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 1회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면역세포유전자치료연구회

Workshop

일시 : 2019년 6월 7일(금) 13:30-18:00
장소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지하1층 임상 제2강의실

Invitation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을 맞아 소망하시는 많은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2018년
3회에 걸친 연구회 워크숍을 큰 관심 속에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면역세포 및 유전자치료의 급격한 변화
추세에 발 맞추어 올해에도 한국세포유전자치료학회 면역세포유전자치료 연구회에서는 워크숍을 개최 하고자
합니다.

금번 워크숍은 세포기반 면역치료제 개발 협의체 (Cell-based Immunotherapy expert Group, Cell-BIG)와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와 함께 다양한 세포치료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준비하였습니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T, NK, B 림프구 및 Dendritic cell 등 다양한 면역 세포 기반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또한, CAR-T 관련 세계적 전문가인 콜로라도 의과대학의 Terry R. Fry 교수를
모시고 Next-generation CAR T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이 많은 회원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면역세포유전자치료 연구회의 발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9년 5월 3일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면역세포유전자치료 연구회 위원장 강형진
세포기반 면역치료제 개발 협의체(Cell-based Immunotherapy expert Group, Cell-BIG) 회장 이득주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제중

Program
01:30-01:50
01:50-02:00

Registration

Opening remarks
강형진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면역세포유전자치료연구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의대)

Session 1 Cytotoxic lymphocyte-based therapy
02:00-02:30
02:30-03:00
03:00-03:15

Adoptive cell therapy using T cells at NCC: Lessons from severe prior
lymphodepletion
최범규 (국립암센터)
NK cell immunotherapy in cancer
Break

Session 2 Cancer vaccination
03:15-03:45

Preclinical and clinical studies of Celivax®

04:15-04:30

Break

03:45-04:15

Dendritic cell vaccination against cancer

이경미 (고려대학교 의대)

강창율 (서울대학교 약학대)
이제중 (전남대학교 의대)

Session 3 Gene-modified T cell therapy
04:30-05:00

Making CAR-T better using CRISPR/Cas9 technology

06:00-06:10

Closing remarks

05:00-06:00

Next-generation CAR T cell therapies
Terry J. Fry (University of Colorado School of Medicine)

Pre-registration
▶

▶
▶

김윤영 (툴젠)

 전등록
사
2019년 5월 24일(금)까지 https://forms.gle/9jjzkXSqgfc5JGUq7에 접속하여 등록

등록비 무료

 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산하 면역세포유전자치료연구회의 회원가입을 받습니다.
한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에 가입여부를 기입해 주십시오.

Location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소요
평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가 필요하시면 ‘의학연구혁신센터’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