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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2017년 제56차 대한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1. 대중교통 (지하철)
• 미금역 : 미금역 3번출구 정류장 → 2, 33-1, 51, 101, 720-2 버스 탑승 → 헬스케어
혁신파크, 가스공사 정류장 하차
• 오리역 : 오리역 2번출구 정류장 → 2-1, 101, 116, 720-2 버스 탑승 → 헬스케어
혁신파크, 가스공사 정류장 하차
• 정자역 : 정자역 3번출구 정류장 → 2, [마을] 111 버스 탑승 → 헬스케어혁신파크,
가스공사 정류장 하차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서
 울대병원 정류장 → [마을] 111 버스 탑승 → 헬스케어혁신
파크, 가스공사 정류장 하차 or 헬스케어혁신파크(정자역)
방향 탄천길로 도보 15분

대한핵의학회
The Korean Society of Nuclear Medicine

및 총회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 4일(토)
2. 대중교통(버스노선)

•장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강당

• 광역 : 9401, 9403, 9404, 9408
• 일반 : 101, 116, 2, 2-1, 303, 33-1, 51, 720-2
• 마을 : 111
• 직행 : 1005-1, 9000-1(미금역 방향만 정차), 9001, 9407, 9607

3. 자가용
•판교IC 방면 : 판교IC → 분당방향으로 직진 → 서현로 → 분당구청 방향으로 우
회전 → 분당구청 → 분당정보산업고교에서 좌회전 → 돌마교사거
리에서 좌회전 → 헬스케어혁신파크
•성수대교 방면 : 성수대교 → 구룡터널 →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약 15분 직진)
→ 분당도착 후 직진 → 분당구청 → 수내역 방향으로 우회전 →
정자역 → 분당정보산업고교에서 좌회전 → 돌마교사거리에서
좌회전 → 헬스케어혁신파크
•청담대교 방면 : 청담대교 →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약 25분 직진) → 초림지
하차도 → 정자지하차도(2번째 지하도) 지난 후 우측차선(미금
역 방향) → 미금역 방향으로 좌회전 → 돌마교사거리에서 직진
→ 헬스케어혁신파크
•수원IC 방면 : 판교IC → 분당방향으로 직진 → 서현로 → 분당구청 방향으로 우
회전 → 분당구청 → 분당정보산업고교에서 좌회전 → 돌마교사거
리에서 좌회전 → 헬스케어혁신파크

031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29, 금호팔레스빌딩 1705호
Tel: (02)745-2040┃Fax: (02)745-3833┃E-mail: ksnm@ksnm.or.kr
http://www.ksnm.or.kr

대한핵의학회
The Korean Society of Nuclear Medicine

2017년 제56차 대한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는
11월 2일(목)~4일(토)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
케어혁신파크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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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13:00-13:50

일
(목) 14:00-15:30

14:00-15:30
14:00-15:30
15:30-15:45
15:45-17:45
15:45-17:45
16:00-18:00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관련 학문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귀중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
1층 1-2세미나실
Special Lecture
			
Johannes Czernin (David Geffen School of Medicine at UCLA)
Imaging with a purpose: From Diagnostics to Theranostics
4층 미래홀
분자영상 심포지움
		
1층 1-2세미나실
심장핵의학연구회 심포지움 		
7층 불곡홀
핵의학갑상선연구회 심포지움
		
Coffee Break
1층 1-2세미나실
임상의학통계론 [기초]
7층 불곡홀
4차 산업혁명과 핵의학: Deep learning
		
분당서울대병원 1동 지하1층 제2세미나실
정량적 SPECT / CT의 발전과 임상 응용

09:00-09:10
09:10-09:20
일 09: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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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은 (대한핵의학회 회장)
1층 대강당
개회사 및 인사말
정환정 (대한핵의학회 학술이사)
1층 대강당
학술대회 개관
		
