~11:30 조직은행 관련 정책적 변화 조하진(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11:30~12:00 Special Lecture 좌장: 김유선(연세의대), 김성환(조선의대)

11:30~12:00 The influence of donor factors on outcomes Stephen McDonald (ANZDATA Registry)

 post transplantation

12:00~12:30 임시총회

12:30~13:00 Break

13:00~13:50 Luncheon Symposium

13:50~14:00 Break

14:00~15:30 Concurrent Symposium 1 (Kidney I): Recurrent glomerular disease

  좌장: 김중경(봉생병원), 김성주(성균관의대)

14:00~14:30 Hemolytic uremic syndrome – prevention and treatment 이하정(서울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