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제58차 대한핵의학회 

춘계 학술대회 
•일시 ／  2019년 5월 4일(토)  
•장소 ／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3층 그랜드볼룸 (구. 청주 라마다호텔)  
•평점 ／   대한의사협회 (일반 5평점, 필수과목 연수평점 1점), 대한핵의학회 평생교육원 6평점

2019년 대한핵의학회 지도전문의 교육 

전공의 교육수련 환경개선 토론회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3층 직지홀 A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3층 그랜드볼룸 A

2019년 제60차 대한핵의학회 핵의학 연수교육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3층 그랜드볼룸 A오후 2시 ~ 6시 30분

오후 1시 ~ 5시 30분

2019년 신입전공의 오리엔테이션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3층 직지홀 C오후 12시 30분

오후 5시 30분 ~ 6시 30분

2019년 5월 3일(금) 

08:00-08:30

09:40–09:50 

12:30-13:30

14:30-14:40 

11:20–11:30

등 록 

Education session I.  What works in Nuclear Medicine?  - Role of Nuclear Medicine in patients with hyperthyroidism ㅎ
 organizer 전성민 / 좌장: 궁성수(충북의대), 전성민(고신의대)

08:30-08:50

08:50-09:10

09:10-09:30

09:30-09:40 이경한 (대한핵의학회 회장)

궁성수 (학술프로그램 공동위원장)

김인주 (부산의대)

정신영 (칠곡경북대병원) 

신중우 (나비샘연합의원)

Endocrinologic Overview of Hyperthyrodism

Guideline of Radioiodine Treatment in Patients with Hyperthyroidism

Clinical Management of Patients with Hyperthyroidism as a Nuclear Medicine Physician 

Education session II.  The more, the better! Keys to success in multicenter clinical trials. 	  organizer 조상건 / 좌장: 조인호(영남의대), 강원준(연세의대)

11:30-11:50

11:50-12:10

12:10-12:30

최병욱 (연세의대)

도준형 (인제의대) 

조상건 (전남의대)

Experiences in multicenter clinical trials for imaging studies: cardiac CT

Experiences in multicenter clinical trials for invasive studies: FFR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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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session III.  (의료감염관리: 필수과목 연수평점(1점)) 임상검사 수행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국제가이드라인 및 실무 organizer 박정미 / 좌장:임석태(전북의대), 박정미(순천향의대)

13:30-13:50

13:50-14:10

14:10-14:30

이상주 (서울아산병원)

이호영 (서울의대)

박정미 (순천향의대)

Multidose vial 사용의 국내 현황과 주의 사항 

임상검사 수행에 대한 감염관리의 국제 가이드라인

임상검사 수행의 감염관리 실무

Plenary session I.  What’s new in Nuclear Medicine ?  - Zr-89 and its applications organizer 김정영 / 좌장: 정재민(서울의대), 강주현(한국원자력의학원)

09:50-10:20

10:20-10:35

10:50-11:05

10:35-10:50

11:05-11:20

윤준기 (아주의대)

김정영 (한국원자력의학원)

강원준 (연세의대)

이윤상 (서울의대)

Current perspective of Zr-89 use

Producti on and supply of Zr-89 in Korea

Experience of Zr-89 use

Chelators and labeling methods for Zr-89

Discussion

학술대회 소개 

Coffee Break / 전시

개회사 및 인사말

점심 / 임시 평의원회(그랜드볼룸 A) 

점심 / 임시 평의원회(그랜드볼룸 A) 

Coffee Break / 전시

16:10–16:20

Plenary session II.  What’s new in Nuclear Medicine ?  - Theranostics in Nuclear Medicine                    organizer 천기정 / 좌장: 범희승(전남의대), 천기정(서울의대)

14:40-15:00

15:00-15:20

15:20-16:10

강건욱 (서울의대) 

오승준 (울산의대)

김정미 (식약처 임상제도과), 손여원 (전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

유영훈 (연세의대), 강건욱 (서울의대), 팽진철 (서울의대)

PRRT experience in Korea

Issues in use of radioactive drug in Korea

Panel discussion  

Coffee Break / 전시

Education session IV.  Immuno-Oncology and theranostics organizer 오주현 / 좌장: 최창운(한국원자력의학원), 이윤상(서울의대)

16:20-16:40

16:40-17:00

17:00-17:20

17:20

김인호 (가톨릭의대)

최홍윤 (서울의대)

변병현 (한국원자력의학원)

Immuno-oncology the Basics

Immuno-oncology and Imaging Biomarkers

Immuno-oncology and Theranostics: Therapy

폐회 

2019년 5월 4일(토) 제58차 대한핵의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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