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ㆍ남부

일시     2019년 5월 23일(목) 15:00-17:00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본관 2층 루이제홀

주관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주최 :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15:00-15:10 개회사

15:10-15:30 갑상선이 하는일 아주의대 외과 이인화 교수

15:30-15:50 갑상선암의 치료와 관리 하이유외과 김병섭 원장

15:50-16:10 갑상선암의 치료 -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고려의대 외과 장영우 교수

16:10-16:30 갑상선암 추적검사 - 갑상선 호르몬제를 중단하는 이유 가톨릭의대 외과 임승택 교수

16:30-16:50 질의응답

16:50-17:00 폐회사



일시     2019년 5월 28일(화) 13:30-15:30 장소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2층 임상강의실

13:50-14:00 개회사 가톨릭의대 외과 김용석 교수

14:00-14:20 갑상선암의 최근 치료 경향 - 적극적 감시 vs. 수술 가톨릭의대 외과 김용석 교수

14:20-14:40 갑상선암의 수술후 상처관리 가톨릭의대 피부과 이주희 교수

14:40-15:00 갑상선암의 방사성요오드 치료 가톨릭의대 핵의학과 나세정 교수

15:00-15:20 질의응답 및 무료 초음파 검사 추첨

15:20-15:30 폐회사 가톨릭의대 외과 김용석 교수

경기ㆍ북부

주관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주최 :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일시     2019년 5월 24일(금) 15:30-17:30 장소     강원대학교병원 암노인센터 6층 대강당

15:30-15:40 개회사

 갑상선 질환과 검사 방법

15:40-15:55 갑상선 질환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강원의대 내분비내과 최훈성 교수

15:55-16:10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강원의대 영상의학과 임영희 교수

 갑상선암의 치료

16:15-16:30 수술을 해야 하나요? 연세원주의대 외과 박재현 교수

16:30-16:45 수술 후에 다른 치료가 있나요? 강원의대 핵의학과 천인국 교수

 수술 후 관리

16:50-17:05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연세원주의대 내분비내과 이미영 교수

17:05-17:20 상처가 크게 남을까 걱정이에요 강원의대 피부과 민준홍 교수

17:20-17:30 폐회사

강 원

주관 : 강원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주최 :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일시     2019년 5월 22일(수) 14:50-17:10 장소     울산대학교병원 본관 5층 강당

  사회: 울산의대 외과 김연선 교수

14:50  오프닝: 금강태권도3관 시범단 김상선 관장

15:05-15:30 I. 갑상선 질환의 진단 및 수술

15:05-15:20 갑상선암의 초음파 진단 정애경 미즈유의원 정애경 원장

15:20-15:30 전이가 심한 갑상선암 울산의대 외과 김연선 교수

15:30-16:10 II. 갑상선암의 수술 후 관리

15:30-15:45 갑상선암의 수술 후 관리 및 추적관찰 나비샘연합의원 태순영 원장

15:45-16:00 방사성요오드 치료 바로 알기 울산의대 핵의학과 박설훈 교수

16:00-16:10 갑상선암의 요모조모 울산의대 외과 김연선 교수

16:10-16:40 III. 라플렛 듀오: 봄날의 클래식 플루트: 장재호 / 피아노: 정승연

16:45-16:55 IV. 질의응답 울산의대 외과 김연선 교수

16:55-17:00 V. 경품 추첨

17:00-17:05 폐  회

울 산

주관 : 울산대학교병원 울산지역암센터

주최 :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일시     2019년 5월 31일(금) 15:00-17:30 장소     대구 구병원 B동 7층 메디아트홀

  사회: 영남의대 외과 최정은 교수

15:00-15:10 개회사 영남의대 외과 강수환 교수

15:10-15:30 갑상선암의 원인, 종류, 증상 및 진단은? 영남의대 외과 강진구 교수

15:30-15:50 갑상선암의 조기검진 및 적극적 감시 대구가톨릭의대 외과 정영주 교수

15:50-16:10 갑상선암의 수술적 치료 (꼭 수술해야 하나요?) 구병원 전영산 과장

16:10-16:20 휴  식

16:20-16:40 갑상선암의 방사능 요오드 치료 계명의대 핵의학과 김해원 교수

16:40-17:10 갑상선암의 수술 후 합병증 관리 및 추적관찰 계명의대 외과 이무현 교수

17:10-17:25 갑상선암의 속설과 오해 경북의대 외과 김완욱 교수

17:25-17:40 질의응답

17:40 폐회사 영남의대 외과 강수환 교수

대 구

주관 : 경북대학교병원, 구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주최 :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일시     2019년 5월 31일(금) 15:00-17:10 장소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9층 성모홀

15:00-15:10 개회사 가톨릭의대 외과 선우영 교수

15:10-15:25 갑상선 혹은 왜 생기나요? 시티내과의원 민인철 원장

15:25-15:40 갑상선 혹은 꼭 수술로 제거해야 하나요? 가톨릭의대 외과 이진아 교수

15:40-16:00 휴 식

16:00-16:15 갑상선암의 수술방법과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단국의대 외과 민준원 교수

16:15-16:30 갑상선암 환자가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은? 건양의대 외과 배인의 교수

16:30-16:45 갑상선암의 재발방지와 예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을지의대 외과 이슬기 교수

