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or Dialysis Access

2021년 대한투석혈관학회
제34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자 2021년 2월 21일(일)
장소 BEXCO 제2전시장 121~122호
●

●

08:30
08:50-09:00

등 록
인사말

좌장: 강선우 (인제의대 신장내과), 이창숙 (단국대학교병원)
Session 1: 혈액투석실 진료의 질적향상
09:00-09:20 혈액투석환자의 건체중 설정과 조절
김윤미 (부산백병원 신장내과)
09:20-09:40 동정맥루 초음파 검사의 임상적 활용
이진호 (이신내과의원 신장내과)
09:40-10:00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는 동정맥루 검사소견과 증상
전희재 (전희재흉부외과 흉부외과)
10:00-10:20 새로만든 동정맥루 길들이기
정선애 (온종합병원 신장실)
10:20-10:40 Coffee break
좌장: 이상수 (부산의대 혈관외과), 송상헌 (부산의대 신장내과)
Session 2: 투석과 COVID-19
10:40-11:10 Radiologic approach for COVID-19: Diagnosis & Intervention 양승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영상의학과)
11:10-11:40 COVID-19 이해와 인공신장실 현장대응
이은정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감염내과)
11:40-12:00 Remote management of peritoneal dialysis patients
김형덕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좌장 : 김창원 (부산의대 영상의학과), 박상준 (울산의대 외과)
Lucheon: Sponsored by BD
12:00-12:15 Venovo venous stent and VERNACULAR 24-months clinical results
Dr. Steven Dubenec (Royal Prince Alfred Hospital, Australia)
12:15-12:30 Tips and Tricks of venous stenting case-based learning
Prof. Tjun Yip Tang (Singapore General Hospital, Singapore)
12:30-12:45 Korean Experience of VENOVO stent in HD patients
김용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영상의학과)
12:45-13:00 Discussion
13:00-13:30 Coffee break
Session 3: Surgical approach for AV access: Current debates 좌장 : 이순정 (성균관의대 외과), 안원석 (동아의대 신장내과)
13:30-13:45 AV access with poor venous conduit: AVG prefer G vs basilic vein transposition
with poor venous conduit
윤상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혈관외과)
13:45-14:00 AV access with poor venous conduit: Basilic vein transposition prefer
김수진 (세브란스병원 혈관외과)
14:00-14:10 Discussion
14:10-14:25 Ischemic steal syndrome following arm arteriovenous fistula: Fistula banding prefer
정혁재 (부산대학교병원 혈관외과)
14:25-14:40 Ischemic steal syndrome following arm arteriovenous fistula: Distal revascularization,
interval ligation (DRIL) prefer
황홍필 (전북대학교병원 혈관외과)
14:40-14:50 Discussion
14:50-15:10 Coffee break
Session 4: Interesting cases (Multidisciplinary Panel Discussion)
좌장 : 유창현 (유창현 외과의원), 김영환 (대구가톨릭의대 영상의학과)
15:10-15:25 Case 1
오정석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15:25-15:40 Case 2
김철수 (센트럴병원 신장내과)
15:40-15:55 Case 3
정영수 (동아대학교병원 외과)
15:55-16:10 Case 4
김용태 (광주미래병원 영상의학과)
16:10-16:25 Case 5
이희룡 (이신내과 신장내과)
16:25-16:40 Case 6
김서민 (중앙대학병원 외과)
16:40
Closing 및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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