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2019 제12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등록비

개원의, 전문의

사전등록

현장등록

4만원

5만원

전공의, 간호사

유방암
연수강좌

무료

등록안내
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681-044303-02-001(예금주:김이수)
사전등록 마감일 : 2019년 10월 14일(월)
☞ 입금후 사전등록신청서와 입금표 사본을 Fax나 E-mail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성

명

소

속

소속지역의사회
구

분

의사면허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E - m a i l

(시/도)

(시/군/구)

개원의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장 소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본관 4층 한마음홀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 6점

주 최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유방내분비암센터
후 원 : 한국유방암학회

1 4 0 6 8

사전등록신청서

일 시 ● 2019 년 10 월 20일(일)

Tel: 031)380-5930, Fax: 031)380-5932

우 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평촌동 896)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유방-내분비암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평촌동 896)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유방-내분비암센터

Tel : 031-380-5930 Fax : 031-380-5932
E-mail : hallymgs1614@gmail.com

협 찬 : 일동제약, (주)한림 MS, 한국로슈, 한국 화이자, 한국 아브노바,
보령제약, 사노피아벤티스,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한국 MSD,
한국 노바티스, 한미약품, 부광약품, CJ 제일제당, 알보젠 코리아,
한국 에자이, 아스텔라스, 녹십자, 셀트리온, 대웅제약, 일성신약,
올림푸스, 데비코어메디컬, 존슨앤존슨 메디컬, 신풍제약,
한국 쿄와하코기린

Invitation

Program

Location

올해는 작년보다는 폭염도 덜하고
미세먼지도 덜하여 다행으로 생각 하며 따사로운 햇살과 드높은 하늘을
보고 수확의 계절이 점점 다가옴을 느낍니다. 올해 계획하고 소망하셨던
일들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것들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유방암연수강좌 2019>
에 참가하여 그 동안 만나지 못했던 선배, 친구, 후배들도 만나시고

08:20 ~

등록

09:20 ~

Opening remarks

김상화(한림의대)

09:20 ~ 09:30

Opening address

김이수(한림의대)

Breast Imaging and Pathology

좌장 : 손길수(고려의대)

부족한 지식의 갈증도 풀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09:30 ~ 10:00

Interpretation of screening mammography

저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유방내분비암센터는 벌써 1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인원과 규모로 오직 열정만을 믿고 시작

10:00 ~ 10:30

Useful tips of ultrasound guided CNB in breast

10:30 ~ 11:00

Experience of breast image after cosmetic procedure

제수경(한림의대)
정균순(한림의대)

하였고 여러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진심 어린 충고로 인해 발전을 거듭하여 중형급 대학병원

-Autologous fat & filler injection etc.-

에서는 쉽지 않은 전국의 유방관련의사들을 상대로 12번째의 연수강좌를

한부경(성균관의대)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경기 남부지역의 유방암
거점 센터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더 발전된

11:00 ~ 11:30

Histopathology of invasive ductal carcinoma variants
민수기(한림의대)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 유방암 연수강좌가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선생님
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기에 가능
하였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걸음 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올해에도 참여를 꼭 부탁 드립니다. 올해 <제 12차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유방암연수강좌 2019>은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학문적 업적과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기본적인 유방의
영상학적 진단부터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유방성형에 사용되는
보형제의 영상학적 진단의 문제점과 침윤성 유방암의 변종에 대한
병리학적 특징, 그리고 외래에서 흔하게 접하는 양성유방질환의 진단 및

11:30 ~ 11:50

Luncheon Symposium
11:50 ~ 12:50

Practical issues in the Breast Clinics
12:50 ~ 13:20

하였으며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시는
연수강좌가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13:20 ~ 13:50

충고 부탁 드리오며, 토의 시간에 여러 선생님들의 경험과 최신 정보가
활발히 교류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잘 되시길 기원하며, 10월 20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마음홀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 박병우(연세의대)

Management of chronic granulomatous mastitis
임영아(한림의대)

Management of breast abnormal condition
(accessory breast, gynecomastia, nipple discharge)
김상화(한림의대)

13:50 ~ 14:20

Techniques of biopsy in microcalcification lesions
김도일(미즈메디병원)
Coffee Break

Current Issues in Breast Cancer
14:40 ~ 15:10
15:10 ~ 15:40

좌장 : 손병호(울산의대)

16:10 ~ 16:20

사당, 양재대로 → 과천 → 평촌역, 중앙공원
•영등포방면에서 오실 경우
1번국도(경수산업도로) → 시흥대로 → 범계 뉴코아백화점
→ 평촌역, 중앙공원
•수원방면에서 오실 경우
1번국도(경수산업도로) → 의왕 서울방면 직진 → 범계 뉴코아백화점
→ 평촌역, 중앙공원
•외곽순환도로 이용시
평촌 I/C 안양시청 중앙공원방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
지하철 4호선 평촌역에서 하차 후 1번 출구 이용

breast surgery

(도보로 약 4~5분 거리)

양은주(서울의대)

Management of musculoskeletal & joint symptoms
in breast cancer

15:40 ~ 16:10

•사당, 양재방면에서 오실 경우

Lymphedema management for patients after

송정윤(경희의대)

Closing remarks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
•시내버스 : 1, 3, 13, 81번

Update on radiotherapy for breast cancer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유방내분비암센터장

김이수

〈승용차 이용시〉 (주차권 발부해 드립니다.)

서영진(카톨릭의대)

or abscess

14:20 ~ 14:40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많은 격려와

좌장 : 김이수(한림의대)

Current management of bone metastasis
in breast cancer

치료와 유방암의 최근 이슈에 대해 다양한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유방암에서의 골 전이에 대한 최신지견을 런천 심포지엄으로 준비

Coffee Break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평촌동 896)
Tel : 031)380-1500

구태률(한림의대)

•마을버스 : 5, 5-1, 6-1, 7, 8번

김이수(한림의대)

•좌석버스 : 333, 55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