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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핵의학회에서는 2019년 5월 4일(토) 그랜드 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58차
대한핵의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갑상선 항진증의
치료, Zr-89 표지 화합물, 순환기 영상의 다기관 임상시험, Theranostics 의 최신 지견 및
Immuno-oncology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오니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대한핵의학회에서는 전공의 교육 환경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현황을 공유하고 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연초에 홈페이지
설문 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전공의 정원, 수련기간,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지도전문의
수 규정 등에 대한 토론이 5월 3일(금)에 개최 될 예정입니다.
4. 2019년 5월 3일(금) 그랜드 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60차 핵의학연수교육, 2019
년 지도전문의교육도 함께 개최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가. 일 시: 2019년 5월 4일(토)
나. 장 소: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구. 청주 라마다호텔) 3층 그랜드볼룸
다. 평 점: 추후 공지
라. 등록비
회원구분

사전등록
( ~ 2019년 4월 23일(화)까지)

현장등록
( 5월 4일(토))

정회원

40,000

50,000

정회원
(군의관/공중보건의)

25,000

30,000

준회원

40,000

50,000

수련회원

25,000

30,000

비회원

80,000

100,000

* 대한핵의학회 홈페이지에서 춘계학회 사전등록 결제시 연회비, 핵의학연수교육비와
합산하여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마. 사전등록마감 : 2019년 4월 23일(화)
바. 사전등록 접수: 온라인 사전등록(http://www.ksnm.or.kr/conference/2019)
사. 결제 방법 : 신용카드 / 실시간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무통장 입금처 : 신한은행 140-002-778984, 대한핵의학회

별첨 : 1. 2019년 제58차 춘계학술대회 일정표

1부.

2.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연수평점 지침 안내 및 약도

대 한 핵 의 학 회

회 장

1부.끝.

이 경 한

< 별첨 1 >

Day 1

2019년 5월 3일(금)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14:00-17:15 제60차 핵의학연수교육

3층 그랜드볼룸 A

17:30-18:30 전공의 교육수련 환경개선 토론회

3층 그랜드볼룸 A

13:30-17:30 2019년 대한핵의학회 지도전문의교육

3층 직지홀 B

12:00-21:00 2019년 신입전공의 오리엔테이션

3층 직지홀 C

Day 2

2019년 5월 4일(토)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3층 그랜드볼룸

2019년 제58차 대한핵의학회 춘계학술대회
08:00-08:30 등록
Education session I. What works in Nuclear Medicine?
08:30–09:30

- Role of Nuclear Medicine in Patients with Hyperthyroidism
organizer 전성민

08:30-08:50

Endocrinologic Overview of Hyperthyrodism

김인주 (부산의대)

08:50-09:10

Guideline of Radioiodine Treatment in Patients with
Hyperthyroidism

정신영 (칠곡경북대병원)

09:10-09:30

Clinical Management of Patients with Hyperthyroidism
as a Nuclear Medicine Physician

신중우 (나비샘연합의원)

09:30-09:40

개회사 및 인사말
학술대회 소개

09:40–09:50

이경한 (대한핵의학회 회장)
궁성수 (학술프로그램 공동위원장)

Coffee Break / 전시

Plenary session I. What’s new in Nuclear Medicine ?
09:50-11:20

- Zr-89 and its applications
organizer 김정영

09:50-10:20

Current perspective of Zr-89 use

윤준기 (아주의대)

10:20-10:35

Production and supply of Zr-89 in Korea

김정영 (한국원자력의학원)

10:35-10:50

Chelators and labeling methods for Zr-89

이윤상 (서울의대)

10:50-11:05

Experience of Zr-89 use

강원준 (연세의대)

11:05-11:20

Discussion

11:20–11:30

Coffee Break / 전시

Education session II.
11:30–12:30

- The more, the better! Keys to success in multicenter clinical trials.
organizer 조상건

