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의료입자방사선연구회 동계 워크숍
일자: 2019년 1월 18일 (금) ~ 1월 20일 (일)
장소: 강원도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

주제: 우리나라 의료입자방사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월 18일 금요일
시간
13:00 - 15:00

세션 및 발표주제

발표자/좌장

등록

15:00 - 15:15
인사말
세션 1: 의료입자방사선연구회 현황 및 국내 가속기 교육현황

지영훈 박사 (한국원자력의학원)

15:15 - 15:30

지영훈 박사 (한국원자력의학원)

15:15 - 15:30

의료입자방사선연구회 및 아시아 PTCOG 설립 현황 보고
국내 입자치료의 발전을 향하여
-방사선종양학회 입자치료 연구분과의 발족-

윤명근 교수 (고려대)
김주영 박사 (국립암센터)

16:00 - 16:30

고려대학교 가속기과학과 대학원 과정 소개

박향규 교수 (고려대)

16:30 - 17:00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센터 연수과정 소개

신동호 박사 (국립암센터)

17:00 - 17:30

질의 및 토의

1월 19일 토요일
시간
세션 및 발표주제
세션 2: 토론: 양성자치료기 국산화 가능한가?

발표자/좌장
지영훈 박사 (한국원자력의학원)

10:00 - 10:20

양성자 치료기 국산화 정책 과제 요약 발표

김진성 교수 (연세대)

10:20 - 10:50

양성자 가속기 치료 경험과 선도적 기술의 필요성

박희철 교수 (삼성서울병원)

10:50 - 11:20

국내 가속기 개발 역사 및 기술 현황

채종서 교수 (성균관대)

11:20 - 11:50

중이온 가속기 개발 현황

전동오 박사 (기초과학연구원)

11:50 - 12:30
패널 토의
세션 3: 입자치료가속기개발 국내 기술현황

김진성 교수 (연세대)

14:00 - 14:25

30MeV 양성자 가속기 운영 경험

이은제 박사 (한국원자력연구원)

14:25 - 14:50

포항가속기연구소의 가속기 운영 및 개발 현황

신승환 부장 (포항가속기연구소)

14:50 - 15:15

레이저 가속기반 입자빔 치료기 개발 현황(전자빔/양성자빔)

15:15 - 15:40

핵융합가속기 사업참여 및 파생효과

김재훈 박사/송동훈 박사 (KERI/ETRI)
김도윤 박사 (비츠로넥스텍)

15:40 - 16:05

한미테크윈 회사 현황 소개

강원국 이사 (한미테크원)

16:05 - 17:00

질의 및 토의

1월 20일 일요일
시간
세션 및 발표주제
세션 4: 의료입자방사선 국내 연구 현황

정광주 박사 (삼성서울병원)

10:00 - 10:30

BNCT 관련 연구 현황

방정배 교수 (고려대)

Image-guided Ocular Proton Treatment and Dual-energy CT

김학수 박사 (국립암센터)

10:30 - 11:00
11:00 - 11:30
11:30 - 12:00

for삼성서울병원
Proton Therapy
양성자치료센터 연구 현황
질의 및 토의

발표자/좌장

정광주 박사 (삼성서울병원)
정광주 박사 (삼성서울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