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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2017년도 제56차 대한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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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제56차 대한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는 11월 2일(목)~4일(토)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관련 학문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귀중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1) 일 시: 2017년 11월 2일(목) ~ 4일(토)
2) 장 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강당
3) 등록비:
사전등록
( ~2017.10.23.(월)까지)
회원구분
등록비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
수련회원

80,000
80,000
120,000
40,000

현장등록

등록비 및
연회비(2018년)포함
130,000
110,000

등록비
100,000
100,000
150,000
50,000

등록비 및
연회비(2018년)포함
150,000
130,000

4) 사전등록 마감: 2017년 10월 23일(월)
5) 사전등록 첩수처: 홈페이지(www.ksnm.or.kr)내 온라인 사전등록
6) 결재 방법: 신용카드 / 실시간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무통장 입금처: 신한은행 140-002-778984, 대한핵의학회)

대 한 핵 의 학 회

회 장

김 상 은

2017년 제56차 대한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
-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 4일(토)
- 장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강당

◆ 2017년 11월 2일(목)
12:00-13:00

등록

13:00-13:50

Special Lecture

1층 1-2 세미나실

Imaging with a purpose: From Diagnostics to Theranostics
Johannes Czernin (David Geffen School of Medicine at UCLA)
좌장: 강건욱 (서울의대)
14:00-15:30

분자영상 심포지움

4층 미래홀

14:00-15:30

심장핵의학연구회 심포지움

1층 1-2 세미나실

14:00-15:30

핵의학갑상선연구회 심포지움

7층 불곡홀

15:30-15:45

Coffee Break

15:45-17:45

임상의학통계론 [기초]

1층 1-2 세미나실

15:45-:17:45

4차 산업혁명과 핵의학: Deep learning

7층 불곡홀

16:00-18:00

정량적 SPECT/CT의 발전과 임상 응용

분당서울대병원 1동
지하1층 제2세미나실

◆ 2017년 11월 3일(금)
09:00-09:10

개회사 및 인사말

김상은 (대한핵의학회 회장)

1층 대강당

09:10-09:20

학술대회 개관

정환정 (대한핵의학회 학술이사)

1층 대강당

09:20-10:00

2017 Y. W. Bahk Lectureship Award

1층 대강당

Current Nuclear Medicine in Japan: positron, neutron, and alpha particle
Jun Hatazawa (Osaka University)
좌장: 김상은 (서울의대)
10:00-10:30

Plenary lecture

1층 대강당

Comparison of the European, American and Korean guidelines regarding Thyroid Cancer
Savvas Frangos (Bank of Cyprus Oncology Center)
좌장: 이동수 (서울의대)
10:30-10:45

MOU Signing Ceremony between KSNM and JSNM

1층 대강당

10:45-11:00

Coffee Break

11:00-12:30

일반연제 [뇌]

4층 미래홀

11:00-12:30

일반연제 [일반임상핵의학]

1층 1-2세미나실

11:00-12:30

핵의학영상및기기연구회 심포지움

7층 불곡홀

12:30-14:00

2017년 대한핵의학회 평의원회

4층 미래홀

12:30-14:00

점심(6층 식당) / 포스터 / 전시

14:00-15:30

방사성의약품 심포지움

4층 미래홀

14:00-15:30

방사선색전술 심포지움

1층 1-2세미나실

14:00-15:30

일반연제 [분석/일반기기/물리]

7층 불곡홀

15:30-16:00

Coffee Break

16:00-18:00

임상의학통계론 [중급]

4층 미래홀

16:00-18:00

일반연제 [임상종양 1]

1층 1-2세미나실

16:00-18:00

핵의학전문의와 함께하는 방사선과 Risk Communication

5층 강당

18:00-

Reception

6층 식당

◆ 2017년 11월 4일(토)
09:00-10:30

2017년 대한핵의학회 총회

1층 대강당

2017년 한국핵의학청봉상 시상식
2017년 핵의학학술상 시상식 및 수상 강의
10:30-10:45

KCL 적합성운영센터: ISO 15189 인정제도 및 필요성

1층 대강당

박응조 (KOLAS 사무국)
10:45-11:00

Coffee Break

11:00-13:00

Young Investigator Award Competition

4층 미래홀

11:00-13:00

임상의학통계론 [고급]

