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30 Registration
08:50-09:00 인사말 권태원 (울산의대 외과)

Session 1 : New issues in Vascular Access
좌장: 권태원 (울산의대 외과),  김성균 (한림의대 신장내과)

09:00-09:10 Endovascular AVF creation 남우석 (민트병원 외과)
09:10-09:20 Introducing HeRO device and its use in other 

conturies
양승부 (순천향의대 영상의학과)

09:20-09:30 Introduction of early cannulation graft 황정기 (가톨릭의대 외과)
09:30-09:40 Plastic needle use in hemodialysis vascular access 이형석 (한림의대 신장내과)
09:40-09:50 Vascular access in HDF 이정환 (서울의대 신장내과)
09:50-10:00 Discussion
10:00-10:20 Coffee break

Session 2 : Salvage of Vascular Access
좌장:  김용수 (가톨릭의대 신장내과), 박순철 (가톨릭의대 외과)

10:20-10:30 Recent perpsectives in hemodialysis vascular 
accesss surveillance.

구상건 (MH 연세병원 신장내과)

10:30-10:40 Pre-emptive correction in AVF & AVG, are they 
different?

조   성 (성균관의대 신장내과)

10:40-10:50 How to overcome central vein stenosis 구동억 (순천향의대 영상의학과)
10:50-11:00 DCB for vascular access salvage 황진호 (건국의대 영상의학과)
11:00-11:10 Long term result of AVF and AVG in real world 한영진 (울산의대 외과)
11:10-11:20 Discussion
11:20-11:40 Coffee break

Session 3 : Interesting cases
좌장: 심형진 (안동병원 영상의학과), 이해규 (가톨릭의대 영상의학과)

11:40-11:50 Case 1 박훈석 (가톨릭의대 신장내과)
11:50-12:00 Case 2 이진호 (봉생병원 신장내과)
12:00-12:10 Case 3 김서민 (동국의대 외과)
12:10-12:20 Case 4 김미진 (전주예수병원 외과)
12:20-12:30 Case 5 신지훈 (울산의대 영상의학과)
12:30-12:40 Case 6 김일중 (가톨릭의대 영상의학과)
12:40-12:50 Closing 

제1회 공동 심포지엄

대한투석혈관학회 및 

대한중재신장학연구회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개최되는 대한투석혈관학회와 대한중재신장학연구회의 제1회 공동 심포지움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투석혈관학회와 대한중재신장학연구회의 회원들은 투석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서 투석치료를 위하여 접근로를 조성하고 관리하고, 기능을 보존시키기 위해 부가적인 치료를 하는 투
석접근로에 대한 모든 과정에 관여하며 특히, 쉽게 오랜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투석할 수 있는 동정맥루
의 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의 목적은 교육과 교류를 통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입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를 위하여 우
리 두 학회와 연구회의 학술 담당 교수들이 수고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초대된 경험
이 많은 연자 들은 기본 개념과 실제 임상에서 투석을 할 때 우리가 만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그들의 
know–how와 해결 방법을 제시할 것 입니다. 

학술대회의 성공은 좋은 프로그램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대한투석혈관학회와 대한중
재신장학연구회의 첫 번째 공동 학술대회의 성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1일
대한투석혈관학회 회장 권태원

일자 2019년 6월 16일(일)
장소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GF 강당

Invitation

Program

Registration

Location

대중버스 이용안내
일반  790번 (구파발역입구 정류장 도보 6분)
간선  571번, 741번, 761번, 773번, 774번 

(구파발역입구 정류장 도보 6분)
간선  720번 (진관동주민센터역 정류장 도보 6분)
지선  7723번 (진관동주민센터역 정류장 도보 6분)

지하철 이용안내
3호선 구파발 3번 출구 도보 8분

사전등록 기한  2019년 6월 7일(금)까지
등록비  20,000원
입금안내  신한은행 100-031-508993 (예금주 : 대한투석혈관학회 권태원)
등록 접수처  ksda@aone-a.com

※ 성명 / 소속(병원명) / 의사면허번호 / 연락처 / 입금자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점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