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림프부종연구회

사전등록안내 REGISTRATION

서울시강남구일원동삼성서울병원재활의학과(내) 대한림프부종연구회

Tel : 02-3410-2818    

Fax : 02-3410-0052

Homepage : www.kslymph.or.kr

∷ 사전등록기간

2010년 10월25~11월20일

∷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183-855114

예 금 주: 황지혜(대한림프부종연구회)

∷ 등록비

세미나 사전등록

워크샵 사전등록

당일 현장 등록시 10,000원 추가됩니다.

대한림프부종연구회 홈페이지(www.kslymph.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후

이메일(sklee.lee@samsung.com)으로 전송하시고 등록비를 입금

단 워크샵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확정 메일을 받으신 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회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지 않으신 회원께서는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회안내

대한림프부종연구회에 입회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다음의 신청서를 작성
하여 이메일로(sklee.lee@samsung.com)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규 입회비

정회원(의사) 30,000 / 준회원(물리,작업치료사 및 간호사) 20,000

∷ 입회원서

* 정회원(의사) / ** 준회원(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의료인) 
※ 대한림프부종연구회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고자 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인)

회 원

비 회 원

정회원/준회원 20,000/10,000

의사/물리, 작업치료사, 간호사 30,000/20,000

전공의및학생 10,000

회 원

비 회 원

의사/물리·작업치료사 50,000

의사/물리·작업치료사 60,000

대한림프부종연구회

일시. 2010년 11월 27일(토) 09:00~17:00

장소.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지하1층 대강당, 세미나 1번방

제7차
대한림프부종연구회

정기학술대회및

학회창립총회

입회안내

성 명

구 분

직 장

전 화

E-mail

주 소

한글:

영문:

정회원*(  ) 준회원*(  )

주민등록번호:

성 별 :

전 공 분 야 :

H.P



인사말

Advanced Review Course for Upper
Extremity   Lymphedema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고 풍성한

결실이있으시기를소망합니다. 

대한림프부종연구회가 작은 모임으로 시작하여 림프

부종에 대한 임상 및 연구 분야의 유일한 학술 연구회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오다보니 벌써 7차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 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연구회가 창립된 이래

현재까지 한걸음 한걸음씩 순조롭게 발전해올 수 있게

도와주신여러분들의관심과협조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이후 보다 학술적으로

심도있고대표성을가진학회로거듭태어나고자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시어

학회발전을위한많은지도와편달을바라는바입니다.   

이번 제 7차 대한림프부종연구회 세미나에서는 진료

및 치료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발표들과 각각의

주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의 강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임상에서 자주

겪게 되는 평소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지 림프부종환자들에 대한

복합림프물리치료 전반에 관한 실제적인 수기를 직접

습득할 수 있고,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의료적 압박치료

제품들과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실행적인 워크샵 시간도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러 분야의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 하셔서 함께

반가운 만남도 나누고 서로의 지식과 의견 교환을 통해

환자 진료, 치료 및 연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

으면합니다. 

2010년 11월

대한림프부종연구회회장 양정현

재활의학과황지혜(성균관의대)

재활의학과장현주(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이상길(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국도희(국립암센터)

14:00~14:15 MLD technique 동영상

14:15~14:40 MLD demonstration

14:40~15:10 Group practice

15:10~15:25 Coffee break

15:25~15:55 Introduction of newly added product line

① Bandages (short-, medium-, long-stretch,

adhesive bandages, BiflexⓇ)

② Various padding materials

③ CirCaidⓇ, Reid sleeveⓇ

15:55~16:10 Multi-layered bandage technique 동영상

16:10~16:30 Multi-layered & Advanced creative bandage

demonstration 

① Examine standard deviations necessary when

working on abnormal contours and enlarged

limbs

② Review the appropriate use of various

compression padding materials

③ Emphasize the latest products and how to use

them in a clinical setting

16:30~17:00 Group practice

세미나 Hands-on워크샵

진행: 황지혜(성균관의대)

08:30~09:00 등록

09:00~09:10 인사의 말씀 회장 양정현

Session I 자유연제 좌장 : 김영욱(성균관의대)

09:10~09:25 Prediction of treatment outcome with bioimpedance

measurement in breast cancer related lymphedema

전재용(울산의대)

09:25~`09:40 The effect of active resistive exercise on breast

cancer related lymphedema 

심영주(고신의대)

09:40~09:55 In vivo evaluation of stem cell-based tissue

engineering constructs for the treatment of

lymphedema 

황지혜(성균관의대)

09:55~10:00 질의 및 토의

10:00~10:20 Coffee break

Session II 좌장 : 박상윤(국립암센터)

Primary surgical prevention

10:20~10:40 In breast cancer 이세경(성균관의대)

10:40~11:00 In gynecological cancer 이성종(가톨릭의대)

Clinic on lymphedema

11:00~11:20 Diagnosis, staging and classification

임재영(서울의대)

11:20~11:40 Nuclear Medicine Imaging in Lymphedema

최준영(성균관의대)

Recognizing serious problems in patient
with lymphedema

11:40~12:00 Cellulitis/lymphangitis

백경란(성균관의대)

12:00~12:20 TKRA in patient with lymphedema

유재두(이화의대)

12:20~12:40 Recognizing/reporting signs of possible cancer

recurrence/metastasis

정승현(국립암센터)

12:40~13:00 총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