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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2019년 제3회 대한핵의학회 핵의학 정도관리 심포지움 안내

━━━━━━━━━━━━━━━━━━━━━━━━━━━━━━━━━━━━━━━━━━━━━
1.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제3회 대한핵의학회 핵의학 정도관리 심포지움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3. 제3회 정도관리 심포지움은 등록비를 납부하셔야 핵의학 검체검사 인증을
위한 전문의 정도관리 교육이수평점(2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2019년 춘계핵의학회(2019.05.04.)때 감염관리교육 (평점 1점)을 받으신
선생님은 정도관리교육 이수평점과 합산하여 최종 3점이 인정됩니다.
- 아 래 -

◆ 2019년 제3회 대한핵의학회 핵의학 정도관리 심포지움
가. 일시: 2019년 10월 26일(토)
나. 장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소강당
다. 프로그램: 별첨 참조
라. 등록비 입금 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02-778984, 대한핵의학회
마. 사전등록 신청 마감: 2019년 10월 18일(금)
(등록자에 한해 점심 제공합니다.)
별첨 : 1. 2019년 제3회 핵의학 정도관리 연수교육 일정 안내
2. 참가신청서

1부.

1부. 끝.

대한핵의학회

정도관리위원장
회
장

김 성 훈
이 경 한

2019년 핵의학 정도관리 연수교육 일정 안내

1. 2019년 대한핵의학회 정도관리 교육 일정
교육명

일자

장소

교육 평점

1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
정도관리 교육

2019. 05. 04(토)
13:30-14:30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교육이수 평점 (1점)

2회

2019년
정도관리 심포지움

2019. 09. 21(토)
10:00-16:00

서울대병원
CMI(의학연구센터)
1층 서성환연구홀

3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정도관리 교육

2019.10. 26.(토)
13:00-15:15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소강당

- 교육비 없음

교육이수 평점 (3점)
- 교육비 있음

교육이수 평점 (2점)
- 교육비 있음

2. 대한핵의학회에서 인증한 기간 동안 대한핵의학회 정도관리 교육(3시간)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2년 인증을 받았다면 2년 동안 3시간 교육을 이수(전문의, 실무자는 20%)
하시면 됩니다.

3. 2019년 제3회 대한핵의학회 핵의학 정도관리 심포지엄 일정
- 일시: 2019년 10월 26일(토) 13:00~15:15
- 장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소강당
- 교육이수평점: 2점
(2019년 춘계학술대회 정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 합산하여 3점으로 인정됨)
프로그램

연자
Symposium VIII: 정도관리 I

인사말

김성훈 (정도관리위원장)

13:00-13:30

핵의학 정도관리 상황 - 과거부터 현재까지

박정미 (순천향대 부천병원)

13:30-14:00

미래 정도관리 방향 - 향후 재단 중심의 활동

이호영 (분당서울대병원)

15:15-15:30

Coffee Break

Symposium IX: 정도관리 II
14:15-14:45
14:45-15:15

검체검사인증에서 전문의의 역할

어재선 (고려대 구로병원)

영상검사인증의 방향

이호영 (분당서울대병원)

<별첨 1. >

2019년 대한핵의학회 제3회 핵의학 정도관리 심포지움

1. 신청자
성 명

소

속

핸드폰번호

이메일

송금 일자

입금자명

반드시 신청자명으로 입금 요망

*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전문의)은 이번 제3회 정도관리교육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해당사항을 ( )안에 √ 로 표시해 주십시요
구

분

사 전 등 록
(10월 18일(금)까지)

현 장 등 록

정회원

35,000원 (

)

40,000원 (

)

준회원

35,000원 (

)

40,000원 (

)

수련회원/
정회원(군의관/공중보건의)

25,000원 (

)

30,000원 (

)

실무자

20,000원 (

)

25,000원 (

)

★ 신청 마감 및 제출처: 10월 18일(금)까지, 학회 사무국( ksnm@ksnm.or.kr )
★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02-778984, 대한핵의학회
★ 등록 영수증 및 무료 주차권은 당일 접수처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신청 후 입금까지 하셔야 등록이 완료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2동 388-1
( http://www.ksnm.or.kr/workshop/201902/location.html?code=2019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