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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연수강좌
Thyroid & parathyroid disease:
Imaging and intervention

▣ 강좌 안내
ㆍ일

시 : 2018년 12월 09일 (일요일)

ㆍ장

소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강당

ㆍ대

상 : 영상의학과 전공의 및 전문의

• Program
Basic knowledge
09:00 - 09:20 Thyroid and the central compartment of the neck:
anatomy

정새롬 (서울아산병원)

09:20 - 09:40 Common extrathyroidal lesions at thyroid US

임영희 (강원대병원)

09:40 - 10:00 Imaging of parathyroid gland

김범수 (고신의대병원)

10:00 - 10:20 US Interpretation based on K-TIRADS

한수연 (삼성서울병원)

10:20 - 10:40 휴식
Thyroid practice as a radiologist
10:40 - 11:10 증례로 보는 표준 판독문 작성법

최영준 (서울아산병원)

ㆍ연수 평점 : 6평점 예정 (참석시간에 따라 차등 평점 부여)

11:10 - 11:40 갑상선 외래 운영

ㆍ주

심정석 (위드심의원)

11:40 - 12:00 US-guided ethanol ablation

최 :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 대한영상의학회

※ 점심제공, 무료주차
12:00 - 12:20 US-guided RF ablation

▣ 등록 안내
ㆍ등 록 비 : 전문의 5만원 / 전공의 3만원 / 회원 1만원
ㆍ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9-521355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ㆍ사전등록 : 11월 7일(수) – 12월 2일(일), 온라인 사전등록 후 입금
ㆍ현장등록 : 등록비에 1만원 추가/미입금 등록자는 현장 등록비 적용
ㆍ환불원칙 :
사전등록 신청 후 12월 3일(월)까지 취소 연락 시 수수료 1만원을 제외
하고 환불, 불참 시 환불 없이 교재 발송
ㆍ취소 및 문의 :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사무국
Tel. 02 ) 547 - 6695 ( thyroidimag@naver.com )

정소령 (서울성모병원)
성진용 (대림성모병원)

12:20 - 13:30 점심
Imaging diagnosis of thyroid disease
13:30 - 13:50 Diffuse thyroid disease

윤인영 (강북삼성병원)

13:50 - 14:20 Histologic classification of thyroid carcinoma: imaging
유노을 (서울대병원)
correlation
14:20 - 14:40 Follicular neoplasm: Diagnostic and management
strategy

박영진 (세브란스병원)

14:40 - 15:00 Postoperative imaging: US and CT

이지예 (순천향대부천병원)

15:00 - 15:20 휴식
US-guided biopsy
15:20 - 15:40 US-guided FNAB

유성혜 (고대안암병원)

15:40 - 16:00 US-guided CNB

안혜신 (중앙대병원)

16:00 - 16:20 Bethesda system: correlation with US

김수진 (뉴고려병원)

16:20 - 16:50 Quiz

이준형 (해운대백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