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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2018년 제2회 대한핵의학회 핵의학 정도관리 심포지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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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핵의학 검체검사 인증심사에는 질관리 책임전문의의와 임상병리사의
교육이수여부가 점수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질관리 책임전문의의 참여가
중요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대한핵의학회 정도관리 연수교육일정을 확인하시어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2018년 제2회 대한핵의학회 핵의학 정도관리 심포지움
가. 일시: 2018년 9월 15일(토) 10:30~14:40
나. 장소: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하1층 제1강의실
다. 평점: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추후 공지/ 전문의만 해당)
라. 프로그램: 별첨 참조
마. 사전등록 신청 마감: 2018년 9월 7일(금)
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2018년 대한핵의학회 핵의학 정도관리 연수교육 일정 안내
2. 참가신청서

대한핵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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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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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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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핵의학 정도관리 연수교육 일정 안내
1. 2018년 핵의학 정도관리 연수교육 계획
- 1회: 2018.07.14.(토) 검체검사 정도관리 실무 워크숍, 충남대병원
- 2회: 2018.09.15.(토) 검체검사, 영상검사 정도관리 심포지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위의 각각의 연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을 계획하고 있음(자세한 평점은 추후 공지)

2. 2018년 ~ 2019년 상반기 핵의학 정도관리 연수교육 일정
회차

2회

날짜 및 장소

교육명

비고

2018년 9월 15일(토)
2018 추계 핵의학 정도관리심포지엄
주요 사업, 현황 안내
10:30~14:40,
교육이수할 경우 2019년 인증에 점수반영
및 교육
서울대치과병원
됨.
지하1층 제1세미나실

2019년 6월, 11월
오전 10시-오후 4시

핵의학 검체검사 실무워크숍 계획안
(6월 –장소: 대구 또는 부산, 25명 이내)
실무관련 이론교육 및
(11월 –장소:수도권, 25명 이내)
토의
교육이수할 경우 2020년, 2021년 인증에 사례 문제 해결
점수반영됨.

3. 2018년 제2회 대한핵의학회 핵의학 정도관리 심포지엄 일정
- 일시: 2018년 9월 15일(토) 10:30~14:40
- 장소: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하1층 제1강의실
프로그램
10:30-10:45
10:50-11:25

2019년 검체검사실 인증심사기준변경안 안내
2018년 검체검사실 실무워크숍 보고 및 교육프로그램
안내

11:30-11:45

2019년 검체검사실 주요현안 보고

11:45-12:40

점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하1층 원내식당)

12:45–13:00
13:10–13:50

박정미(순천향대부천병원)
어재선(고려대구로병원)
이호영(분당서울대병원)

2018년 영상분야 정도관리 사업보고 I

윤준기(아주대병원)

(PACS 영상표준화 실태조사와 권고)

김태성(국립암센터)

2018년 영상분야 정도관리 사업보고 II
- PET/CT 선량 현황 보고 및 프로토콜개정안
- SPECT/CT 영상 임상이용현황

14:00–14:40

연자

박경준(부산대병원)
이은정(서울의료원)

2018년 영상분야 정도관리 학습목표 우선순위

이호영(분당서울대병원)

및 교육 컨텐츠 개발

남기표(서울아산병원)

<별첨 1. >

2018년 대한핵의학회 제2회 추계 핵의학 정도관리 심포지움 신청서

1. 신청자 정보
성

명

소

속

*의사 면허번호

송금 일자

핸드폰번호

이 메 일

* 의사면허번호는 전문의만 해당 (대한의사협회 평점 추후 공지)

2. 등록비 (해당사항을 ( )안에 √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사전등록

1. 정회원 (전문의)

35,000원 (

)

2. 정회원 (군의관/공중보건의)

25,000원 (

)

3. 수련회원 (전공의)

25,000원 (

)

4. 실무자 (대한핵의학기술학회)

10,000원 (

)

* 점심 및 주차권은 무료 제공합니다.

3.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02-778984, 대한핵의학회
4. 사전등록 마감 및 신청서 제출처
- 사전등록 마감: 2018년 9월 7일(금)
- 신청서 제출처: 대한핵의학회 사무국( ksnm@ksnm.or.kr )
- 사전등록 마감 이후 추가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오시는 길 >
* 주차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만 주차하셔야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