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회 대한ITA영상의학회 정기학술대회 

 

일시: 2019 년 9 월 7 일 (토) 

장소: 이대서울병원 지하 2 층 대강당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국소종양치료를 선도하고 있는 대한 ITA 영상의학회가 2019 년 9 월 7 일 제 12 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간, 갑상선, 신장 종양 소작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은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대한 고주파 열치료 연구회 창립 이후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honorary 

lecture로 임효근교수님을 모셨으며, 우리 학회의 미래에 대해 강의해 주십니다. 또한 초

보자를 위한 길라잡이 강의와 핸즈온 세션, 그리고 debate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 방사선사, 간호사 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소 종양 소

작술 분야로의 입문, 더 나아가 최신 지견을 획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소 종양 치료

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ITA영상의학회 회장 서정욱 

 

PROGRAM 

8:30 - 8:50 등록   

8:50 - 9:00 Opening remarks 회장: 서정욱 (일산백병원) 

9:00 - 10:00 Session I: Education course for beginners 

좌장: 정동진 

(여의도성모병원), 김영준 

(건국대병원) 

9:00 - 9:15 Ablation of liver tumors  이소정 (서울아산병원) 

9:15 - 9:30 Ablation of thyroid tumors 하은주 (아주대병원) 



9:30 - 9:45 Ablation of renal/adrenal tumors  박정재 (충남대병원) 

9:45 - 10:00 Q&A and discussion  

10:00 – 10:30 Session II: Honorary lecture 좌장: 김표년 (서울아산병원)  

 Future of Radiology in the Era of Convergence 임효근 (삼성서울병원) 

10:30 - 10:50 Coffee break  

10:50 – 11:20 
Session III: Introduction of ablation devices  진행: 박성윤 (삼성서울병원),  

TBD TBD 

11:20 – 12:00 Hands on session 전시 부스 

12:00 - 1:00 Lunch   

13:00 – 13:10 Group photo 
 

13:10 – 14:10 Session IV: KSITA meets KSThR 

좌장: 백선미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정소령 (서울성모병원) 

13:10 – 13:25 KSThR: past, present and future 백정환  (서울아산병원) 

13:25 – 13:40 KSThR guideline development 나동규 (강릉아산병원) 

13:40 – 13:55 KSThR and KJR relationship 김수진 (뉴고려병원) 

13:55 - 14:10 KSThR for young investigator 이지예 (을지병원) 

14:10 - 15:00 Session V: Debate session on HCC ablation 
좌장: 임현철 (삼성서울병원), 

신용문 (서울아산병원) 

14:10 – 14:20 It is time to switch to MWA 이정경 (이대목동병원) 

14:20 – 14:30 
RFA is still sufficient for most small hepatic 

tumors 
이동호 (서울대병원) 

14:30 – 14:40 
Cryoablation is better than other thermal 

ablation techniques in certain situation 
강태욱 (삼성서울병원) 

14:40 - 15:00 Discussion  

15:00 – 15:20 Coffee break   

15:20 – 15:40 

Session VI: 한국형 진료지침 서정욱 (일산백병원) 

간세포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환자 선택과 시술 

전 평가 
홍현표 (강북삼성병원) 

15:40 - 16:40 Session VII: Scientific session 
좌장: 김진웅 (조선대병원), 

윤정희 (해운대백병원) 

 6 papers including invited papers TBD 

16:40 - 16:50 Closing remarks  회장: 서정욱 (일산백병원) 

 



 

Parallel symposium 

13:00 – 14:20 Parallel symposium 좌장: 우지영 (강남성심병원), 

이영준 (서울성모병원) 

13:00 – 13:20 Ablation 치료과정에서의 코디네이터의 역할 삼성서울병원 간암팀  

코디네이터 정하림 

13:20 – 13:40 AMC RF ablation 환자관리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사  

조용범 

13:40 – 14:00 Patient care and monitoring during ablation 서울대병원 마취간호사  

윤혜신  

14:00 – 14:20 Q&A  

 

 

등 록 

등록비 안내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대한 ITA 영상의학회 회원, 전임의 3 만원 5 만원 

비회원 전문의 5 만원 7 만원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 방사선사, 간호사 무료 2 만원 

 

사전등록 마감일 : 2019년 9월 1일 (일) 

등록방법: 다음 양식을 채워 이메일 (hnengel0914@naver.com)로 보내주신 뒤, 기재된 입

금계좌로 사전등록비 입금 부탁드립니다. 

구분 성함 소속 (병원, 과) 의사면허번호 연락처 

     

 

mailto:hnengel0914@naver.com


등록비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7-886497, 예금주: 대한ITA영상의학회 

사전등록 문의: 010-5182-8916, 대한ITA영상의학회 

연수 평점: 6점 (예정) 

*등록 시 중식, 초록집, 주차권이 제공됩니다* 

 

 

찾아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