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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여부

연세암병원 지하3층 서암강당

X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사전등록
일
정

지하철 이용시

2018년 2월 19일(월) ~ 3월 10일(토)
●
●

사전 등록비 없음
등록 마감일 이후에는 현장등록 가능

2호선 : 신 촌 역

3호선 : 독립문역

3번 출구(걸어서 15분)
4번 출구 마을버스 8-1번(5분)

버스 이용시

사전등록
방
법

문 의 처

인터넷 신청 http://bit.ly/YCPCworkshop2018
이메일 신청 cpc@yuhs.ac
팩 스 신청 02-2227-6548

연세암병원 암예방센터
● TEL : 02-2228-4947
● E-mail : cpc@yuhs.ac

3. 17(토) 08:30-15:20

●●

연대앞


간선버스(파랑) : 163,
170, 171, 172, 270, 272, 370, 470, 601, 606, 672, 673

700, 750, 751
 (서대문방향), 6714, 7014, 7015, 7017, 7020, 7613
지선버스(초록) : 1-1
7712(충정로방향), 7720, 7725, 7726, 7727, 7728

광역버스(빨강) : 9600,
6901, 9602, 9702, 9704, 9706, 9708, 9713
●●

세브란스병원앞


간선버스(파랑) : 171,
270, 272, 370, 470, 472, 601, 606, 673, 700, 750, 751

지선버스(초록) : 6714, 7014, 7015, 7017, 7020, 7712(충정로방향)
8(서대문), 8-1(서대문)
:

광역버스(빨강) 9600, 9601, 9602, 9606, 9708, 9713

대한의사협회 4평점

INVITATION

PROGRAM

안녕하십니까?

08:30-09:10

REGISTRATION

09:10-09:20

OPENING REMARKS & WELCOME ADDRESS

SESSION I

좌장

한국인 암 생존 현황과 관리 프로그램 (대장암을 중심으로)

지선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영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09:20-09:40

한국인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의 암 생존 현황과 관련 요인

정금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09:40-10:00

근거 중심의 암 생존자 운동 프로그램 설계

민지희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매년 암예방의 날을 즈음하여, 연세암병원 암예방센터에서는 암 고

10:00-10:20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암 생존자 관리 협력 관계 구축

김희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위험군 및 암생존자 관리를 위한 진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워

10:20-10:35

질의 응답

크샵을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대한암예방학회 (Korean Society of

10:35-10:50

BREAK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대한 암예방학회
(KSCP) – 연세 암예방센터 (YCPC) 공동심포지엄 및 제4회 연세암병원
암예방센터 워크샵 ’
에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Cancer Prevention, KSCP)의 암예방의 날 기념 심포지엄과 공동 주최

SESSION II

하게 되어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상에서 적용 가능한 맞춤형 암 예방 관리

김나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최종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0:50-11:10

암 고위험군과 암 생존자를 위한 검진 가이드라인

김 열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11:10-11:30

NGS 패널 기반의 유전성 암 진단

이승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1:30-11:50

다학제 진료를 통한 암 고위험군 관리

박지수 (연세암병원 암예방센터)

11:50-12:05

질의 응답

12:05-13:00

LUNCH (암병원 지하 2층 푸드코트)

대한 암예방학회에서는 식물 유래 천연물, 식이 영양요인, 항 염증 약
물의 암 예방효과에 대해 학문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연구 및 임상에
의 적용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며, 연세암병원 암예방센터에서는 작년
에 이어 암 생존자의 맞춤형 관리를 위한 다방면의 발전 방안을 알아
보고, 암 고위험군을 임상에서 실제 진료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검

SESSION III
식물 유래 천연물의 항 염증 및 암 예방 효과

김성진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성미경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13:00-13:20

식물 유래 천연물의 항 염증 및 암 예방 효과: 기전 연구

서영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3:20-13:40

식물 유래 천연물의 항 염증 및 암 예방 효과: 인구 기반 역학 연구

고광필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13:40-13:55

질의 응답

13:55-14:10

BREAK

진, 유전자 검사, 다학제 진료에 대해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깊이 있
는 토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다망한 가운데서도 저희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SESSION IV

연세암병원 암예방센터장

김성진
김태일

좌장

식이영양 요인과 항 염증약물의 암 예방에 대한 과학적 증거

김태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상국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4:10-14:30

TGF-βkinase 억제제의 병행요법의 잠재성: 다양한 암에서의 유용성

김성진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4:30-14:50

식이영양 요인의 암 예방에 대한 과학적 증거: 한국인 암 발생/사망의 기여 원인

김정선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14:50-15:05

질의 응답

15:05-15:20

CLOSING REMARKS

2018년 2월
대한 암예방학회 회장

좌장

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