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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림프부종학회
Korean Society of Lymphedema

프로그램

▶ 춘계학술대회                           

08:30-08:50 Registration 

08:50-09:00 Opening remarks 한림의대 김이수 회장

09:00-10:30 Session I. Recent update in lymphedema 
좌장 : 국립암센터 박상윤, 가톨릭의대 김준성

09:00-09:30 Diagnosis (Early diagnosis, screening, interval for F/U, etc.) 울산의대 전재용

09:30-10:00 Non-surgical treatment (Early intervention, new treatment, etc.) 서울의대 서관식

10:00-10:30 Surgical treatment 고려의대 김덕우

10:30–11:00 Pharmacologic treatment 가톨릭의대 정희연

11:00-11:20 Coffee break 

11:20-12:35 Session II. Preventive method for lymphedema                좌장 : 건국의대 양정현

11:20-11:45 New surgical technique to avoid lower extremity lymphedema 성균관의대 김태중

11:45-12:10 New surgical technique to avoid upper extremity lymphedema 영남의대 최정은

12:10-12:35 Regional lymph node radiation therapy 가톨릭의대 김명수

12:35 Closing remark

 ▶ 림프부종 관리 워크숍                                                                             진행 : 가톨릭의대 이종인 

13:30-13:50 Basic concept and physiology of lymphatic system 가톨릭의대 정희연

13:50-14:20 Manual lymphatic drainage 가톨릭의대 이종인

14:20-14:50 Exercise (강의 및 동영상) 서울의대 임재영

14:50-15:10 Coffee break   

15:10-15:40 Safe practice to avoid trauma  
(skin care, life style modification, etc.)

중앙대 류은정

15:40-16:10 Bandage & garment (강의 및 동영상) 성균관의대 황지혜

16:10-16:30 질의 응답  

 ▶ 림프부종 치료 워크숍                                                           진행 : 서울의대 임재영

 강사 : 서울성모병원 김유정, 분당서울대병원 이지선, 삼성서울병원 장현주, 서울아산병원 정순용

13:30-13:50 Basic concept and physiology of lymphatic system                    가톨릭의대 정희연

13:50-14:10 Manual lymphatic drainage (상지 동영상) 

14:10-14:50 Demonstration & practice 

14:50-15:10 Coffee break 

15:10-15:30 Basic bandage (상지 동영상) 

15:30-16:10 Demonstration & practice 

16:10-16:30 질의 응답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따스한 햇살과 봄꽃이 만발한 생동의 계절입니다. 2016년 한 해에도 대한림프부종학회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한림프부종학회는 매년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와 워크숍을 

통해 최신 지견과 경험을 나누고, 회원간 상호 교류를 증진해 왔습니다. 올해 5월에는 학회의 

공식학술지인 “Clinical Lymphology and Lymphedema”가 창간되어 전문학회의 국내외 위상을 

높이게 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첫 세션에서는 "림프부종에 대한 기초, 임상 연구의 최신 흐름"을 

알아보고, 두번째 세션에서는 "수술 및 방사선 치료 분야에서의 림프부종 발생 예방"을 위한 여러 

노력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교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추계학술대회에서만 실시되었던 워크숍을 확대 개최합니다. 또한 

림프부종 관리를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처음 실시하게 됩니다.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림프부종 관리, 치료에 대한 실질적 교육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학술대회 준비에 수고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가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그리고 림프부종 관련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2016년 4월

대한림프부종학회 회장 김 이 수

등록안내

▶ 사전등록 기간:  2016년 4월 18일(월) - 5월 6일(금) 워크숍

                           2016년 4월 18일(월) - 5월 13일(금) 학술대회

▶ 등록비

학술대회 림프부종 치료 
워크숍

림프부종  관리 
워크숍회원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정회원 의사 4만원 5만원

회원 7만원 회원 5만원
준회원

치료사, 간호사, 
전공의 및 학생

3만원 4만원

비회원

의사 5만원 6만원

비회원 9만원 비회원 7만원치료사, 간호사, 
전공의 및 학생

4만원 5만원

• 본 학회는 회원가입 시 입회비(의사: 3만원,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전공의, 학생: 2만원)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 이후 개최되는 학술대회 등록비 등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학술대회 현장등록 시 사전등록비에 1만원이 추가됩니다.

•회원가입 유무 확인은 학회에 문의(전화 또는 이메일) 바랍니다.

• 워크숍은 사전등록만 받습니다. 5월 10일 발표 예정입니다.

▶ 등록비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7-742924 예금주: 대한림프부종학회)

▶ 사전등록방법

• 학회 홈페이지(http://www.kslymph.or.kr/)의 배너를 통해 사전등록창에 등록하신 후 입금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입금자명을 참가자 실명으로 입금해주십시오.

• 워크숍 비용 입금은 워크숍 명단 확정 후에 입금바랍니다. 선입금 후 워크숍 명단으로 확정 되

지 않으신 경우 환불은 학술대회 종료 후 일괄적으로 진행됩니다.

• 사전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사 1일 전까지는 수수료 1만원을 제외하고 환불하여 드립니다.(등록 

후 행사 1일 전까지 사전 취소 요청 없이 불참하실 경우에는 환불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방법: lymph_info@naver.com으로 성함, 소속, 직종을 보내주시고, 입회비를 상기 

입금 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자명을 반드시 회원 실명으로 입금해 주십시오(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전화: 031) 787- 6896   e-mail: lymph_info@naver.com

ㅣ일시ㅣ 2016년 5월 21일(토) 8:30-16:30

ㅣ장소ㅣ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동 지하1층 대강당 및
            제1, 2세미나실  

ㅣ평점ㅣ 대한의사협회 3평점

제2회 춘계학술대회

2016년 대한림프부종학회

www.kslymph.or.kr

Lymphede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