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해운대백병원

1. 대중교통 (지하철)

2018년 제57차 대한핵의학회

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 2번 출구 도보 7분(450m)

춘계학술대회

2. 대중교통 (버스)
- 부흥고·해운대백병원 하차
38 (청강리~중앙공원관리사무소)
115-1 (반송~해운대신시가지)
3200 (청강리~북구청)		
해운대구8, 해운대구9		
100 (청강리~장전역)		
185 (청강리~장산역)		

40 (청강리~구덕운동장)
182 (청강리~정관, 심야)
해운대구7
39 (기장교리~남구구민체육센터)
141 (송정~당감동, 심야)
1003 (기장교리~부산대학병원, 급행, 심야)

대한핵의학회

•장소 ／

- 신도시시장 하차
39 (기장교리~남구구민체육센터)
139 (청강리~벡스코)		
185 (청강리~장산역)		
63 (청강리~부산진구청		
141 (송정~당감동, 심야)		
200 (청강리~북구청)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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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100 (청강리~장전역)
181 (청강리~센텀시티)
1001 (청강리~하단, 급행, 심야)
100-1 (송정~부산대)
182 (청강리~정관, 심야)
1003 (기장교리~부산대학병원, 급행, 심야)

2018년 5월 12일(토)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대강당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6점,
대한핵의학회 평생교육원 6점

- 마을버스
해운대구7 (부흥고 하차)		

해운대구8, 해운대구9 (부흥고·해운대백병원 하차)

3. 자가용
- 울산 기장 방면
부산울산 고속도로 - 해운대 IC(송정방향으로 우측 고속도로 출구) - 기장대로 송정터널 - 지하차도 우측- 해운로방면 좌회전

- 남구지역 방면
광안대로 - 송정,해운대,벡스코,울산방향으로 우측방향 - 광안대로요금소 해운대 우회도로 - 기장, 송정, 해운대 신시가지 방면으로 우측방향 지하차도 우측길 - 해운로)

- 울산 기장 방면
중앙로 서면,양정교차로 방면 우회전 - 연제로 - 연제구청방면으로 좌회전 - 수영로
- 해운대, 요트 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 - 해운대 방면으로 우회전 - 부산울산고속
도로, 해운대 신시가지 방면으로 좌회전해 고가도로 - 해운대 우회도로 - 기장,
송정, 해운대 신시가지 방면으로 우측방향 - 지하차도 우측길 - 해운로)

The Korean Society of Nuclear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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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Society of Nuclear Medicine

대한핵의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는 부산 인제
대학교 해운대백병원 5층 대강당에서 5월 12일(토)에
개최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대한핵의학회 각 지회 주관의
집담회 우수 강연들, 개최지인 부산지역 회원들이 상의
하여 선정한 주제로 준비한 “의료영상의 인공지능기반
분석” 심포지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노인의학

2018년

5월 11일(금)

오후 2시-5시 15분

2018년 제57차 대한핵의학회 핵의학 연수교육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5층 대강당

오후 2시-6시 10분

2018년 제1차 대한핵의학회 지도전문의 교육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5층 A세미나실

오후 2시-4시 50분

2018년 방사선작업종사자 전문가 교육과정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5층 B세미나실

오후 2시-9시

2018년 신입전공의 오리엔테이션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지하2층 회의실 1

5월 12일(토)

및 치료핵의학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들로 개최되오니

2018년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57차 대한핵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또한, 2018년 5월 11일(금)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강당에서 제57차 핵의학연수교육, 2018년 지도전문의교육,

08:30-08:50

등록

08:50-09:00

개회사 및 인사말

김상은 (대한핵의학회 회장)

2018년 방사선작업종사자 전문가 교육도 함께 개최 되오니
지회 주관 우수 강연 공유 프로그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57차 대한핵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가. 일 시 : 2018년 5월 12일(토)
다. 평 점 :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6점,
대한핵의학회 평생교육원 6점
라. 등록비
사전등록
( ~ 2018. 05. 01(화)까지)

09:00-09:30

4차 산업혁명과 의료 (대경핵의학지회)

이재태 (경북의대)

09:30-10:00

호모 루덴스의 집담회 (한서핵의학지회)

범희승 (전남의대)

10:00-10:30

분화갑상선암 치료에서 핵의학의 역할 (부울경핵의학지회)

배상균 (인제의대)

Symposium I. 의료영상의 인공지능기반 분석

나. 장 소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대강당

회원
구분

좌장: 임석태 (전북의대)

현장등록

좌장: 강도영 (동아의대)

10:30-11:10

정밀 인공지능분석을 위한 의료영상 빅데이터

김남국 (울산의대)

11:10-11:50

의료영상에서 심층신경망과 기계학습

김광백 (신라대)

11:50-12:00

토론

12:00-13:30

점심 (해운대백병원 지하1층 더푸드하우스)

12:00-13:30 임시 평의원회 (해운대백병원 5층 A 세미나실)

등록비

등록비 및
연회비 포함

등록비

등록비 및
연회비 포함

40,000

90,000

50,000

100,000

13:30-14:00

노인에서 흔한 대사성질환

유형준 (CM병원)

25,000

75,000

30,000

80,000

14:00-14:30

노인에서 흔한 심장질환

김철호 (서울의대)

준회원

40,000

70,000

50,000

80,000

14:30-15:00

노인에서 흔한 관절질환

송정수 (중앙의대)

비회원

80,000

100,000

15:00-15:15

토론

수련회원

25,000

30,000

15:15-15:45

Coffee Break / 전시

정회원
정회원
(군의관/공중보건의)

마. 사전등록마감 : 2018년 5월 1일(화)

Symposium II. 노인의학과 핵의학

좌장: 정준기 (서울의대)

Symposium III. 치료핵의학

좌장: 범희승 (전남의대)

바. 사전등록 접수: 홈페이지(www.ksnm.or.kr) 온라인 사전등록

15:45-16:15

펩티드수용체 핵의학 치료의 현황과 미래

강건욱 (서울의대)

사. 결재 방법 : 신용카드 / 실시간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16:15-16:45

방사성요오드 치료 최적화와 임상적 유용성 재창출

안병철 (경북의대)

16:45-17:15

붕소중성자포획치료 시스템 개발

서효정 (다원메닥스)

17:15-17:30

토론

* 무통장 입금처 : 신한은행 140-002-778984,
대한핵의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