1층 1-2세미나실

11:00-12:30

보험 심포지움

7층 불곡홀

13:00-14:00

점심(6층 식당) / 포스터 / 전시

14:00-16:00

Public Relations: 신경내분비종양과 핵의학치료

1층 대강당

14:00-15:00 핵의학학술상 수상자 강의

4층 미래홀

14:00-15:00 일반연제 [영어]

1층 1-2세미나실

14:00-17:00 방사선안전관리 지도자교육

4층 5세미나실

15:00-15:15

Coffee Break

15:15-16:45

일반연제 [임상종양 2]

4층 미래홀

15:15-16:45

일반연제 [심장, 핵의학치료]

1층 1-2세미나실

15:15-16:45

일반연제 [방사화학, 분자영상]

7층 불곡홀

17:00-17:30

시상식 및 폐회식

1층 대강당

● 프로그램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포지움 프로그램
Day 1

2017년

11월 2일(목) (14:00-15:30)

11월

2일(목)

4층 미래홀

분자영상 심포지움

좌장: 윤혜원 (서울대학교병원)

14:00-14:30

세포추적 분자영상 기법 개발

이용진 (한국원자력의학원)

14:30-15:00

항체 기반

김광일 (한국원자력의학원)

15:00-15:30

영상바이오 마커 기반 뇌질환 진단 기법

방사성의약품 개발 동위원소표지 및 비임상 실험

11월 2일(목) (14:00-15:30)

최재용 (한국원자력의학원)

1층 1-2세미나실

심장핵의학연구회 심포지움
14:00-14:25

좌장: 범희승 (전남대학교병원)

PET myocardial blood flow and related physiological indexes quantification
Marina Piccinelli (Emory University)

14:25-14:50

Update in management of acute IHD

14:50-15:15

Diagnostic focus of radiological images in IHD

15:15-15:30

Discussion

11월 2일(목) (14:00-15:30)

윤창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최병욱 (세브란스병원)

7층 불곡홀

핵의학갑상선연구회 심포지움: Radioactive iodine therapy in advanced thyroid cancer
좌장: 배상균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14:00-14:30

Pathogenesis of radioiodine refractory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박영주 (서울의대)

14:30-15:00

Application of redifferentiation strategies for radioiodine refractory thyroid cancer
천기정 (서울의대)

15:00-15:30

Development of new redifferentiating agents using molecular imaging technologies
안병철 (경북의대)

11월 2일(목) (15:45-17:45) 1층 1-2세미나실
임상의학 통계론 기초
15:45-17:45

통계추론의 기본 개념 및 기초 통계분석방법론

11월 2일(목) (15:45-17:45)

7층 불곡홀

4차 산업혁명과 핵의학: Deep learning
15:45-16:15

윤성철 (울산의대)

좌장: 김석기 (국립암센터)

Machine learning and human knowledge in molecular imaging
박해정 (신촌세브란스병원)

16:15-16:45

Deep-Learning 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윤성로 (서울대학교)

16:45-17:05

Deep Learning for NM image generation and analysis

17:05-17:25

Prediction of chemotherapy response using radiomics learning data

이재성 (서울대학교병원)
우상근 (한국원자력의학원)

17:25-17:45

Example of machine learning in NM

김태성 (국립암센터)

11월 2일(목) (16:00-18:00)

분당서울대병원 1동 지하1층 제2세미나실

정량적 SPECT/CT의 발전과 임상 응용
16:00-16:40

좌장: 이원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Development Strategy of Quantitative SPECT/CT: a Perspective for Software and
Hardware

Gil Kovalski (GE Healthcare)

16:40-17:20

Quantitative SPECT/CT: clinical applications

이원우 (분당서울대병원)

17:20-18:00

Quantitative SPECT/CT: how to perform, analyze, and report (practice)
방지인 (분당서울대병원)

Day 2

11월 3일(금) (11:00-12:30)

2017년

11월

3일(금)

7층 불곡홀

핵의학영상및기기연구회 심포지움

좌장: 이재성(서울대학교병원)

11:00-11:10

핵의학영상기기연구회 소개

홍성종 (을지대학교)

11:10-11:30

핵의학영상기기 개발

11:30-11:50

SiPM과 깊이별 반사체 패턴을 이용한 DOI-PET 검출기 개발

11:50-12:10

Usefulness of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PET Data-Based Digital Phantom in PET

