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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질환 역학 심포지엄
th

The 9 Annual Epidemiology Symposium of Allergic Diseases
한국의 알레르기질환 역학 연구와 COCOA의 미래
일자 : 2018. 9. 8(토)

장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소강당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국립보건연구원 알레르기질환 역학 심포지엄이 올해로 9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심포지엄의 근간인 COCOA 출생 코호트가 2007년 11월에
시작되어 올해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0대에 접어든 코코아를 축하하기 위해 오전 1부 행사에는 10주년 행사를 참가자와 가족, 연구자, 연구의 든든한 뒷받침을
해 주시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다같이 참여하는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앞으로 코코아를 더 잘 유지하고 성장시켜 우리나라 어린이들, 나아가
세계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역할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로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아산병원질병관리본부 및 국립보건연구원 알레르기질환 역학 심포지엄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천식아토피센터 소장 홍 수 종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 박 도 준

Program
12:30~12:50

등록

12:50~13:00

인사말씀

박도준 원장 (국립보건연구원)
나영호 이사장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김종재 원장 (서울아산생명과학연구원)

1부: 코코아 연구의 미래 방향

좌장: 나영호 교수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이사장)

13:00~13:25

만성 호흡기알레르기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NIH 연구방향

13:25~13:50

코코아 미래 10년과 경쟁력

13.50~14:15

Exposome and epi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 in asthma

14:15~14:40

코호트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국내외 연구현황과 미래연구를 위한 제안점들

14:40~15:00

Coffee break

이점규 과장 (질병관리본부 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
홍수종 교수 (울산의대 소아청소년과)

2부: 코코아 연구의 미래 가설과 적용

박춘식 교수 (순천향의대 내과)
김선영 교수 (국립암센터 암관리학과)

좌장: 이점규 과장 (질병관리본부 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

15:00~15:25

아이들의 마음, 심리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

한덕현 교수 (중앙의대 정신건강의학과)

15:25~15:50

소아 알레르기질환의 출발: 면역 체계 발달과의 연관성

이 은 교수 (전남의대 소아청소년과)

15:50~16:15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 본 알레르기 행진

16:15~16:40

종단 연구에서 기관지과민성과 폐기능 검사의 활용과 코코아에서 적용

서동인 교수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16:40~16:45

Closing

홍수종 교수 (울산의대 소아청소년과)

이소연 교수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사전등록 : 8월31일(금)까지 •등록비 : 무료 •등록방법 : 이메일(cocoa.symposium@gmail.com) 등록 •전문의 연수평점 : 3점
주최 :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천식아토피센터,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 협찬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