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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정기학술대회 및 워크숍
2019년 대한림프부종학회

•일시  2019년 11월 23일(토) 08:30~17:00

•장소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1층 대강당, 제1/2세미나실

•평점  대한의사협회 5평점

     Program

정기학술대회
08:30 - 08:50 등록 

08:50 - 09:00 개회사

Session I. In-depth understanding and clinical application of pressure therapy                                    좌장 배하석 (이화의대 재활의학과), 윤승현 (아주의대 재활의학과)

09:00 - 09:20 Adequate pressure of multilayer bandage treatment 엄경은 (건국의대 재활의학과)

09:20 - 09:40 Pneumatic pump: when and how to apply 이소영 (계명의대 재활의학과)

09:40 - 10:00 Additional pressure apply on non-limb lymphedema: Head and neck, genital area, trunk 정희연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의학과)

10:00 - 10:10 Discussion

10:10 - 10:25 Coffee break
Session II-A. 자유연재 (제 2세미나실) 좌장 김이수 (한림의대 유방외과),  나은우 (아주의대 재활의학과)

10:25 - 11:25 연제발표

Session II-B. 전공의, 간호사, 치료사를 위한 기본 강의 좌장 신경환 (서울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임재영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10:25 - 10:45 림프계의 구조 및 림프부종의 병태생리 박기덕 (가천의대 재활의학과)

10:45 - 11:05 림프부종의 진단과 평가법 박종범 (건양의대 재활의학과)

11:05 - 11:25 MLD 원칙 및 적용 양승남 (고려의대 재활의학과)

11:25 - 11:40 Coffee break
Session III. Invited lecture 좌장 김준성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11:40 - 12:30 Current status of lymphedema treatment in Japan Tetsuya Tsuji (게이오 대학)

12:30 - 12:40 Discussion

12:40 - 13:00 총회

13:00 - 14:00 점심시간

Session IV. Imaging for surgical treatment of lymphedema 좌장 윤을식 (고려의대 성형외과), 최준영 (성균관의대 핵의학과)

14:00 - 14:20 Image interpretation for lymphovenous shunting 서현석 (울산의대 성형외과)

14:20 - 14:40 MR lymphangiography 이상훈 (울산의대 영상의학과)

14:40 - 15:00 ICG lymphography 김덕우 (고려의대 성형외과)

15:00 - 15:10 Discussion

15:10 - 15:30 Coffee break

Session V. Episodic inflammatory issues observed in lymphedema patients                                 좌장 임명철 (국입암센터 부인종양학과), 황창호 (울산의대 재활의학과)

15:30 - 15:50 Medical management of recurrent dermatolymphangioadenitis (DLA)  곽이경 (인제의대 감염내과)

15:50 - 16:10 Rehabilitation after inflammatory condition of lymphedema 양은주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16:10 - 16:30 Interstitial change from the perspective of inflammatory process in lymphedema 전재용 (울산의대 재활의학과)

16:30 - 16:40 Discussion

   16:45 - 폐회사 

치료워크숍 강사: 수원 성빈센트병원 안미경, 서울성모병원 김유정, 삼성서울병원 이상길, 장현주, 국립암센터 국도희, 분당 서울대병원 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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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course                     Advanced course
Time

                                            Basic (상지)                                           Basic (하지)                      Advanced (두경부)

14:00 ~ 14:20 	 														상지	MLD techniques	동영상	 														하지	MLD techniques	동영상      두경부	MLD techniques	동영상
	 														(올바른	Basic strokes	적용법)	 														(올바른	Basic strokes	적용법)	 				(올바른	Advanced strokes 적용법)

14:20 ~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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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경부 Compression therapy
16:00 ~ 17:00                        Demonstration & practice                           Demonstration & practice              Demonstration & practice

17:00 ~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