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설레고 반가운 마음으로 2017년 제7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본 학회는 지금까지 언제나 새롭고 풍성한 내용을 준비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지만, 올해에는 특히 

림프계 연구 분야 최고의 특강과 다양한 관련 임상 분야의 최신 지견을 나눌 수 있는 보다 알찬 

학술대회가 마련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나라의 무더운 여름은 사계절의 풍성함과 열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감사한 계절이지만, 

림프부종 환자들에게는 의료적 압박치료를 시행하기에 참으로 힘겨운 시간들이며 무엇보다도 

갑자기 발생되는 염증으로 놀라고 고생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염증처럼 림프부종 환자들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증례들을 

함께 나누고 배우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상하지 부종뿐만 아니라 두경부 부종에 대한 

임상적 지식과 치료 워크숍도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림프부종 임상, 연구 및 치료 분야 전문 의료인과 연구자들은 보다 

심화되고 발전된 서로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이제 막 이 분야에 첫걸음을 내딛는 

분들은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모두에게 알찬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고민하고 애써 준비한 학회 위원회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 학회를 유지하고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대한림프부종학회 회장  황 지 혜

www.kslymph.or.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서울 강남구 일원동50)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 1층 

Tel: 02-3410-6050     E-mail: lymph_info@naver.com     www.kslymph.or.kr
대한림프부종학회
Korean Society of Lymphedema

ㅣ일시ㅣ 2017년 11월 18일(토) 8:30-17:00

ㅣ장소ㅣ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1층 대강당, 
            제1/2세미나실 및 지하 2층 제2 강의장 

ㅣ평점ㅣ 대한의사협회 5평점

등록안내

•	사전등록	기간

2017년	10월	25일(수) - 11월	10일(금)	(학술대회)

2017년	10월	25일(수) - 11월	10일(금)	(워크숍)	->	
																													워크숍	확정명단	발표	:	11월	15일(수)

•	사전등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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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않으신 경우 환불은 학술대회 종료 후 일괄적으로 진행됩니다.

※ �사전등록을�취소할�경우�행사� 1일�전까지는�수수료� 1만원을�제외하고�환불하여��
드립니다.(등록후�행사�1일�전까지�사전�취소�요청�없이�불참하실�경우에는�환불하여�드리지�

않습니다.)

•	등록비	안내

학술대회
워크숍

치료워크숍

회원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사전등록

정회원 전문의 5만원 6만원

회원 7만원
준회원

물리, 작업치료사 4만원 5만원

간호사 4만원 5만원

전공의 및 학생 4만원 5만원

비회원

전문의 6만원 7만원

비회원 9만원
물리, 작업치료사 5만원 6만원

간호사 5만원 6만원

전공의 및 학생 5만원 6만원

※ �상기�정회원/준회원은�본�학회의�입회비�(전문의:�3만원,�물리·작업치료사,�간호사,�전공의,��
학생:�2만원)를�납부하신�회원을�칭합니다.�입회�시,�개최되는�학술대회�등록비�등�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입회비�납부�여부�확인은�학회에�문의(전화�또는�이메일)�바랍니다.�

※ �학술대회�및�관리워크숍�현장등록�시�사전등록비에�1만원이�추가됩니다.�

※ �치료워크숍은�사전등록만�운영됩니다.�워크숍의�최종명단은�11월�15일�수요일에�발표될�예정입니다.��
사전등록�대상자�중�림프부종�치료�경력�등을�고려하여�워크숍�최종명단을�확정하게�됩니다.�

※ �워크숍�재료비는�개인�부담입니다.�재료비�구입은�워크숍�개최�2주�전,�홈페이지�공지사항을��

통해�안내드립니다.

•	등록비	입금계좌

	은행명:	신한은행		계좌번호:	100-027-742924		예금주:	대한림프부종학회

•	회원가입	방법
※ �l ymph_ i n f o@nave r . c om으로�성함,� 소속,� 직종을�보내주시고,� 입회비를�상기��
입금계좌에�입금하시기�바랍니다.�입금자명을�반드시�회원�실명으로�입금해�주십시오(홈페

이지�공지사항�참조).

