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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0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제35회 춘계학술대회 강의 요청의 건 

 1. 국민건강과 최신의학 및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교수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 2020년 3월 1일 일요일(오전 8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예정인 2020 제35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춘계학술대회 강의를 수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학술대회 참석대상 및 수준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강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의준비를 요청
 드립니다. 강의 준비 시 참고하여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 음 -

   1) 장 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2) 제 목: 특강 – 상부위장관 증례토의
            (*개원의를 위한 강의위주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일 휴대폰 앱을 통한 보팅이 진행   
             될 예정이오니, 강의시 보팅앱을 충분히 활용 부탁드립니다.)
   3) 원고양식: 강의록은 종설형식(Word나 한글 file)으로, 현장강의 슬라이드는 메일 첨부된 템플릿을 이용
   4) 강의원고 및 약력 업로드 안내  
      *제출기한 : 2020년 2월 19일(수) 
      *제출방법: 
       원고는 www.webhard.co.kr  ID : jin7078 , PW : jin7078 로그인 →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 강의원고 → 35회 춘계 
       약력은 이메일 회신부탁드립니다. 

 4. 첨부하는 일정표를 일람하시어 학술대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첨부 : 교육 일정 1부

대 한 위 대 장 내 시 경 학 회  회 장  박  현  철



제35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 2020년 3월 1일(일) 08:00  장소: 소공동 롯데호텔

    Time Title                Speaker

08:00~08:30 Registration  & Exhibiting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세척 및 소독지침 동영상 상영 　

Room A
(2F 크리스탈)

                            좌장 :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광주전남 선영덕 지회장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김영준 부회장

08:30~08:50 고수에게 물어보는 난치성 GERD 성균관의대 박정호 교수

08:50~09:10 기능성소화기질환에서 신경정신약제 사용의 ABC
원광의대 소화기질환연구소/
산본좋은숨 김휘정내과 김용성 부원
장

09:10~09:20 토의
09:20~09:40 거대위주름의 감별진단(양성에서 악성까지)
09:40~09:45 토의

09:45~10:05 상부위장관(식도,위,십이지장) 상피하병변 종양의 
적절한 관리와 치료 부산의대 김광하 교수

10:05~10:10 토의
10:10~10:40 Coffee Break

Room B 
(3F 사파이어)

                             좌장 :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대구경북 제석준 지회장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안장훈 부회장

08:30~08:50 삽입이 어려운 대장 내시경의 극복(증례 중심으로) 울산의대 김경조 교수

08:50~09:10 폴립절제 안전하고 정확하게 분당재생병원 박상운

09:10~09:20 토의

09:20~09:40 대장폴립의 분류와 임상적의의 아주의대 신성재 교수

09:40~09:45 토의

09:45~10:05 변비와 변실금의 치료(연자에게 제목을 받기로 함) 연세의대 박효진 교수

10:05~10:10 토의
10:10~10:40 Coffee BreaK

Room C 
(2F 에메랄드)

내시경 초중급반               좌장 :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이광욱 감사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최호열 부회장

08:30~08:50 빠짐없이 관찰하는 상부위장관 내시경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고문
삼성성인내과 박창영 원장

08:50~09:10 제대로 시작하는 대장내시경 삽입법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고문
위앤장 참사랑내과 김용범 원장

09:10~09:30 삭감없는 소화기 약제 청구법 김기범내과 김기범 원장 



09:30~09:50 환자와 의사 모두 만족하는 진정내시경 시작하기 위대장내시경학회 복진현 이사
09:50~10:10 종합토의
10:10~10:40 Coffee Break

Room D 
(36F 

벨뷰스위트)
내시경 실무자 내시경 질관리 교육  
                좌장 :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이준우 부회장

09:30~10:10 진정내시경시 환자 감시 및 관리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조원영 이사

10:10~10:40 내시경 소독 교육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이준우 
부회장

10:40~12:10 내시경 소독 실습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박광혁 이사

Symposium Ⅱ 
통합강의(2F 크리스탈)

 좌장 :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대전충남 김상섭 지회장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장웅기 자문위원

10:40~10:50 Welcome Ceremony
10:50~11:20 30~40대 대장암 늘고 있나?(대장암 예방캠페인)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김영선 이사
11:20~11:50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의 현황과 전망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한재용 이사
11:50~12:20 간(B형 간염)

12:20~13:10 Luncheon Symposium 
Symposium Ⅲ  
통합강의(2F 크리스탈)                             좌장 :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인천 곽현철 지회장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김영관 부회장

13:10~14:10 특강 – 상부위장관 증례토의(VOTING) 이준행 교수
14:10~14:40 유산균 재재의 효과와 사용 TIP 김정욱 교수
14:40~15:10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세척 및 소독지침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신동석 이사
15:10~15:20 Clos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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