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회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2016년 9월 4일(일) 08:00  장소: 소공동 롯데호텔

    Time Title                Speaker
08:00~08:30 Registration  & Exhibiting 　

Room A                                             좌장 :  
08:30~08:50 구역, 구토, 딸국질의 임상적 접근과 치료 민양원(성균관의대) 교수 
08:50~09:10 구강, 인후두 병변 놓치지 않기 김광하(부산의대) 교수 
09:10~09:20 토 의
09:20~09:40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어떻게 설명하고 관리하나? 이준행(성균관의대) 교수 
09:40~09:45 토 의
09:45~10:05 상부위장관 이물(Foreign Body), 개원가 대처법  김흥업(제주의대) 교수 
10:05~10:10 토 의
10:10~10:40 Coffee Break

Room B                                             좌장 : 
08:30~08:50 변실금 홍경섭(서울의대) 교수 
08:50~09:10 직장유암종의 진단부터 진단서 작성까지 이기명(아주의대) 교수 
09:10~09:20 토 의
09:20~09:40 염증성 대장질환(IBD)이외에 다양한 대장염 강호석(한림의대) 교수 
09:40~09:45 토 의
09:45~10:05 개원가 대장용종 맞춤치료 이석호(이수병원) 원장 
10:05~10:10 토 의
10:10~10:40 Coffee BreaK

Room C 내시경 기초반                               좌장 :     
08:30~08:50 상부위장관 관찰법, 사진촬영, 소견기술 박상현(서울속편한내과) 원장
08:50~09:10 안전하고 정확한 내시경 조직검사 유교상(한양의대) 교수 
09:10~09:30 대장내시경, 안전하고 쉽게 하기 오태훈(남양주양병원)
09:30~09:50 병변 놓치지 않는 대장내시경 관찰법 최민호(한림의대) 교수 
09:50~10:10 종합 토의
10:10~10:40 Coffee Break

Room D 내시경간호사실무교육                      좌장 : 
09:30~10:10 벨에포크-아름다운 시절의 프랑스 파리,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 안현배(성결신학대) 교수
10:10~10:40 내시경에 필요한 기초해부학 김영관(김영관내과의원) 원장 
10:40~12:10 내시경소독교육과 실습 홍광일(하이큐홍내과) 원장 

Symposium Ⅱ  통합강의           좌장 :  
10:40~10:50 Welcome Ceremony 　
10:50~11:20 개원가에 적합한 C형간염 맞춤 치료 김동준(한림의대) 교수 
11:20~11:50 진정내시경 급여화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이혁(중앙성모의원) 원장 
11:50~12:20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의 최신지견 성인경(건국의대) 교수 
12:20~13:20 Luncheon Symposium



Symposium Ⅲ  통합강의                                    좌장 : 
13:20~13:50 국가암검진에서 대장내시경, 더 좋은 활용은 없나? 장웅기(장편한내과의원) 원장 
13:50~14:40 증례토의 하부위장관(Voting) 구자설(고려의대) 교수
14:40~15:10 소독 교육 정은행(삼성바른내과) 원장 

15:10~ Closing Remarks

Room E 프로포폴 진정윤리교육            좌장 : 

시간 내용 강사
09:00 ~ 09:30 진정의 개요&의협임상권고안의 프로포폴 진정교육프로그램소개 미정
09:30 ~ 10:00 환자 준비 및 진정시 모니터링 미정
10:00 ~ 10:30 프로포폴 진정의 특수성 및 발생가능한 합병증 대처법 미정
10:30 ~ 10:50 Coffee Break 미정
10:50 ~ 11:20 프로포폴 투여용량의 결정 및 투여방법 미정
11:20 ~ 11:50 미다졸람 및 기타 진정약물의 약리학 미정
11:50 ~ 12:20 진정 회복시 관리 및 퇴원 미정
12:20 ~ 13:20 Luncheon 미정
13:20 ~ 13:50 진정관련 법률 미정
13:50 ~ 14:20 진정관련 윤리교육 미정

       
  프로포폴 진정윤리교육(37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