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VITATION

존경하는 대한핵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봄의 설렘과 함께 2023년 제61차  

대한핵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71차 핵의학 연수교육을 4월 21일(금)~ 

22일(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5층 이벤트홀에서 전면 오프 

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제61차 대한핵의학회 춘계학술대회는 “핵의학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핵의학 연구 사업화의 길, 임상현장에서의 핵의학, PSMA theranostics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Louise Emmett 교수의 기조 강연, 그리고 젊은 핵의학 

자들의 연구를 들어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1차 대한핵의학회 핵의학 연수교육에서는 임상환경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최신 항암치료를 주제로 각 병원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연수교육 이후에는 핵의학과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과 역량평가를  

위한 공청회와 첫 소셜 이벤트로 ‘와인과 소통, 기초부터 배워보기’ 강좌를  

마련하였으니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핵의학회 회장  강 건 욱  배상 

2023년
제61차 대한핵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_  2023 년 4월 22일(토)

장소_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5층 이벤트홀 A~D



PROGRAMINFORMATION

- 행사명 : 2023년 제61차 대한핵의학회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23년 4월 22일(토) 

- 장소 :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5층 이벤트홀 A+B홀

- 평  점 : 6점(일반평점 5점+필수평점 1점)

- 사전등록 마감 : 2023년 4월 7일(금)

- 온라인 사전등록 바로가기 : www.ksnm.or.kr/conference/2023

- 등록비

회원구분 사전등록 [ ~4월 7일(금) ] 현장등록 [ 4월 22일(토) ]

정회원 40,000 50,000

정회원 
(군의관/공보의)

25,000 30,000

준회원 40,000 50,000

수련회원 25,000 30,000

비회원 80,000 100,000

- 결제방법 :  신용카드 / 실시간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무통장 입금처: 신한은행 140-002-778984, 대한핵의학회)

- 숙박 예약 : 숙박이 필요하신 회원님께서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주소 :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BPEX) 이벤트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https://www.ksnm.or.kr/conference/2023/map.html)

2023년 제61차 대한핵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_  2023년 4월 22일(토)    장소_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5층 이벤트홀 A+B

14:00~17:35 제71차 대한핵의학회 핵의학연수교육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5층 이벤트홀 A+B 

16:00~17:00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과 역량평가를 위한 공청회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5층 이벤트홀 D

17:40~19:00 Sociel Event “와인과 소통, 기초부터 배워보기”  

2023년 4월 21일 (금) 

08:30-09:00 등록  

09:00-09:05 개회사 및 인사말 강건욱 회장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09:05-09:10 학술대회 안내 임일한 학술이사 (원자력병원 핵의학과)

 09:10-10:45 Special Symposium I. 핵의학 연구 사업화의 길 좌장: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 핵의학과), 이재성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09:10-09:30 방사성의약품 시장의 개척 지대윤 (퓨쳐켐)

09:30-09:50 See and Cure! 테라노스틱스, 박테리아를 만나다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 핵의학과)

09:50-10:10 핵의학 영상기기 국산화의 길 이재성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10:10-10:30 바이오 스타트업 창업 트렌드 이  현 (에스엠시노기술투자)

10:30-10:45 Panel discussion (핵의학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길 모색)
 김우형 (다원메닥스), 박기수 (고려대 안산병원 핵의학과), 윤혜전 (이화여대목동병원 핵의학과)

10:45-11:00 Co�ee Break / 전시 방문

11:00-12:00 Plenary session I. 좌장: 오주현 (서울성모병원 핵의학과)

11:00-12:00 Current and Future of PSMA Theranostics Louise Emmett (St. Vincent's Hospital Sydney, Univ. of New South Wales)

12:00-13:30 점심 식사

12:00-13:30 임시 평의원회 장소: 이벤트홀 D

 13:30-15:05 Special Symposium II. 임상현장에서 말하는 “핵의학에 바란다”  
 좌장: 최준영 (삼성서울병원 핵의학과), 팽진철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13:30-13:55 종양 치료 반응 평가와 핵의학 조희정 (경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13:55-14:20 허혈성 심장질환과 핵의학 윤혁준 (계명대동산병원 심장내과)

14:20-14:45 이상운동 질환과 핵의학 백민석 (원주세브란스병원 신경과)

14:45-15:05 Panel discussion (핵의학 진료 발전을 위하여 나아갈 길)
 김재승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 최준영 (삼성서울병원 핵의학과), 팽진철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15:05-15:30 Co�ee Break / 전시 방문

 15:30-16:30 Featured session I. "핵의학의 미래, 젊은 핵의학자의 연구를 듣고 싶다"
 좌장: 배상균 (해운대백병원 핵의학과), 윤혜원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15:30-15:45 Adventure from X to A 김근영 (부산대병원 핵의학과)

15:45-16:00 18F-FSPG PET imaging in in�ammatory bowel disease 서민정 (울산대병원 핵의학과)

16:00-16:15 Endoscopic Molecular Imaging 유수웅 (화순전남대병원 핵의학과)

16:15-16:30 The chronology of my nuclear medicine research 윤혜전 (이화여대목동병원 핵의학과)

16:30-17:00 Co�ee Break / 전시 방문

17:00-18:00 Education session I. 핵의학 전문의 역량과 핵의학 교육 (의료윤리 필수과목 평점 1점) 좌장: 임석태 (전북대병원 핵의학과) 

17:00-17:30 핵의학 전문의 의료윤리 박정미 (순천향대 부천병원 핵의학과)

17:30-18:00 전공의 수련교육에서 의료윤리 이수진 (아주대병원 핵의학과)

18:00-18:10 행운권 추첨 및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