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우편집중국

REGISTRATION
· 사전등록마감 : 2018년 9월 2일(일)
· 사전등록방법 :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http://www.ksda-online.org/symposium_/		
ksdasym.asp)하신 후 아래의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등록비 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1-508993
		
예금주 : 권태원(대한투석혈관학회)
· 등록비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의 사

30,000원

40,000원

간호사

30,000원

40,000원

The Korean Society for Dialysis Access

2018년 대한투석혈관학회

· 평점 : 5평점

제30차 하계학술대회

LOCATION

일자ㆍ2018년 9월 9일(일)
장소ㆍ영남대학교병원 호흡기센터 지하1층 대강당

0 5 5 0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혈관외과

The Korean Society for Dialysis Access

대한투석혈관학회

영남대학교병원 호흡기센터 지하1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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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투석혈관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Dialysis Access

INVITATION
대한투석혈관학회 회원 여러분,
대구 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30차 대한투석혈관학회 하계
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PROGRAM
08:30-08:50

Registration

08:50-09:00

인사말

09:00-10:20

I. Introduce of Vascular Access Guidelines

회장 권태원

좌장 : 권태원 (울산의대), 김창원 (부산의대)

09:00-09:20

Surgery

권준교 (고려의대)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크게 3가지의 주제를 갖고 진행을 하며
각각은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관리, 경험과 지식의 공유,
그리고 새로운 약제의 소개입니다.

09:20-09:40

Intervention

전용선 (인하의대)

09:40-10:00

Needling

이영기 (한림의대)

10:00-10:20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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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하계학술 대회에서 초대된 연자
들은 효과적인 동정맥루의 관리를 위하여 동정맥루의 관리에 대한
guideline을 소개하며 또한 표준화의 일원으로 수술 기록지와
투석기록지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강의를 합니다.

10:20-10:40

Coffee break

10:40-12:00

II. Vascular Access academy

10:40-11:00

투석환자에서 꼭 알아야 할 혈관해부학

11:00-11:20

투석기록지 이해하기

11:20-11:40

수술 및 시술기록지 이해하기

전흥만 (인제의대)

11:40-12:00

투석로의 초음파 소견

노영남 (계명의대)

12:00-13:00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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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14:00

Luncheon Symposium

13:00-13:15

NOAC in patients with chronic kidney disease

김향경 (중앙의대)

13:15-13:30

NOAC in patients with bleeding risk

박근명 (인하의대)

13:30-14:00

The management of vascular access patency on hemodialysis patients with beraprost sodium
: focus on neo-intimal hyperplasia

이상수 (부산의대)

14:00-15:00

III. When decision making is required

14:00-14:20

Central venous obstruction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Balloon, Stent, or Stent-graft?

14:20-14:40

Surgical intervention of cephalic arch stenosis

14:40-15:00

첫번째 needling, 지금 해도 괜찮을까?

15:00-15:20

투석로(Catheter 혹은 Vascular Access)에 감염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15:20-15:40

Coffee break

15:40-17:00

IV. Experience with challenging cases

15:40-16:00

Jugular와 Subclavian vein이 막힌 환자에서 투석용 카테터 삽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

2018년 8월 6일

16:00-16:20

Exhausted arm vein에서 vascular access creation을 어디에 할 것인가?

대한투석혈관학회 회장 권 태 원

16:20-16:40

Needling 할 곳이 없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

16:40-17:00

일반적인 thrombectomy나 PTA에 반응이 좋지 않은 Failing access에서의 Intervention

17:00

Closing Remarks

많은 새로운 약제가 투석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또는
동정맥루의 개존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개되는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경구헤파린제와 경구PGI2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자유로운 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되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 많이 참석하시어 학회를 성원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이재훈 (대구가톨릭의대)

좌장 : 강선우 (인제의대), 이상수 (부산의대)
조정현 (동아의대)
이정숙 (서울아산병원)

좌장 : 허    승 (경북의대), 권영주 (고려의대)

좌장 : 구동억 (순천향의대), 이규백 (성균관의대)
김영환 (안동병원)
안상현 (서울의대)
김미혜 (서울아산병원)
권영주 (고려의대)

좌장 : 김형태 (계명의대), 양승부 (순천향의대)
신지훈 (울산의대)
황정기 (가톨릭의대)
나영례 (서울아산병원)
박상우 (건국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