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장소안내

• 마감일
2016 년 10월 21일 (금)
• 사전등록
- 대한중재신장학연구회 (http://ksdin.org/)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사전등
록을 이용바랍니다.
- Hands-on sessions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도로 개설된 온라인 사
전등록에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 문의
ksdin.secretary@gmail.com

제3차

대한중재신장학연구회
연수강좌

등 록 비

등록

전문의

전임의, 전공의

사 전

40,000원

20,000원

현 장

50,000원

30,000원

Hands-on

100,000원

100,000원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2-356-020045 황현석 (대한중재신장학연구회)
• Hands-on sessions에서는 혈관초음파 장비를 이용하여
access surveillance와 intervention에 대한 실습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선착순 30명)
• 신청자와 입금자의 성명이 동일해야 사전등록이 확인됩니다.

일시 2016년 11월 6일 (일)
장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강당, 세미나실
평점 대한의사협회 4점,
대한내과학회 신장분과전문의 4점
주최 대한중재신장학연구회
후원 대한신장학회
등록 http://ksdin.org/

제3차 대한중재신장학연구회 연수강좌

2016년 11월 6일(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강당, 세미나실

• Program (강당)

초대의 글

08:50-09:00

Opening Remarks

Session IV. Update in Tunneled HD Catheter

김용수 (가톨릭의대)

Session I. AVF maturation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재신장학이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대
한중재신장학연구회가 점차 확대되어 회원 수가 증가하고 혈관
통로 감시뿐 아니라 도관 삽입, 혈관성형술 등 혈관 시술에도 적극

09:00-09:15

Waiting time to the first cannulation: Where are we?
김예니 (가톨릭의대)

09:15-09:30

Usefulness of ultrasound to predict the immaturity:
Before and after access creation
조성 (성균관의대)

09:30-09:45

Balloon-assisted salvage of immature AVF

09:45-10:00

Discussion

10:00-10:15

Coffee Break

나기량 (충남의대)

혈관통로의 관리는 신장내과의사, 투석간호사, 혈관외과의사 및
영상의학과의사 등 다학제 협력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나 무엇보
다 가장 환자 곁에 있는 신장내과의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한
중재신장학연구회에서는 2012년 시작한 연수교육을 2015년에
는 DAS2015 국제심포지움 개최로 대체하였으며 향후 매년 지속
할 계획입니다.
본 연수교육은 중재시술 경력자는 물론 중재시술 및 투석통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기초적 술기와 최신 지견을 함께

10:15-10:30
10:30-10:45

한 토의와 고견을 들려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14:00-14:15

New arrivals of symmetric tip catheter: Clinical data and
advantages
김성균 (한림의대)

14:15-14:30

Discussion

14:30-14:45

Coffee Break

Session V. Issues in Access Dysfunction and Complication
좌장: 신석준 (가톨릭의대)

좌장: 김승정 (이화의대)

14:45-15:00

Physical examination: Principles and comprehension
황현석 (가톨릭의대)

Medical treatment to improve access patency
김승정 (이화의대)

15:00-15:15

Review of recent stent trials
이진호 (봉생병원)

Diﬀerences of surveillance: AVF vs. AVG
15:15-15:30

10:45-11:00

When to refer intervention: Clinical indication beyond the
KDOQI guideline
나기량 (충남의대)

Aneurysm and pseudoaneurysm: Perspective of
nephrologists
김용수 (가톨릭의대)

15:30-15:45

11:00-11:15

Preemptive intervention of access stenosis: Rationale and
evidences
김용수 (가톨릭의대)

High flow fistula: Systemic complication & treatment
진동찬 (가톨릭의대)

15:45-16:00

Discussion

16:00

Closing Remarks

11:15-11:30

Discussion

김용수 (가톨릭의대)

Session III . Fundamentals of Vascular Access Intervention
좌장: 조 성 (성균관의대)

부탁 드립니다.
11:30-11:40

Nomenclature of vascular access
이주학 (한양의대)

2016년 9월

Placement, removal and exchange of tunneled HD
catheter (Video demonstration)
황현석 (가톨릭의대)

김진국 (순천향의대)

본 연수교육은 많은 질문과 토의를 유도하기 위해 App을 이용
한 시스템을 준비하였습니다. 바쁘시지만 많이 참석하시어 활발

13:45-14:00

Session II . Access Monitoring & Surveillance

다루며 특히 Hands-on session을 통해 술기를 실습할 수 있는 교
육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Check points in early catheter dysfunction
신석준 (가톨릭의대)

좌장: 진동찬 (가톨릭의대)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러 지표에서 혈관통로의 예후가 좋아
지고 있습니다.

좌장: 김진국 (순천향의대)

13:30-13:45

11:40-12:00

How to do PTA? (Video demonstration)

12:00-12:20

How to do thrombectomy? (Video demonstration)
이형석 (삼육서울병원)

12:20-12:30

Discussion

12:30-13:30

Luncheon

• Program (세미나실)
Hands-on sessions
Ultrasound as a Tool of Access Surveillance and Intervention

최선령 (삼육서울병원)
대한중재신장학연구회
회장

김 용 수

좌장: 조성 (성균관의대)

13:30-16:30 1. Anatomy of vascular access
2. Access flow measurement
3. Detection of vascular stenosis
4. Internal jugular vein punc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