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의학물리학회 연수교육
주제: 방사선 계측과 치료기의 효율적 품질관리, 그리고 …
2019. 12. 13. [Fri] I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강당

교육 일정
09:00-10:00

등록 및 접수

09:50-10:00

인사말

사회: 임영경 (교육이사, 국립암센터)
한국의학물리학회장 장건호

정기교육
정기교육 1

좌장: 신동오 (경희대병원)

10:00-10:40

선량계측 원리 및 선량계

김성훈 (한양대병원)

10:40-11:20

물 흡수선량 표준과 전리함 교정

김인중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20-11:40

Coffee Break

정기교육 2

좌장: 임영경 (국립암센터)

11:40-11:55

방사선치료기 MLC의 효울적 품질관리

정치영 (서울아산병원)

11:55-12:10

방사선치료기 레이저의 효울적 품질관리

황의중 (충남대병원)

12:10-12:25

토모치료에서의 효울적인 환자치료 품질관리

조삼주 (이대목동병원)

12:25-12:40

방사선 측정에 대한 몇가지 팁

임상욱 (고신대병원)

12:40-13:40

점심 식사 (장소: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식당)

특별교육

좌장: 주상규 (삼성서울병원)

13:40-14:10

의학물리학에서의 자동화

박민재 (서울아산병원)

14:10-14:30

방사선 안전관리 대리자 지침 현황

곽정원 (법제이사, 서울아산병원)

14:30-15:00

방사선치료 부작용

서양권 (국립암센터)

15:00-15:20

Coffee Break

15:20-16:50

방사선치료실 차폐계산 이론 및 실습

16:50-17:00

맺음말

박성호 (울산대병원)

본 연수교육은 연수평점 5점이 부여됩니다 (학회원의 연간 의무 이수평점은 15점임).

1. 사전등록기간: 2019년 11월 25일(월)~12월 10일(화)
* 마감일 이후에는 현장등록만 가능합니다.
현장등록의 혼란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비 안내 (점심식사비 포함)
회원구분

회원

사전등록

현장등록

정회원

80,000원

90,000원

준회원

40,000원

50,000원

특별회원

70,000원

80,000원

3. 등록방법
• 사전등록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상기 사전등록기간 내에 첨부된 사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학회사무국(ksmpwebmaster@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비는 연수교육 당일에 현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거나 입금/이체하여 주십시오.
• 사전등록 시 입력하신 E-mail로 등록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 2인 이상 합산입금을 원하시는 경우 송금인명을 입금자명으로 일치시키고 학회사무국에
이메일로 알려주십시오. (사전등록은 개인별로 해주십시오.)
• 등록 영수증과 명찰은 학회 당일 등록데스크에서 배부합니다.
4. 입금방법
• 신용카드
- 신용카드 결제는 연수교육 현장에서만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 은행명 : 신한은행, 100-018-175974, (사)한국의학물리학회
- 등록비는 반드시 “등록자명-연수”로 입금 또는 이체하셔야 확인이 용이합니다.
- 학회사무국에서 확인이 되면 사전등록 시 입력한 이메일로 입금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주소 : 서울 노원구 노원로 75 (공릉동 215-4)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승용차
• 네비게이션 이용 “원자력병원” 또는 “한국원자력의학원”검색, 병원 내 지상 주차장 이용가
능함.
• 무료주차권은 제공하지 않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약도 참조
지하철 및 연계버스

* 본 연수교육은 연수평점 5점이 부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