11:30-11:50

Experiences in multicenter clinical trials for imaging
studies: cardiac CT

최병욱 (연세의대)

11:50-12:10

Experiences in multicenter
studies: FFR registry

invasive

도준형 (인제의대)

12:10-12:30

Where are we headed? Perspectives for multicenter
clinical trials in nuclear cardiology

조상건 (전남의대)

12:30-13:30

clinical

trials

for

점심 / 임시 평의원회 (그랜드볼룸 A)

Education session III. (의료감염관리: 필수과목 연수평점(1점))
13:30-14:30

- 임상검사 수행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국제가이드라인 및 실무
organizer 박정미

13:30-13:50

Multidose vial 사용의 국내 현황과 주의 사항

이상주 (서울아산병원)

13:50-14:10

임상검사 수행에 대한 감염관리의 국제 가이드라인

이호영 (서울의대)

14:10-14:30

임상검사 수행의 감염관리 실무

박정미 (순천향의대)

Plenary session II. What’s up in Nuclear medicine ?
14:30–16:00

- Theranostics in Nuclear Medicine
organizer 천기정

14:30-14:55

PRRT experience in Korea

강건욱(서울의대)

14:55-15:20

Issues in use of radioactive drug in Korea

오승준 (울산의대)

15:20-15:45

In a view point of MFDS in use of radioactive drug

TBD (MFDS)

15:45-16:00

Discussion

16:00–16:10
16:10–17:10

Coffee Break / 전시

Education session IV. Immuno-Oncology and theranostics
organizer 오주현

16:10-16:30

Immuno-oncology the Basics

김인호 (가톨릭의대)

16:30-16:50

Immuno-oncology and Imaging Biomarkers

최홍윤 (서울의대)

16:50-17:10

Immuno-oncology and Theranostics: Therapy

변병현 (한국원자력의학원)

17:10

폐회

< 별첨 2. >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 관리 강화 및 필수과목 의무화 안내
1. 연수교육 지침 관리 강화 관련 안내
1) 2016년 1월 1일부터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이 강화 되었습니다.
당일 시작과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출결 사항 확인이 2회 의무화됨에 따라실제 출결을
확인하는 절차(서명, 바코드 등)가 필요합니다. 이에 평점 인정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평점 인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출석 확인 평점인정 기준 (1일 최대 6평점)
◎ 1~3평점 신청 : 2회 이상 출석 확인시 인정(부분평점 없음)
◎ 4∼6평점 신청 : 2회 이상 출석 확인시 인정(부분평점 있음)
‧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평점
‧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4평점
‧ 4시간 초과 ∼ 5시간 이하 ⇨ 5평점
‧ 5시간 초과 ∼ 6평점

2) 연수교육 평점관리
※ 의사면허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평점이수자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등록시
의사면허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을 하였더라도 당일 참석하지 못한 경우 평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한의사협회에서 평점관리를 전산화하여 평점카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평점카드는 학술대회 종료 후 결과보고가 완료되면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홈페이지
[http://edu.kma.org ]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연수교육 이수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에 따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1)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2018년 1월 1일
•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
2) 필수과목 이수 평점: 2평점(2시간)
• 평점 인정 기준: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
(예: 체류시간 59분 – 평점없음.

60분 이상 – 1점 인정)

- 필수과목 교육프로그램 강의실에 별도의 입출결 관리 의무(입퇴실시 바코드 스캔)
•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함.
ex) 2019년도(1.1~12.31)에 신고해야하는 면허신고 대상자는 필수과목 2평점(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임. [모든 의사 연간 이수평점: 8평점]
3) 필수과목 종류
①의료윤리, ②의료법령, ③의료감염관리, ④의약품부작용 사례, ⑤의료분쟁사례

< 별첨 2. 약도: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구. 청주 라마다호텔) >
http://www.grandplaza.co.kr/open_content/info/info_04.php

* 자가용 서울방면에서 오실 경우

* 대중교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