1층 대강당
2017 Y. W. Bahk Lectureship Award
Jun
Hatazawa
(Osaka
University)
Current
Nuclear
Medicine
in
Japan:
positron,
neutron,
and
alpha
particle
(금)
1층 대강당
10:00-10:30 Plenary lecture			
Comparison of the European, American and Korean guidelines regarding Thyroid Cancer 			
Savvas Frangos (Bank of Cyprus Oncology Center)
			
1층 대강당
10:30-10:45 MOU Signing Ceremony between KSNM and JSNM
		
10:45-11:00 Coffee Break
4층 미래홀
11:00-12:30 일반연제 [뇌] 		
1층 1-2세미나실
11:00-12:30 일반연제 [일반임상핵의학] 		
7층 불곡홀
11:00-12:30 핵의학영상및기기연구회 심포지움 		
12:30-14:00 2017년 대한핵의학회 평의원회		 4층 미래홀
12:30-14:00 점심(6층 식당) / 포스터 / 전시
4층 미래홀
14:00-15:30 방사성의약품 심포지움
		
1층 1-2세미나실
14:00-15:30 방사선색전술 심포지움
		
7층 불곡홀
14:00-15:30 일반연제 [분석/일반기기/물리]
		
15:30-16:00 Coffee Break
4층 미래홀
16:00-18:00 임상의학통계론 [중급]
1층 1-2세미나실
16:00-18:00 일반연제 [임상종양 1]
		
5층 강당
16:00-18:00 핵의학전문의와 함께하는 방사선과 Risk Communication
6층 식당
18:00
Re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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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6차 대한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
가. 일 시 : 2017년 11월 2일(목)~4일(토)
나. 장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강당
다. 평 점 : 11월 2일 4점, 11월 3일 6점, 11월 4일 5점
라. 등록비
회원
구분

사전등록
( ~2017.10.23(월)까지)

현장등록

등록비

등록비 및 연회비
(2018년)포함

등록비

등록비 및 연회비
(2018년)포함

정회원

80,000

130,000

100,000

150,000

준회원

80,000

110,000

100,000

130,000

비회원

120,000

150,000

수련회원

4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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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전등록마감 : 2017년 10월 23일(월)
바. 사전등록 접수: 홈페이지(www.ksnm.or.kr)내 온라인 사전등록
사. 결재 방법 : 신용카드 / 실시간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무통장 입금처 : 신한은행 140-002-778984,
대한핵의학회

대한핵의학회
The Korean Society of Nuclear Medicine

09:00-10:30

4

일
(토) 10:30-10:45

10:45-11:00
11:00-13:00
11:00-13:00
11:00-12:30
13:00-14:00
14:00-16:00
14:00-15:00
14:00-15:00
14:00-17:00
15:00-15:15
15:15-16:45
15:15-16:45
15:15-16:45
17:00-17:30

2017년 대한핵의학회 총회		 1층 대강당
2017년 한국핵의학청봉상 시상식
2017년 핵의학학술상 시상식 및 수상 강의
박응조 연구관 (KOLAS사무국)
1층 대강당
KCL 적합성운영센터: ISO 15189 인정제도 및 필요성
Coffee Break
4층 미래홀
Young Investigator Award Competition		
1층 1-2세미나실
임상의학통계론 [고급]		
7층 불곡홀
보험 심포지움
		
점심(6층 식당) / 포스터 / 전시
1층 대강당
Public Relations: 신경내분비종양과 핵의학치료
4층 미래홀
핵의학학술상 수상자 강의
1층 1-2세미나실
일반연제 [영어]
		
4층 5세미나실
방사선안전관리 지도자교육
		
Coffee Break
4층 미래홀
일반연제 [임상종양 2] 		
1층 1-2세미나실
일반연제 [심장, 핵의학치료]		
7층 불곡홀
일반연제 [방사화학, 분자영상]
		
시상식 및 폐회식
		 1층 대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