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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림프부종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온라인 정기학술대회

08:30 - 08:50 등록 

08:50 - 08:55 개회사

08:55 - 09:00 축사 양정현 교수님

09:00 - 10:10 Session I. Past: History of lymphedema management                                                                                         좌장 한림의대 유방외과 김이수

09:00 - 09:20 국내 림프부종 치료의 역사 성균관의대 재활의학과 황지혜

09:20 - 09:40 대한림프부종학회의 앞으로의 역할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김준성

09:40 - 10:00 History of lymphatic research (view of editor Lymph research and Biology) Stanley Rockson,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0:00 - 10:10 Discussion

10:10 - 11:20 Session II. Research flow and trend in the field of lymphedema and lymphology                             좌장 충남의대 재활의학과 복수경

10:10 - 10:30 림프부종 진단 영역 국내 연구 성균관의대 핵의학과 최준영

10:30 - 10:50 림프부종 재활 영역 국내 연구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임재영

10:50 - 11:10 림프부종 발생 및 수술 영역 국내 연구 국립암센터 산부인과 임명철

11:10 - 11:20 Discussion

11:20 - 11:30 Coffee break

11:30 - 13:00 Session III. Invited Lecture (International session)                                                                                           좌장 울산의대 재활의학과 전재용

11:30 -11:50 림프분야 기초 연구를 통한 림프부종의 이해와 미래 KAIST 고규영

11:50 -12:10 Surgical updates for lymphedema 울산의대 성형외과 홍준표

12:10 -12:50 Horizon of lymphatic research Stanley Rockson,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2:50 -13:00 Discussion

13:00 - 13:20 총회

13:20 - 14:30 점심시간 & 포스터 발표

13:20 - 14:20 Session IV. 림프 부종 치료의 최신 지견

13:20 -13:40 두경부 림프부종의 이해와 치료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특수물리 치료실 장현주 

13:40 -14:00 림프부종 bandage치료적용과 새로운 압박치료의 소개 국립암센터 재활의학과 재활치료실 국도희

14:00 -14:20 양측 유방암 수술 후 발생한 양측 상지부종의 MLD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재활의학팀 김유정

14:30 - 15:40 Session V. Present: Current efforts to improve treatment outcome for lymphedema/ New trend   
좌장 서울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신경환

14:30 -14:50 방사선치료와 림프부종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과 김용배

14:50 -15:10 BCRL 발생 감소를 위한 외과 치료의 변화 성균관의대 외과 유종한

15:10 -15:30 부인암에서의 림프부종 감소 조기진단 조기치료의 최신지견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송민종

15:30 -15:40 Discussion

15:40 -15:50 Coffee break

15:50 -17:15 Session VI. Future: Ready for a brighter future in lymphedema?                                                                           좌장 차의과대 유방외과 조영업

15:50 -16:10 Role of surgery/intervention in phlebolymphedema 서울의료원 혈관외과 이경복

16:10 -16:30 Non-surgical treatment based on ICG functional assessment 부산의대 재활의학과 윤진아

16:30 -17:00 OPD based treatment of lymphedema using ICG Hiroo Suami, Macquarie University, Sydney

17:00 -17:15 Discussion

17:15 폐회사

•일      시  2020년 11월 21일 (토) 08:30~17:15
•현장진행  코트야드 서울 타임스퀘어 미팅룸6 (온라인 실시간 중계) 
•평      점  대한의사협회 6평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