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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대한소아뇌종양학회 회장  이 채 혁

존경하는 대한소아뇌종양학회 회원 선생님들께,

2020년부터 시작된 Covid-19 감염증으로 일년 반을 보내면서 New Normal의 시대를 보내고 있

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봄까지 On-line 학회를 하면서, 이제 Vaccine으로 대면학회의 기대에 부풀

어 학회 이사진 모두가 제20차 학술대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부터 시작된 델타변

이에 의한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아직도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소아뇌종양학회는 소아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소아뇌종양 환자의 대형대학병원으로 몰림현상

으로 일반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서는 보기 힘든 병이 되어 이에 관심이 점차 줄어드는 경항이 있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제20차 학술대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신경외과, 소아방사선종양학과, 소아뇌종양병리과 등 소아뇌종양을 전문

으로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다학제적 연구결과와 최신 소아뇌종양 분류의 변화 등의 내용과 각 기관에서의 치료경험을 공유

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회에서 각각 강의를 맡으신 교수님들과 선후배 선생님들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와 치료에 대한 경험을 공유

하고자 훌륭한 연제를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열심히 준비해주신 김세훈 학술이사님과 정태영 총무이사님에

게 감사드립니다.

대한소아뇌종양학회가 더욱 발전되고, 소아환우들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는 학회가 될 수 있게 회원선생님들의 많은 관

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시는 글

프로그램

초록구분: 일반 연제 및 증례

초록접수 마감일: 2021년 8월 23일(월)까지 접 수 처: 학술이사 김세훈 PAXCO@yuhs.ac

초록의 형식: 글자 크기 10포인트, A4 용지 한 장에

              특별한 형식은 없음.

사전등록 안내

아해 우수연구상 공모

대상자: 대한소아뇌종양학회 회원으로서 수상 당시(2021년 9월 10일) 만 50세 이하

시상 인원: 2명

연구 성과의 자격: 수상 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SCI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혹은 동 기간에 개발된 임상 프로토콜

공모기간: 2021년 8월 1일(일) - 2021년 8월 31일(화)

공모방법: 지원서 및 논문 PDF파일(혹은 프로토콜의 상세설명)을 공모기간 내 총무이사(jung-ty@chonnam.ac.kr)에게 제출

시상 및 발표: 2021년 9월 10일(금) 정기 학술대회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32-584346

사전등록 마감일: 2021년 9월 8일(수)까지

등 록 비

회 원

비회원 전문의

전공의/간호사

사전등록

50,000

60,000

20,000

문   의: 총무이사 정태영
         E-maill: jung-ty@chonnam.ac.kr

사전등록 방법

- 대한소아뇌종양학회 홈페이지(www.kspno.or.kr)에서

  진행합니다.

- 구홈페이지 회원으로 등록되었던 분들은 사용했던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를 거쳐 로그인 가능합니다.

- 올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정회원은 연회비(5만원)와

  등록비를 같이 입금해주십시요.

예금주: 대한소아뇌종양학회 이채혁

의학출판사
         Tel: 02-2279-5396 / E-maill: med2002@nate.com

초록 안내

대한소아뇌종양학회

※ 만 65세 이상 회원은 등록비와 연회비 면제

온라인 심포지엄 참석 방법

1. 대한소아뇌종양학회 홈페이지에 링크를 통해 이동 또는 포털사이트 내 HMP 검색 후,

2. ID/PW: 대한소아뇌종양학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메일 및 휴대폰번호 개별 안내 예정

직접 접속(www.hmp.co.kr)하여 로그인

Session I: New WHO Classification of Pediatric Tumor

10:00-10:50 New WHO Classification of Pediatric Tumor ...........................................................

10:50-11:20 지정토론 가톨릭의대 신경외과 양 승 호

성균관 대 소아청소년과 이 지 원

연세 대 방사선종양학과 윤 홍 인

의

의

좌장: 가톨릭의대 병리과 이 연 수

서울의대 병리과 박 성 혜

인사말 대한소아뇌종양학회 회장 이 채 혁09:50-10:00

12:10-13:10 점  심

Session II: Update of Concept of Brain Tumor

11:20-12:00 Brain Tumor Origin: Subventricular Zone

12:00-12:10 질의 응답 

............................................. 서울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이 주 호

...........................................................................................................

좌장: 성균관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임 도 훈

강의실 1

Break Time14:40-15:00

Session III: New Paradigm of Epilepsy-associated Tumor

13:10-13:40 DNET

좌장: 연세의대 신경외과 김 동 석

13:40-13:50 질의 응답 

13:50-14:30 Epilepsy Associated Tumor

14:30-14:40 질의 응답 

................................................................................................ KAIST 이 정 호

.................................................................................................................... 서울의대 신경외과 피 지 훈

강의실 2

15:00-15:40 Pediatric Oncology: Update of Intracranial Germ Cell Tumor

15:40-15:50 질의 응답 

Session V: Free Paper 및 아해상 시상15:50-16:50

Session IV: Update of Pediatric Oncology 좌장: 고려의대 소아청소년과 박 준 은

............ 국립암센터 소아청소년과 박 미 림

좌장: 인제의대 신경외과 이 채 혁,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최 형 수

Break Time16:50-17:00

강의실 3

온라인 총회 (ZOOM, 공지예정)17:45-18:10

Session VI: 각 위원회 Update Review

17:00-17:15

17:15-17:30

17:30-17:45

좌장: 연세의대 병리과 김 세 훈

수모세포종 위원회

교종 위원회

뇌실막세포종 위원회

.........................................................................................

............................................................................................................

............................................................................................

성균관의대 소아청소년과 이 지 원

울산의대 신경외과 전 상 준

영남의대 신경외과 서 영 범

강의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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