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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Best of WCLC 2018 in Korea 참석 요청 건 

1. 귀 기관과 선생님의 건승 하심을 기원 합니다.

2. 대한종양내과학회는 환자 중심의 다학제진료를 지향하는 의료진들이 모여

임상종양학에 관한 지식 증진 및 임상종양의사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암환자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11월에 창립하여 2018년 

현재 임상종양학 분야의 대표 학회로 2018년 3월 대한의학회 정회원으로 승인 

되었습니다. 

3. 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폐암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종양내과학회가

주관하는 Best of WCLC 2018 in Korea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본 행사에 

참석하시어 학문적 교류와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행사명 :  Best of WCLC 2018 in Korea 

▷ 일  시 : 2019년 1월 12일(토) 08:50~17:10 

▷ 장  소 :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백두(5F) 

▷ 참 석 인 원 : 300여명 

붙임 1. 세부 프로그램 

대 한 종 양 내 과 학 회 
회  장 안 명 주 

이사장 김 태 유 



일시 장소 : 2019년 1월 12일(토),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백두(5F)

08:20~08:50

Morning Scientific Symposium 좌장 : 이기형(충북대학교병원) 

08:50~09:30 안진석(삼성서울병원)

Plenary Session 좌장 :  정만홍(고신대복음병원)

Screening and early detection of lung cancer

09:30~09:50 구진모(서울대학교병원)

09:50~10:10 류정선(인하대학교병원)

Breakthrough of IO: where are we, where to go?

10:10~10:30 이경원(경상대학교병원)

10:30~10:50 노오규(아주대학교병원)

Biology of the lung cancer

10:50~11:20 Biology of the lung cancer 심효섭(세브란스병원)

11:20~11:30

좌장 : 안명주(삼성서울병원) 

11:30~12:30 TBD

12:30~13:00

Room A Room B Room C

Multidisciplinary

좌장  : 이대호(서울아산병원), 김진희(계명대동산병원)
Imaging and Screening        좌장: 김윤현(전남대학교병원)

13:00~13:20   Improving outcomes in locoregional NSCLC

송창훈(분당서울대병원)
13:00~13:20  Lung cancer: risk models  백경민(서울성모병원)

13:20~13:40    IO for locoregional NSCLC

임선민(분당차병원)

13:20~13:40  Nodule managemen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박소현(강원대학교병원)

13:40~14:00    Management of N2 NSCLC

박인규(서울대학교병원)

13:40~14:00  Lung cancer screening: experience in other countries

김혜영(국립암센터)

14:00~14:20    Discussion 14:00~14:10   Discussion

Advanced Thoracic Tumor (I)  좌장 : 김상위(서울아산병원) Pulmonology  좌장: 장승훈(한림대성심병원) Pathology & Biomarker Discovery  좌장 : 노미숙(동아대학교병원)

14:20~14:50  Small cell lung cancer 강은주(고려대구로병원)
14:20~14:40  Emerging technologies in endoscopy

이상훈(연세암병원)

14:20~14:40   Dignostic dilemma in lung cancer and immunobiomarker testing

진수지(순천향대부천병원)

14:50~15:20  Mediastinal tumors  최윤지(고려대안암병원)
14:40~15:00 Current update for oligometastasis

오인재(전남대학교병원)
14:40~15:00   Advances in lung cancer pathology  김태정(여의도성모병원)

15:20~15:30  Discussion
15:00~15:20 E-cigarette, smoking cessation, and lung cancer

이승현(경희대학교병원)
15:00~15:20   Biomarkers and lung cancer  박혜성(이대목동병원)

15:20~15:30 Discussion 15:20~15:30    Discussion

Advanced Thoracic Tumor (II)  좌장: 강진형(서울성모병원) Thoracic Surgical Oncology  좌장: 박인규(서울대학교병원) Radiation Oncology Update  좌장: 김학재(서울대학교병원)

16:00~16:20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single or combination

정현애(삼성서울병원)
16:00~16:20   Early stage / localized disease  황유화(서울보라매병원)

16:00~16:20  Modern Day RT in LA-NSCLC

윤홍인(연세암병원)

16:20~16:40  Immuno-biomarker testing, controversies; PD-L1, TMB, DNA markers

홍숙희(서울성모병원)
16:20~16:40   Oligometastatic disease  박성용(세브란스병원) 16:20~16:40   Updates on radiotherapy for SCLC  노재명(삼성서울병원)

16:40~17:00   How to overcome drug resistances to EGFR TKIs

안희경(가천대길병원)
16:40~17:00   Thymoma. NE tumor, small cell  김도훈(충북대학교병원)

16:40~17:00   Role of radiotherapy for oligometastasis

서양권(국립암센터)

17:00~17:10   Discussion 17:00~17:10   Discussion 17:00~17:10   Discussion

RT and Immunotherapy 

Q&A

Luncheon Symposium 

Latest clinical updates with denosumab in cancer patients

Coffee Break 

Parallel

Session

15:30~16:00  Coffee Break 

Best of WCLC 2018 Program

Registration

Raising the Bar of Immunotherapy with Pembrolizumab

Lung cancer screening through imaging

Perspectives for lung cancer early diagnosis

Advanced lung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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