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회 KMPCB 연수회
일시: 2019년 10월 25일(금) 13:00-17:30
장소: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센터 지하 1층 회의실
[PROGRAM]
등록 및 접수

13:00~13:30
13:30~13:40

회장 인사말

김성규 교수(영남대학교병원)

Session 1: Calculating and measuring 좌장: 한영이 교수(삼성서울병원)
13:40~14:30

Issues on IMRT: beam modeling, planning and QA

14:30~15:20

Better understanding of in-air output

15:20~15:40

정상훈 교수
(삼성서울병원)
김시용 교수
(VCU Health)

Coffee Break

Session 2: Targeting and sparing 좌장: 이정우 교수(건국대학교병원)
15:40~16:30

OAR; what risk?

16:30~17:20

Clinical application of MRI IGRT

송시열 교수
(서울아산병원)
계철승 교수
(인천성모병원)

질의 및 응답

17:20~17:30

■ 주차:주차할인불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함.
■ 등록비: (1) 학생(수련인): 3만원, (2) 의학물리학자또는전문의:5만원
사전등록: 신한은행 대한의학물리전문인자격인증위원회 100-032-784981
(입금후메일kmpcb.kcampep@gmail.com으로 사전등록 신청확인하기바랍니다.)
■ KMPCB평점: 4점(문의사항: 02-2030-5393)
■ 폐회 후 KMPCB BOD meeting(18:00)이 있습니다. 장소는 당일 공지 함.

WWW.KMPCB.ORG

인사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김성규 교수

안녕하십니까?
대한의학물리전문인 자격인증위원회(KMPCB) 회장 김성규입니다.
모든 유관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최근 60년 동안 가장 많은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며 바람과 비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은
청명한 가을 하늘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KMPCB는 2015년에 국제의학물리전문인 자격인증위원회(International Medical Physics Certification
Board, IMPCB)의 발족에 즈음하여 대한의학물리전문인 자격인증위원회(Korean Medical Physics
Certification Board, KMPCB)가 창립되어 임상의학물리학자들을 위해 첫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치료물
리분야의 대한의학물리전문인(Korean Qualified Medical Physicist, KQMP) 8명을 배출하였으며, 2016년
치료물리분야 4명, 핵의학물리분야 1명, 2017년에 치료물리분야 8명, 2018년에는 치료물리분야 7명
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 3일 국제의학물리인증위원회(IMPCB)로부터 국제인증을 받아 대한민국 의학물리
학의 위상을 격상시켰으며, 자격증의 유지관리(Maintenance of Certification)는 물론, 의학물리자격의
표준화 및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IOMP 교육기관인준자격을 처음 실시하여 한국의 카이스트, 가톨릭대학교, 연세대
학교가 자격을 취득하여 의학물리전문인 자격증의 세계화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KMPCB도
두 손 모아 축하하며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2018년도 까지 배출된 KMPCB 회원과 한국의학물리학회 및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학물리학자 및 전문의들을 위하여 방사
선종양학을 위한 Physics, Biology, Clinic에 관한 심도 있는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연수 강의에 응
해주신 의학물리분야 미국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의 김시용교수님, 삼성의료원 정상훈교수
님, 방사선치료 생물분야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송시열교수님, 임상분야 가톨릭대학교 인천 성모
병원 계철승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논의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학물리교
육기관의 교수님, 의학물리전공 석박사연구원 및 많은 의과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금)

대한의학물리전문인자격인증위원회 회장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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