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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프 로 그 램
Time

Lecture Titles

8:20 - 8:40

Registration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는 2014년부터 학술 발전과 암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8:40 - 9:00

암센터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게 되어

Opening address
Congratulatory Remarks

Speakers

암센터 소장 태 경
한양대학교병원장 윤호주
한양대학교의료원장 최호순

9:00 - 9:15

Introduction of Multidisciplinary team (MDT) management:
Curruent status of Hanyang Unviersity Cancer Center

9:15 - 10:20

Session I : Lung cancer

9:15 - 9:35

The role of pulmonologists in MDT and lung cancer care

in cancer"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암 질환의 매우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개개인의

9:35 - 9:50

Nuclear imaging in multidisciplinary decision making

이수진(핵의학과)

암환자에게 가장 적합하면서도 최선의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점차 복잡하고

9:50 - 10:05

Multidisciplinary decision making of lung cancer
in HYMC: Case discussion

장효준(흉부외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분야의 암 전문 의료인들과 환자 및 보호자가

10:05 - 10:20

Q&A

10:20 - 11:20

Session II : Head & Neck Cancer

10:20 - 10:35

Surgical management and the role of Head and Neck surgeon

10:35 - 10:50

Reconstruction of surgical defect and funtional restoration

모든 분을 이 자리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 6회 암센터 심포지엄은“ Multidisciplinary Team management

같이 참여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최선의 치료법을 모색하는 다학제 진료는
이제 암 치료의 필수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다학제 진료의 최신 견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며,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는 암 환자의 진료와 치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매년 나날이 발전하는 암센터 심포지엄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10:50 - 11:05

Radiation and concurrent chemoradiation therapy

11:05 - 11:20

Q & A, Case Discussion: Multidisciplinary team (MDT)
management

11:20 - 11:30

Coffee Break

11:30 - 12:40

Session III : Gynecologic and Urologic Cancer

암센터 소장 태 경
좌장 : 정원상, 최윤영
박동원(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좌장 : 안희창, 태 경
송창면(이비인후과)
박성오(성형외과)
박혜진(방사선종양학과)

좌장: 최중섭, 박성열

Laparoscopic excision of huge metastatic lymph nodes for women

감사합니다.

11:30 - 11:50 with gynecologic malignancy: focus to the pelvic and para-aortic

최중섭(산부인과)

lymphadenectomy

한양대학교병원암센터 소장

태 경 올림

11:50 - 12:10

MDT management in urologic oncology patients

12:10 - 12:30

Perineal Reconstructive surgery after tumor resection

12:30 - 12:40

Q&A

12:40 - 12:50

Closing remark

윤영은(비뇨의학과)
김연환(성형외과)

암센터 소장 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