16:45-17:00 질의응답

17:00-17:10 폐회사 을지의대 외과 강윤중 교수

주관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단국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 대전을지병원

주최 :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대전ㆍ충청



일시     2019년 5월 22일(수) 14:00-16:30 장소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3층 대강당

  사회: 중앙의대 외과 송라영 교수

14:00-14:10 개회사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이사장 장항석 교수

 I. 갑상선의 역할 및 갑상선암의 치료

14:10-14:30 갑상선의 역할 및 종양의 종류 중앙의대 외과 송라영 교수

14:30-14:50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암의 진단 경희의대 외과 박원서 교수

14:50-15:20 갑상선암의 수술 및 경과 관찰 연세의대 외과 이용상 교수

 II.갑상선암의 수술 후 관리

15:20-15:40 갑상선암의 수술 후 상처 관리 연세의대 피부과 이상은 교수

15:40-16:00 갑상선암에 좋은 식이 요법 연세의대 외과 이초록 교수

16:00-16:30 III. 질의 응답

16:30 폐회  

주최 :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서 울



일시     2019년 5월 24일(금) 16:00-18:00 장소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9층 대강당

  사회: 부산의대 외과 최정범 교수

15:30-15:40 개회사 인제의대 외과 김상효 교수

15:40-15:50 내 목안의 작은 보물 (갑상선이란?) 인제의대 외과 구도훈 교수

15:50-16:00 갑상선암 조기 검진 필요한가요? (갑상선암 진단) 부산의대 외과 김동일 교수

16:00-16:10 갑상선암 꼭 수술해야 하나요? (전통적 수술치료) 부산의대 외과 이승주 교수

16:10-16:20 갑상선암 흉터 없이 수술 할 수 있나요?-1 (양측액와유방접근법 BABA) 경상의대 외과 우정우 교수

16:20-16:30 휴식

16:30-16:40 갑상선암 흉터 없이 수술 할 수 있나요?-2 (액와부접근법 Transaxillary) 부산의대 외과 최정범 교수

16:40-16:50 갑상선암 흉터 없이 수술 할 수 있나요?-3 (경구강접근법 Transoral) 성균관의대 외과 이준호 교수

16:50-17:00 수술 후 약 꼭 먹어야 하나요? (수술 후 관리) 고신의대 외과 윤상갑 교수

17:00-17:20 질의 응답 동아의대 외과 김성흔 교수

  고신의대 외과 김정훈 교수

  인제의대 외과 하태권 교수

  인제의대 외과 배동식 교수

  고신의대 외과 양송이 교수

17:20-17:30 폐회사 및 기념공연 (오카리나 연주)   인제의대 외과 김상효 교수 

부산ㆍ경남

주최 :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 주관: 부산대학교병원

※ 당일 행사에 참석하신 분 중 선착순 30명에게 갑상선초음파 검사를 해드립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갑상선 수술을 받지 않은 분들을 우선으로 검사해드립니다.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 분들은 검사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년 6월 7일(금) 16:00-18:00 장소     가천대 길병원 응급센터 11층 가천홀

사회 : 가천의대 외과 이준협 교수

16:00-16:05 개회사 가천의대 외과 이준협 교수

16:05-16:20 갑상선암,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가천의대 외과 정유승 교수

16:20-16:35 수술하면 어떤 합병증이 생기나요? 인하의대 외과 이진욱 교수

16:35-16:50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가천의대 외과 이준협 교수

16:50-17:05 방사능 치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가천의대 핵의학과 이해준 교수

17:05-17:20 방사능 치료할 때 저요오드 식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천대 길병원 최미나 영양사

17:20-17:35 갑상선 호르몬,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가천의대 외과 강석하 교수

17:35-17:5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천의대 외과 정유승 교수

17:55-18:00 폐회사 가천의대 외과 정유승 교수

주최 :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인 천 



전남ㆍ광주

일시     2019년 5월 22일(수) 15:00-16:45 장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지하 1층 통합회의실

주관 : 전남대학교 병원,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병원, 광주기독병원

후원: 전남지역암센터, 광주지역 갑상선전문병원

주최 :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15:00-15:10 개회사 전남의대 외과 윤정한 교수

15:10-15:40 건강웃음교실 이승민 강사

15:40-15:55 갑상선 암의 진단 웰스유 외과 신선형 원장

15:55-16:10 갑상선 암의 수술 전남의대 외과 유영재 교수

16:10-16:25 갑상선 질환에서 방사성 옥소 치료 전남의대 핵의학과 권성영 교수

16:25-16:35 질의 응답

16:35-16:45 사은품 증정



전 북

일시     2019년 6월 13일(목) 14:00-16:00 장소     전북대학교병원 본관 지하 1층 모악홀

주관 : 전북대학교병원 유방갑상선외과

주최 :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14:00-14:10 Opening 전북의대 외과 정성후 교수

14:10-14:30 갑상선 암이란? 전북의대 외과 강상율 교수

14:30-15:00 갑상선 암의 진단 및 검진 전주예수병원 박영삼 교수

15:00-15:20 휴식

15:20-15:50 갑상선 암의 치료 원광의대 외과 최운정 교수

15:50-16:00 Q & A

16:00 Closing 전북의대 외과 정성후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