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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of Lymphedema

▶ 관리 워크숍

14:00-14:20 Basic concept and physiology of lymphatic system 가톨릭의대 정희연

14:20-14:50 Bandage & garment (강의 및 동영상, 필요 시 실습) 성균관의대 황지혜

14:50-15:20 Manual lymphatic drainage (강의 및 동영상) 가톨릭의대 이종인

15:20-15:40 Coffee break  

15:40-16:10 Exercise (강의 및 동영상) 서울의대 임재영

16:10-16:40 Safe practice to avoid trauma (skin care, life style modification, etc.)                                          중앙대 류은정

16:40-17:00 질의응답  

08:30-08:50 등록  

08:50-09:00 인사의 말씀 김이수 회장(한림의대)

09:00-10:00 Session I. Interesting Case in Lymphedema                                                      좌장: 아주의대 나은우, 연세의대 조영업

09:00-09:20 Primary lymphedema 성균관의대 황지혜

09:20-09:40 Secondary lymphedema after breast cancer surgery 성균관의대 이정언

09:40-10:00 Musculoskeletal complications related with lymphedema 서울의대 양은주

10:00-10:10 Coffee break  

10:10-11:10 Session II-1. 자유연제                                                                                                 좌장: 한림의대 김이수, 성균관의대 황지혜

10:10-11:10 Session II-2. Basics for Lymphedema care (전공의, 간호사, 치료사를 위한 기본 강의)   좌장: 가톨릭의대 김준성, 서울의대 신경환

10:10-10:30 Anatomy of lymphatics 가톨릭의대 정희연

10:30-10:50 Basic principles of compression treatment 가톨릭의대 원선재

10:50-11:10 How to diagnose lymphedema? 울산의대 전재용

11:10-11:30 Coffee break  

11:30-12:30 Session III. Lymphedema related Complication and Management         좌장: 고려의대 윤을식, 가톨릭의대 허수영

11:30-11:50 Infectious complications (Lymphangitis, DD/x DVT, etc.) 중앙의대 김향경

11:50-12:10 Lymphocele, lymphorrhea and lymphedema after pelvic LND 이화의대 김윤환

12:10-12:30 What is the best skin care for protection of infection and progression of lymphedema?                        중앙대 류은정

12:30-13:00 총회  

▶ 정기학술대회                          

▶ 치료 워크숍

 
Basic course

Advanced course
Basic (상) Basic (하)

14:00-14:20 Special lecture Special lecture

14:20-14:40 상지 동영상 MLD techniques 하지 동영상 MLD techniques 동영상 & Demonstration Bandage (Multi-layered)

14:40-15:20 Demonstration & practice Demonstration & practice Bandage (Multi-layered) practice

15:20-15:40 Coffee break

15:40-16:00 상지 동영상(Basic bandage) 하지 동영상(Basic bandage) Bandage (Biflex) demonstration

16:00-16:40 Demonstration & practice Demonstration & practice Bandage (Biflex) practice

16:40-17:0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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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slymp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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