•	문의처���

����전화:�02)3410-6050								

����e-mail:	lymph_info@naver.com

정기학술대회 및 워크숍
 제7회 대한림프부종학회 

Basic course Advanced course
Basic(상) Basic(하) Advanced 상지 두경부 & 외음부

14:00-14:20 상지 MLD 
Techniques 동영상

(올바른 Basic Strokes 
적용법)

하지 MLD 
Techniques 동영상

(올바른 Basic Strokes 
적용법)

상지 MLD 
동영상

(다양한 Strokes 
적용법)

두경부 MLD 
동영상 & 외음부 

MLD 

14:20-15:20 Demonstration & 
Practice

Demonstration & 
Practice

Demonstration & 
Practice

Demonstration & 
Practice

15:20-15:40 Coffee break
15:40-16:00 상지 붕대법 동영상 

(붕대에 대한 이해, 
Basic Bandage)

하지 붕대법 동영상
(붕대에 대한 이해, 
Basic Bandage)

상지 붕대법 동영상
(Basic & Biflex 

Bandage)

두경부 & 외음부 
Compression 

Therapy
16:00-17:00 Demonstration & 

Practice
Demonstration & 

Practice
Demonstration & 

Practice
Demonstration & 

Practice
   17:00 질의 응답

※  Advanced course는 대한림프부종학회의 Basic course(상지, 하지) 2코스 이수자  
대상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Basic course의 신청을 권장합니다.

▶	치료	워크숍

프로그램

▶	정기학술대회��������������������������

08:30-08:50 등록 

08:50-09:00 개회사 

09:00-10:00 Session I. Lymphedema of the Head and Neck Cancer
좌장:�(건국의대)�양정현, (서울의대)�신경환 

09:00-09:20 Surgical Treatment of Head and Neck Cancer 이비인후과�(울산의대�한명월)
09:20-09:40 Radiotherapy for Head and Neck Cancer        방사선�종양학과�(국립암센터�문성호)
09:40-10:00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Head and Neck Lymphedema 

재활의학과�(성균관의대�황지혜)
10:00-10:15 Coffee break

10:15-11:15 Session II. 자유연제                   좌장: (서울의대)�임재영, (성균관의대)�김영환

10:15-11:15 전공의, 간호사, 치료사를 위한 기본 강의  좌장:�(분당차병원)�김승기, (가톨릭의대)�김준성
10:15-10:35 림프계의 구조 및 림프부종의 병태생리 원광대의대 김지희
10:35-10:55 림프부종의 진단과 평가법 충남대의대 복수경
10:55-11:15 의료적 압박치료의 원칙 동아대의대 이숙정
11:15-11:30 Coffee break

11:30-12:40 Session III.  The Lymphatic Vasculature: Understanding and Surgical 
Application                좌장:�(한림의대)�김이수, (아주의대)�나은우 

11:30-12:10 Organ Specific Lymphatic Vasculature (KAIST�고규영)
12:10-12:40 Current International Trends of Surgical Management of Lymphedema

성형외과�(부산의대�김주형)
12:40-13:00 총회

13:00-14:00 점심시간

14:00-15:00 Session IV.  Up-to-date Reivew of Lymphedema 
좌장:�(연세의대)�조영업, (이화의대)�배하석

14:00-14:20 2017 26th World Congress of Lymphology Review   재활의학과�(울산의대�전재용)
14:20-14:40 Lymphedema in Gynecologic Cancer Survivors            산부인과�(한림의대�이방현)
14:40-15:00 Risk Factors Affecting Breast Cancer-related Lymphedema:  

Serial Body Weight Change During Neoadjuvant Anthracycline Plus 
Cyclophosphamide Followed by Taxane                  유방외과�(충북의대�박성민)

15:00-15:15 Coffee break

15:15-16:30 Session V.  Managements of Serious Cases of Lymphedema
좌장:�(성균관의대)�황지혜, (가톨릭의대)�허수영

15:15-15:40 Manangement of Recurrent Lymphangitis and Cellulitis
감염내과�(성균관의대�백경란)

15:40-16:05 Vascular Diseases Related to Lymphedema 혈관외과�(서울의료원�이경복)
16:05-16:30 Difficult-to-treat Cases in Lymphedema 재활의학과�(서울의대�양은주)

 16:30 폐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