최용 (서강대학교)
정용현 (연세대학교)

scanner Development
12:10-12:30

오정수 (서울아산병원)

감마/근적외선/가시광선 다중영상장치와 활용

11월 3일(금) (14:00-15:30)

홍성종 (을지대학교)

4층 미래홀

방사성의약품 심포지움

좌장: 강주현(한국원자력의학원)

14:00~14:30 방사성의약품제조소GMP 적합판정서 발급 현황 및 향후계획

미정 (식약처의약품품질과)

14:30~14:50 RFT-30 사이클로트론을이용한PET 방사성동위원소Zr-89 생산과활용
박정훈 (한국원자력연구원)
14:50~15:10 신규방사성의약품개발을위한방사성동위원소생산현황및공급계획
김정영 (한국원자력의학원)
15:10~15:30 신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성의약품 개발현황

11월 3일(금) (14:00-15:30)

이교철 (한국원자력의학원)

1층 1-2세미나실

방사선색전술 심포지움

좌장: 정환정(전북의대)

14:00-14:20

Indication, technique and adverse events of TARE in HCC

김윤환 (고려의대)

14:20-14:40

Role of TACE as a modality for downstaging/bridging of HCC

김도영 (연세의대)

14:40-15:00

Issues related to dose calculation and measurement of lung shunt fraction
한은지 (가톨릭의대)

15:00-15:20

TARE versus other modalities in intermediate and advanced HCC

11월 3일(금) (16:00-18:00)

김윤준 (서울의대)

4층 미래홀

임상의학통계론 중급
16:00-18:00

로지스틱 회귀모형 및 진단법의 평가

김민주 (서울아산병원)

11월 3일(금) (16:00-18:30)

5층 강당

핵의학전문의와 함께하는 방사선과 Risk Communication
16:00-16:05

환영사

윤청로 (한수원 품질안전본부장)

16:05-16:15

인사말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김상은 (대한핵의학회장)

16:15-16:20

참석자 소개
좌장: 김소연 방사선보건원장

16:20-16:50

언론에서 바라본 이슈와 Risk Communication

정성희 (동아일보)

16:50-17:20

Risk Communication with Fukushima population in Japan

17:20-17:50

방사선의 인체영향에 관한 Risk Communication

17:50-18:30

Panel 발표 및 Floor Q&A

Dr. Makiko Orita (Nagasaki University)
조건우 (ICRP Main Committee)

- 김수근 (성균관의대)
- 강건욱 (서울의대)
- 최승진 (방사선보건원)

Day 3

11월 4일(토) (11:00-13:00)

2017년

11월

4일(토)

1층 1-2세미나실

임상의학통계론 고급
11:00-13:00

인과성 강화 추론 : Propensity Score의 활용

11월 4일(토) (11:00-12:30)

김선옥 (서울아산병원)

7층 불곡홀

보험 심포지움

좌장: 유영훈 (강남세브란스병원)

11:00-11:30

핵의학회 보험 현안 소개

최준영 (대한핵의학회 보험이사)

11:30-12:00

새로운 방사성의약품의 임상적용 과정 및 문제점

12:00-12:30

상대가치제도의 이해와 2차 상대가치 적용

11월 4일(토) (14:00-16:00)

오승준 (서울아산병원)
팽진철 (대한핵의학회 보험기획이사)

1층 대강당

Public Relations: 신경내분비종양과 핵의학치료

좌장: 강건욱 (서울대학교병원)

14:00-16:00 Dr. Kasilingam Lingeswaran(말레이지아 Beacon병원), 신경내분비종양 환우회와
함께 하는 “신경내분비종양과 핵의학 치료”

11월 4일(토) (14:00-17:00)

4층 5세미나실

2017년 방사선작업종사자 전문가 교육과정
14:00-14:50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와 관련 법령
14:50-15:50

의료분야 방사선안전관리 동향과 현안

16:00-16:50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및 국제표준

송호천 (의료방사선 안전연구센터)
한상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창범 (지앤지래드콘 부설 방사선기술연구소)

< 오시는 길 >
https://hip.snubh.org/introduce/directions/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1. 대중교통 (지하철)

2. 대중교통(버스노선)

3. 자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