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세 개의 핵심 메시지를 사용한 이유



효과적인 발표란…



기억나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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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I’d like to tell you three stories. That’s it. 

No big deal. Just three stories.”

• “It was [1] beautiful, [2] historical, [3] artistically 

subtle…”

• “... [1] started a company named NeXT, [2] 

another company named Pixar, [3] and fell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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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빠르고

오래

지속되는



Met needs!



Presentation tips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



Tip 1. 언론의 신뢰도를 활용



Tip 2. EndoTODAY



Tip 3. 타이밍에 맞는 강력한 메시지

2019-8-28



Tip 3. KISS

• Keep it simple and stupid

Keep it simple and smart

• 피라미드 대신 접시를

Plate, Not Pyramid









Tip 5. FAQs

• FAQ를 미리 제공하여 잘 준비된 강의라는 좋은

인상을 남김

• FAQ를 활용하여 강조하고 싶은 점을 강하게 반

복



Tip 6. 증례를 활용

• 여러 번 반복되는 강의의 지루함을 달램

• 약품 판매에 급급하지 않고 의학 발전을 통한 인

류 건강 향상에 기여한다는 느낌을 전달



오늘의 증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Sentinel polyp



내시경 description – SMC style

위치

크기

주소견

부소견

진단

분류



[내시경 소견] 
위식도접합부 squamocolumnar junction (SCJ) 직하부에 5-6mm 크기
구형 점막 융기가 관찰된다. 
이 융기부는 위체상부로에서 위식도접합부까지 관찰되는 여러 위주름
중 하나의 말단이다. 융기부 표면은 edematous하여 약간 창백하며 과
형성 용종과 유사한 미세 표면 구조가 강조되어 보인다. 융기부 직상방
에는 3-4mm 크기의 길쭉한 비대칭 사각형 모양의 발적된 점막 상해
(mucosal break)가 있으며 이 주변 식도 점막 squamous epithelium이
두툼하고 하얗게 관찰된다. SCJ은 횡경막열공에 비하여 1-2cm 상방에
서 관찰된다.

[내시경 진단] 
Sentinel polyp, reflux esophagitis (LA-A), short segment hiatal hernia 
(sliding type)



Tip 7. Color code 활용

 R39 G59 B125



More tips

•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

• 복잡한 연구 데이터는 최소한으로 사용

• 동일 강의 반복 금지 – 조금이라도 다르게

•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기대감을 높이는 것. 예)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 토론 시간을 최대한 활용. 예) 스스로 질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