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사)한국의학물리학회
30주년 기념/ 제 60회 추계학술대회 및 하반기 연수교육
초대의 글
2020. 9. 18. [금] ~ 9.19[토]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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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사)한국의학물리학회
30주년 기념 및 제 60회 추계학술대회
주제: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및 한국의학물리 리뷰 와 전망
2020. 9. 18. [금] ONLINE 학술대회

PROGRAM ------------------------------------------------------------------------------일 정

발표

내용

~ 09:00
09:00 ~ 09:10

진행: 조승룡 학술이사
온라인 등록

학술행사 개회사

조병철 학회장

Scientific Session: 일반 구연
세션1: 방사선치료 물리 분야

좌장:민철희(연세대학교) / 정윤선(한양대학교)

세션2: 진단, 핵의학 및 기타분야

좌장:서정민(부산가톨릭대) / 이승완(건양대학교)

09:10 ~ 10:50

10:50 ~ 11:00
11:00 ~ 11:30

11:30 ~ 12:30

Coffee break
포스터 세션 summary

좌장:손기홍(ETRI) / 조삼주(이화여대병원)

Luncheon Session I

Varian Korea

Luncheon Session II

TBA

30주년 기념 Symposium: 한국의학물리 리뷰 및 전망

좌장:윤명근(고려대학교) / 이석(고려대병원)

13:00 ~ 13:25

X선 치료 물리 분야

김진성(연세의료원)

13:25 ~ 13:50

입자 치료 물리 분야

김정인(서울대병원)

13:50 ~ 14:15

영상의학 분야

장건호(경희대병원)

14:15 ~ 14:40

핵의학 분야

오정수(서울아산병원)

14:40 ~ 15:00

Coffee Break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좌장: 조승룡 학술이사

15:00 ~ 15:30

30주년 기념식 개회사, 환영사 및 축사

학회장 및 유관 기관장

15:30 ~ 16:00

한국의학물리학회 30년사 기념집 발간사

한영이(성균관대학교)

16:00 ~ 16:30

한국의학물리학회 30년 회고사

김성규(영남대병원)

수상식 및 정기총회
16:30 ~ 17:00

수상식: 학술상 / 업체 인사

17:00 ~ 18:00

정기총회 및 폐회사

진행: 곽정원 총무이사

2020년도(사)한국의학물리학회
하반기 연수교육
주제: 방사선치료계획에 관한 AAPM TG REPORT 리뷰 및
COVID-19 상황에서의 의학물리학자의 대응전략
2020. 9. 19. [토] ONLINE 연수교육

PROGRAM ------------------------------------------------------------------------------일 정

교육 일정

~ 08:50
08:50 ~ 09:00

온라인 교육 입장
회장님 말씀

조병철 학회장

정기 교육
09:00 ~ 09:40

09:40 ~ 10:20

10:20 ~ 11:00

김동욱(연세암병원)
TG157: Beam modeling and beam model commissioning for Monte Carlo dose calculation-based
radiation therapy treatment planning

12:10 ~ 12:20

김성훈(한양대병원)

TG 119: IMRT commissioning: Multiple institution planning and dosimetry comparisons
박달(부산대병원)
Break

특별 교육

11:40 ~ 12:10

좌장: 임상욱 (고신대학교)

TG 53: Quality assurance for clinical radiotherapy treatment planning

11:00 ~ 11:10

11:10 ~ 11:40

진행: 박달 교육이사

좌장: 김미영(한림대춘천성심병원)

TBA
조성구(삼성서울병원)
Working as a Medical Physicist in the New Normal
박정훈(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맺음말

박달 교육이사

본 연수 교육은 평점 3점이 부여됩니다. (학회원의 연간 의무 이수 평점은 15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