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KOTRY
SYMPOSIUM

Online(Live)

10.29(금) 09:30-17:20

일 시 • 2021.

장 소 • 신라스테이 삼성 19층 미팅룸, 온라인 심포지엄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COVID-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의료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이렇게 무사히 2021 KOTRY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4년 4월에 질병관리청 학술연구과제로 시작한 “장기이식코호트 구축 및 운영” 과제는 8차년도에 접어든 현재까지 전국
80여개 이상의 장기이식 센터가 참여하고 있으며, 5개 장기 (신장, 간, 심장, 폐, 췌장) 1만 5천여 환자의 데이터베이스와
바이오뱅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KOTRY 참여 연구자분들의 열정적인 연구활동이 있었기에 현재까지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3단계 사업의
둘째 해로서, 현재까지 축적된 데이터 및 인체 자원을 활용한 연구과제를 발굴, 지원하여 이식 환자 장기 생존과 관련된
예후예측인자를 발굴하고, 이식 후 생존율 향상을 위한 진료 지침을 개발하며, 이식 생존율 향상을 위한 치료기술개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아시아 장기이식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과 본 코호트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적
장기이식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해외 연자들을 초청해 해외 REGISTRY의 현황 발표 및 지난 7년 동안의 KOTRY와 ASTREG의 성과를
발표하고 해외 협력 방안을 마련해 KOTRY가 아시아 장기이식 데이터베이스의 허브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지원
사업으로 진행한 2020년 KOTRY 연구과제의 결과를 발표하며 KOTRY 자료 활용의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COVID-19의 확산방지와 백신접종을 위해 진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연구자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KOTRY 연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연구자 및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포지엄이 유익하고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이사장 안 규 리

프로그램
09:00-09:30

등록

Part I. 연구간호사교육세션

사회: 강성진(KOTRY)
좌장: 김명수(연세의대)

09:30-10:00

KOTRY 쿼리 패턴 및 해결

10:00-10:40

장기이식 후 Rejection의 진단과 Biopsy 결과 판독

10:40-11:00

쿼리 우수자 시상

정종철(분당서울대))
이경분(서울대)
좌장: 양재석(연세의대)

11:00-11:30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사용

김덕기(원주기독병원)

11:30-12:00

이식 후 감염

구태연(성남시의료원)

12:00-13:00

Lunch

Part II. 2021 KOTRY Symposium

사회:구태연(성남시의료원)

13:00-13:05

개회사

13:05-13:15

축사

13:15-13:20

KOTRY 학술상 시상

13:20-13:40

학술상 시상자 강의

13:40-15:00

Global Collaboration of Solid Organ Transplant Registry
좌장: 박현영(국립보건연구원) / 안규리(KOTRY)

13:40-14:00

How did registry data have changed our transplantation world?
Where do we move forward to?

14:00-14:20

ANZDATA - History, achievement, challenge:
60 years of ANZDATA

14:20-14:40

KOTRY/ASTREG - Current progress and future goal

14:40-15:00

Group Discussion
- For the Global collaboration of solid organ transplantation registry

15:00-15:15

Photo time & Coffee break

15:15-17:00

Special lecture & KOTRY 2020 Research results

안규리(이사장)
박현영(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
권오정(대한이식학회 회장)
안규리(이사장)
시상자

Dorry Segev
(Johns Hopkins Univ.)
Stephen McDonald
(ANZDATA)
Jong Cheol Jeong (KOTRY)

좌장: 김재중(서울아산) / 황신(서울아산)
15:15-15:40

Precise data in Big data: Bridging Common Data Model and Registry

유수영(분당서울대)

15:40-16:00

한국인 신장이식 환자에서 induction 제제로서의 anti-thymocyte globulin
투여용량에 따른 거부반응 및 이식편 생존률의 비교분석 연구

신성(서울아산)

16:00-16:20

간이식 후 발생하는 신기능 저하의 위험인자 분석

주동진(연세의대)

16:20-16:40

한국인 심장이식 환자에서 예측된 심장 크기에 근거한 공여자수혜자 크기 불일치의 임상적 의의에 대한 연구

오재원(연세의대)

16:40-17:00

국내 폐이식에서 cross-matching 여부에 따른 폐이식 후 outcome에 대한
KOTRY 임상자료(database)를 활용한 연구

이진구(연세의대)

17:00-17:20

KOTRY 2021 Research Project Introduction

17:00-17:20

『2021 KOTRY 학술연구과제』 소개 및 증서 수여식

17:20

폐회

안규리(이사장)

등록 및 문의
•등 록 비

무료

• 등록마감

2021년 10월 22일 (금)

• 사전등록

kotry@kotry.org

•문 의 처

한국장기이식연구단 사무국
Tel. 02-3675-2194 | Fax. 02-3675-2195 | E-mail. kotry@kot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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