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전충청지회 연수강좌 
2018년 6월 16일(토) 오후 3시 30분

건양대학교병원 죽헌정보관 5층 리버럴아츠홀

존경하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전충청지회 회원 여러분께

환자 진료와 지역사회의 의료 발전에 노력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대전충청지회에서는 여러 회원님들의 학문적 지식 향상과 지역사회 의학 발전을 위해 새롭고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수강좌를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번 연수강좌에서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주제와 진료 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하였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한 실제적인 

진단과 치료, 대장질환 관련 접근 노하우, 고민되는 증례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 개원의가 알아야 할 췌담도 질환, 실제적인 진정내시경과 내시경 

소독의 노하우, 특강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들로 회원 여러분의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연수강좌에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실제적인 지식도 나누고 회원 여러분들간의 활발한 토론과 친교의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전충청지회 회장  허 규 찬

모시는 글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전등록 바로가기

프로그램 2018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전충청지회 연수강좌 

건양대병원 
리버럴아츠홀

Room 

B

건양대병원 
리버럴아츠홀

15:00 - 15:25 등록

15:25 - 15:30 회장님 인사말 

위식도역류질환 제대로 알기  좌장_ 정현용 / 정일권

15:30 - 15:5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 진단 이승우 (가톨릭의대)

15:50 - 16:10 위식도역류질환에서 소화기 기능검사 조영신 (순천향의대)

16:10 - 16:30 위식도역류질환 제대로 치료하기  이준행 (성균관의대)

16:30 - 16:50 토의 

개원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부위장관 질환에 대한 접근 노하우 좌장_ 허규찬 / 이계성

16:50 - 17:10 궤양성 대장염 치료 및 추적관리  예병덕 (울산의대)

17:10 - 17:30 폴립절제술 – 이것만은 알아두자 정윤호 (순천향의대)

17:30 - 17:50 만성설사의 진단과 치료 전략   백일현 (을지의대)

17:50 - 18:10 토의 

Dinner symposium 좌장_ 이헌영

18:10 - 19:10 소화불량증에서 가스모틴의 임상 리뷰 및 가스모틴SR 3상 임상  김선문 (건양의대)

흥미로운 증례  좌장_ 윤세진 / 김홍자

19:10 - 19:30 조기위암 놓치지 않고 진단하기  강선형 (충남의대)

19:30 - 19:50 보다 쉽게 접근해 보는 대장 염증성 병변  신현덕 (단국의대)

19:50 - 20:10 개원가에서 만나는 췌담도 증례 백규현 (가톨릭의대)

20:10 - 20:30 토의 

건강 검진에서 보이는 췌담도 이상 소견의 올바른 대처 좌장_ 박상흠 / 박선미

15:30 - 15:50 혈액검사의 이상 소견 류기현 (건양의대)

15:50 - 16:10 담관 확장 이엄석 (충남의대)

16:10 - 16:30 췌장의 낭종성 병변 김성훈 (전북의대)

16:30 - 16:50 토의 

진정 세션  좌장_ 최용우 / 이동수 

16:50 - 17:10 고령 환자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정내시경을 위한 팁  서명숙 (건국의대)

17:10 - 17:30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유명식 (식약처)

17:30 - 17:50 안전한 진정내시경을 위한 환자 관리  한해숙 (충북대학교병원)

17:50 - 18:10 토의 

Dinner symposium 좌장_ 이헌영

18:10 - 19:10 소화불량증에서 가스모틴의 임상 리뷰 및 가스모틴SR 3상 임상  김선문 (건양의대)

소독 세션  좌장_ 이재동 / 윤인자

19:10 - 19:30 고수준 소독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  윤순만 (충북의대)

19:30 - 19:50 올바른 내시경 재처리 과정별 포인트 점검 가소영 (단국대학교병원)

19:50 - 20:10 내시경 관련 감염의 예방 및 관리  최경희 (순천향대학교병원)

20:10 - 20:30 토의

Room 

A

- 평점
대한의사협회 5점, 내과분과 전문의 5점,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5점, 소화기내시경세부전문의 0.5점, 질관리 2점, 소독 1점

- 사전등록 마감일  2018년 6월 9일 

- 등록안내 및 문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158 건양대학교병원 암센터2층 소화기내과 황혜선 간호사
E-mail : ksgecc@gmail.com
Tel: 042-600-9748  / Fax: 042-600-9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