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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정기학술대회 및 워크숍
2018년 대한림프부종학회

치료워크숍

                                                          Basic course                   Advanced cours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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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 ~ 14:20 	 상지	MLD techniques	동영상	 하지	MLD techniques	동영상	 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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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붕대법	동영상	 상지	붕대법	동영상
	 (붕대에	대한	이해,	Basic bandage)	 (붕대에	대한	이해,	Basic bandage)	 (붕대에	대한	이해,	advanced bandage)

16:00 ~ 17:00 Demonstration & practice Demonstration & practice Demonstration & practice

17:00 ~  Q & A

08:30 ~ 08:50 등록	

08:50 ~ 09:00 개회사

09:00 ~ 10:10 Session 1. Pelvic Lymph Node Dissection and Lymphedema 
국립암센터	박상윤	/	아주의대	윤승현

09:00 ~ 09:20  Pelvic lymph node dissection for urologic cancer 비뇨기과	(국립암센터	정재영)	

09:40 ~ 10:00 Sentinel lymph node biopsy in gynecological cancer 산부인과	(성균관의대	김태중)

09:40 ~ 10:00  Pelvic lymph node dissection for colorectal cancer 대장항문외과	(연세의대	조민수)

10:00 ~ 10:10  Discussion 
10:10 ~ 10:25 Coffee break

10:25 ~ 11:25 Session 2. 자유연제 서울의료원	이경복	/	가톨릭의대	이종인

10:25 ~ 11:25 Session 2. 전공의, 간호사, 치료사를 위한 기본 강의 한림의대	김이수	/	가톨릭의대	정희연

10:25 ~ 10:45  림프계의	구조	및	림프부종의	병태생리        재활의학과	(계명의대	이소영)

10:45 ~ 11:05 림프부종의	진단과	평가법            재활의학과	(순천향의대 김수아)

11:05 ~ 11:25  의료적	압박치료의	원칙               재활의학과	(제주의대	이소영)

11:25 ~ 11:40 Coffee break

11:40 ~ 12:50 Session 3. New Concepts in Diagnosis and Treatment of Lymphedema      
KAIST/IBS	고규영	/	성균관의대	황지혜

11:40 ~ 12:00  Genetic evaluation for primary lymphedema 의학유전학센터	(울산의대	이범희)

12:00 ~ 12:20  New minimally invasive treatment strategies for the treatment of lymphedema: 	Current concept and  furture way
영상의학과	(전북의대	김건영)

12:20 ~ 12:40  The role of T lymphocytes in regulating lymphangiogenesis and its implication in treating lymphedema
영상의학과	(성균관의대	김한솔)

12:40 ~ 12:50  Discussion

12:50 ~ 13:10 런천 심포지엄 (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devices in the management of lymphedema)
재활의학과	(성균관의대	황지혜)

13:10 ~ 13:30 총회	

13:30 ~ 14:10 점심시간

14:10 ~ 15:10 Session 4. Healthcare Practice for Lymphedema  	가톨릭의대	허수영	/	이화의대	배하석

14:10 ~ 14:30 Obesity management in lymphedmea 재활의학과	(부산의대	이창형)

14:30 ~ 14:50 Nutritional mangement in lymphedema 임상영양실	(국립암센터	김지연)

14:50 ~ 15:10  Psychiatric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lymphedema   정신건강의학과	(울산의대	정석훈)

15:10 ~ 15:25 Coffee break

15:25 ~ 16:25 Session 5. Special Considerations for Diagnosis and Management of Lymphedema 
 가톨릭의대	김준성	/	서울의대	신경환

15:25 ~ 15:45  Cases with interesting lymphoscintigraphy findings of lymphedema 핵의학과	(성균관의대	최준영)

15:45 ~ 16:05 Cases of difficult-to-treat in lymphedema 재활의학과	(서울대의대	양은주)

16:05 ~ 16:25  Management in malignant lymphedema  재활의학과	(고신대의대	심영주)

16:25	 폐회사	

•일시 2018. 11. 24SAT   08:30 ~ 17:00
•장소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1층 대강당, 제1/2세미나실

•평점 대한의사협회 5평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