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우편집중국

REGISTRATION

사전등록

현장등록

의 사

50,000원

60,000원

간호사

30,000원

40,000원

LOCATION

대한투석혈관학회 사무국
연락처 : 02-6959-5066 이메일 : ksda@aone-a.com

The Korean Society for Dialysis Access

· 문의처

대한투석혈관학회

서울아산병원 6층 대강당 및 소강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0가길 21 1층

· 평점 : 6평점 예정

The Korean Society for Dialysis Access

2019년 대한투석혈관학회

제31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자•2019년 2월 17일(일)
장소•서울아산병원 6층 대강당 및 소강당

0 8 7 8 0

구분

Tel: 02-6959-5066 E-mail: ksda@aone-a.com

· 사전등록마감 : 2019년 2월 11일 (월)까지
· 사전등록방법 :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http://www.ksda-online.org/ksda.asp) 하신 후
아래의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등록비 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1-508993
		
예금주 : 권태원(대한투석혈관학회)
· 등록비

대한투석혈관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Dialysis Access

INVITATION
대한투석혈관학회 회원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모두 건승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회의 2019년 첫 행사로 2월 1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제 31차
대한투석혈관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장내과, 혈관외과,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의사들과 투석
전문 간호사들이 주축인 우리 학회 회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중 우선은 쉽게, 오랜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투석할 수 있는
동정맥루의 관리입니다. 언제나처럼 교육과 교류를 통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가 우리 학술대회의 목적이며 초대된 경험이 많은
연자 들은 실제 임상에서 투석을 할 때 우리가 만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그들의 know-how와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해외 교류의 장을 열어 일본 투석
접근 학회의 두 분의 회원이 일본의 혈액 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관리와 현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강의를 하여 그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한편, 만성 신 질환 환자에서 혈액 투석 이외의 또 다른 투석
방법은 복강 내에 카테터를 거치하고 투석액을 교환하는
복막 투석 (peritoneal dialysis) 이며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복막투석의 최근의 경향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
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자유로운 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되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많이 참석하시어 학회를 성원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6일
대한투석혈관학회 회장 권 태 원

PROGRAM
08:30~08:50
Registration
08:50~09:00
개회사
회장 권태원
Session I : (Video session) Salvage procedure for failed access
좌장 : 황대현 (인제의대), 권순효 (순천향의대)
09:00~09:15
Open and hybrid debulking procedure
박형섭 (서울의대 외과)
09:15~09:30
Open mechanical debulking procedure
김도균 (김도균혈관외과)
09:30~09:45
Rheolytic thrombectomy with Angiojet system
김미진 (전주예수병원 외과)
09:45~10:00
Characteristics of repeated interventions on failed arteriovenous graft and factors affecting patency 김향경 (중앙의대 외과)
10:00~10:10
Coffee break
Session II : Recent advances in dialysis access in Japan
좌장 : 권태원 (울산의대), 천호종 (가톨릭의대)
10:10~10:40
Current status in dialysis access in Japan : brachial artery superficialization has been used as the fourth option
Masaaki Murakami (Nephrologist, Intervention, Shizuoka Prefecture Hospital)
10:40~11:10
Team approach and training program in dialysis access in Japan
Toshihide Naganuma (Urology, Vascular surgery, Osaka City University)
11:10~11:20
Coffee break
Session III : Long-term maintain strategies
좌장 : 양승부 (순천향의대), 김장용 (가톨릭의대)
11:20~11:35
The safety and efficacy of drug-coated balloons (DCB) for access stenosis
박근명 (인하의대 외과)
11:35~11:50
Balloon angioplasty with selective stenting strategy
엄준영 (충남의대 영상의학과)
11:50~12:05
The role of covered stent
안상현 (서울의대 외과)
12:05~12:20
Focal force balloon plus drug-coated balloons (DCB) strategy
김용재 (순천향의대 영상의학과)
12:20~13:30
Lunch
Session IV : Nurse session
좌장 : 정은주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창숙 (단국대학교병원)
13:30~13:45
동정맥루의 단계적 사용법
이귀녀 (강릉아산병원 인공신장실)
13:45~14:00
혈액투석 카테터의 안전한 관리방법
김윤수 (이대목동병원 인공신장센터)
14:00~14:15
PTA 시행환자의 혈관천자 시 주의사항
박평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투석혈관클리닉)
14:15~14:30
일본의 혈액투석 및 혈관통로 관리시스템 소개
정다운 (강북삼성병원 인공신장실)
14:30~14:40
Coffee break
Session V : Updates on peritoneal dialysis
좌장 : 권영주 (고대의대), 이규백 (성균관의대)
14:40~15:00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encapsulating peritoneal sclerosis (EPS)
도준영 (영남의대 신장내과)
15:00~15:20
Indication and management of bimodal (PD+HD) treatment
김태희 (인제의대 신장내과)
15:20~15:40
What’s new in the telehealth and remote monitoring?
이영기 (한림의대 신장내과)
15:40~15:50
Coffee break
Session VI : Challenging and interesting case presention
좌장 : 구동억 (순천향의대), 김은옥 (서울아산병원)
15:50~16:00
Case 1
김민욱 (이화의대 영상의학과)
16:00~16:10
Case 2
권요한 (아주의대 영상의학과)
16:10~16:20
Case 3
박관태 (몽골국립의과대학 외과)
16:20~16:30
Case 4
한영진 (울산의대 외과)
16:30~16:40
Case 5
이진호 (봉생병원 신장내과)
16:40~16:50
Case 6
이형석 (한림의대 신장내과)
16:50~17:00
Case 7
김유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인공신장실)
17:00~17:10
Case 8
양승부 (순천향의대 영상의학과)
17:10~17:20
Case 9
Yang Yongjiu (Beijing ChuiYangLiu Hospital affiliated Tsinghua University, Beijing, China)
17:20
Closing 및 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