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Synergy!
안녕하십니까?
혈관연구회는 대한심장학회 산하 연구회로 혈관에 대한 기초연구부터 역학, 치료 및 실제
임상 적용 등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처음으로 한국혈관학회 및
KBMES (Korea-US Biomedical Engineering Society)와 합동 심포지엄을 통해 심혈관
분야의 기초, 임상, 공학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의 기반을 다진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새봄을 맞아 KAIST (한국과학기술원)와의 합동 심포지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심혈관 분야의 최신 기초 연구 성과의 공유는 물론 면역, 헬스 시그널 분야의
공동 연구의 시작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심포지엄의 모토를 “Synergy”로 잡았습니다. 최근의 화두는 통합과 융합이라고 이야기
되곤 합니다. 이는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걸림돌이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해결되었거나 쉽게 극복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
입니다.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 기초, 임상, 공학 분야의 전문가가 서로의 연구 성과를 공유
하며 "함께 일하다"라는 뜻의 「synergy」가 의미하는 협력 및 상승 작용을 통한 전체적인
향상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새 학기, 새봄을 시작하는 3월에 좋은 배움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래 밤새 와인을 마시며 인간 본성과 우주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는 데서 유래된
심포시아(symposia)를 넘어, Synergy의 기회를 가지시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중히 초대합니다.
대한심장학회 혈관연구회 회장

하 종 원

프로그램
09:00-10:35

세션1. Basic research in vascular field

09:00-09:25

Functional diversity of APE1/Ref-1 against vascular inflammation

09:25-09:50

A Novel Endothelial Protein Tyrosine Phosphatase in Vascular Wall

09:50-10:15

Different sensitivity of blood-brain barrier and blood-retina barrier to
hypertensive stresses

10:15-10:35

패널토의

10:35-10:55

장내정리 및 coffee break

10:55-12:30

세션2. Translational research: Immunotherapy and
immunoengineering

10:55-11:20

The role of pdcd5 in vascular endothelium

11:20-11:45

PEGylated bilirubin nanomedicine for antiinflammatory diseases

전상용 (KAIST)

11:45-12:10

Multi-paratopic VEGF decoy receptor for cancer therapy

김호민 (KAIST)

12:10-12:30

패널토의

12:30-13:20

점심식사

13:20-14:55

세션3. Medical engineering: Health signal monitoring

13:20-13:45

Health mobile device

13:45-14:10

초소형 바이오의료기기를 위한 마이크로나노광학기술

정기훈 (KAIST)

14:10-14:35

Biodegradable Electronic Medicine for Advanced Sensing and Treatment

강승균 (KAIST)

14:35-14:55

패널토의

14:55

폐회식

좌장: 하종원 (연세의대), 김인준 (KAIST)

전병화 (충남의대)

민정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인준 (KAIST)

조구영 (서울의대), 임상현 (가톨릭의대), 이해영 (서울의대), 김성애 (한림의대), 이선기 (한림의대)

좌장: 성기철 (성균관의대), 신의철 (KAIST)

이승현 (연세의대)

박성하 (연세의대), 손일석 (경희의대), 박지호 (KAIST), 박진선 (아주의대), 강시혁 (서울의대)

좌장: 정진옥 (충남의대), 성학준 (연세의대)

유승기 (을지의대)

조은주 (가톨릭의대), 박재형 (충남의대), 심지영 (연세의대), 이희선 (서울의대)

사전등록

사전등록 바로가기

온라인 사전등록: 3월 3일(일)까지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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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701-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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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page http://www.kvrwg.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