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일시 : 2018년 5월 13일 일요일 오전9시 / 장소 : 서울COEX 3층 E홀 / 평점 : 대한의사협회 5평점, 대한임상초음파학회 6평점
식
8:40-9:00

전

행

사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사장 인사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회장 인사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축사

상복부/하복부/갑상선(E1,2,3,4홀)_전공의/전임의/중급자 과정

상복부/하복부/갑상선(E5,6홀)_고급과정

좌장: , Session I

Session I
09:00-09:20 복부 초음파 기기의 특성과 관리 ABC

좌장: ,

09:00-09:20 미만성 갑상선질환의 초음파 감별

권지영(도시바)
09:25-09:45 상복부 초음파의 기초 및 판독법 ABC

김보현(부산의대)
09:25-09:45 증례 중심으로 본 췌장 질환의 초음파 진단

전백규(울산의대)
09:50-10:10 간내 종괴 감별법 ABC

천영국(건국의대)
09:50-10:10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는 상부위장관 질환 증례

김순선(아주의대)

김대현(이앤김내과)

10:10-10:20 Discussion

10:10-10:20 Discussion

10:20-10:50 Coffee break

10:20-10:50 Coffee break

Session II

좌장: , 김상섭(고려내과) Session II

10:50-11:10 갑상선 초음파 ABC

좌장:,

10:50-11:10 상복부 도플러 초음파의 활용
이미영(원주의대)

11:15-11:35 신장 및 비뇨기계 초음파의 기초 ABC

정승원(순천향의대)
11:15-11:35 증례 중심으로 본 담도계 질환의 초음파 진단

홍성숙(순천향의대)
11:40-12:00 하복부 초음파의 기초 ABC

차상우(순천향의대)
11:40-12:00 증례중심으로 본 갑상선질환의 초음파진단

김영관(김영관내과)

문준성(영남의대)

12:00-12:10 Discussion

12:00-12:10 Discussion

12:10-13:30 Luncheon symposium 및 중식

12:10-13:30 Luncheon symposium 및 중식

근골격(컨퍼런스룸 남 301호)

전공의/전임의/중급자

Session I 초음파를 활용한 관절 질환의 진단적 활용

혈

관(E7홀)_전공의/전임의/중급자 과정

Session : 혈관질환에 대한 혈관초음파 검사의 임상 적용

좌장: 박남규(박남규내과의원)
09:10-09:45 어깨 질환에서의 초음파 활용

좌장 : 김동익(성균관의대)
09:00-09:20 경동맥 협착증에 대한 초음파 검사

김형성(한민정형외과)
09:45-10:20 팔꿈치/손목/손가락 질환에서의 초음파 활용

박상준 (울산의대)
09:20-09:40 하지정맥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최인아(충북의대)
10:20-10:30 Discussion

박종권 (해운대백병원)
09:40-10:00 혈액투석용 동정맥루 관리를 위한 초음파 검사

10:30-11:00 Coffee break

이경복 (서울의료원)

Session II 초음파를 활용한 관절 질환의 치료적 활용

10:00-10:10 Discussion

좌장: 김우규(빛과소금내과) 10:10-10:50 Coffee break
11:00-11:30 초음파 유도하 팔꿈치/손목/손가락 질환의 치료

11:00-12:00 Hands on course(혈관) *해당자만

이정찬(서울조인트내과) 12:10-13:30 Luncheon symposium 및 중식
11:30-12:00 초음파 유도하 어깨 질환의 치료
윤용현(인천터미널정형외과)
12:00-12:10 Discussion
12:10-13:20 Luncheon symposium 및 중식

E8홀

오후 통합시간(E1,2,3,4진행 E5,6중계)
Session III

Special Issues Lectures

좌장:

13:20-13:40 초음파 보험 급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혁(보험이사)
13:40-14:00 복부 초음파의 판독법 가이드라인
박하나(차의대)
Session IV

US LIVE DEMONSTRATION - 정상초음파 스캔

14:00-14:20 상복부 초음파

Operator: 장재영(순천향의대)
Moderator: 백순구(원주의대)
정승원(순천향의대)

14:20-14:40 하복부 초음파

Moderator: 김대현(이앤김내과의원)
황지영(순천향의대)

14:40-15:00 갑상선 초음파

Moderator: 최영식(고신의대)
김혜정(순천향의대)

15:00-15:20 근골격 초음파

Moderator: 이정찬(서울조인트내과)
김현숙(순천향의대)

Hands on course I

14:00-16:00

상복부

총괄: 김진오(순천향의대)
14:00-14:50 석기태(한림의대), 장세영(경북의대), 전백규(울산의대)
15:00-15:50 김문영(원주의대), 강성희(원주의대), 유정주(순천향의대)

하복부

배규환(속튼튼연합내과), 신이철(21세기내과), 손준혁(우리내과)

갑상선

최영식(고신의대), 김희경(전남의대)

갑상선 FNA

이민영(영내과), 송광식(해남복음내과)

Hands on course(혈관)
11:00-12:00

경동맥 초음파검사
하지 동맥과 정맥 초음파검사

박제훈(국제성모병원)
이경복(서울의료원)

Hands on course(심장)
14:00-16:00

초급(1조에 4명)
중급(1조에 5명)

14:00-14:50: 류재춘(류재춘내과), 조성우(인제의대), 이유홍(청주한국병원)
15:00-15:50: 손지원(손지원내과), 이경진(가슴편한내과), 이미래(창원삼성병원)
양현숙(건국의대)

Hands on course(근골격)
Shoulder
13:10-15:40

김형성(한민정형외과), 송란(경희의대)

Elbow

길준영(OK연합의원), 김우규(빛과소금내과)

Wrist/Hand

최인아(충북의대), 이정찬(서울조인트내과)

심

장(컨퍼런스룸 남 307호)_초급과정

Session I. 심장초음파의 기본원리 및 정상 심초음파
좌장: 한경일(서울내과), 이호준(더베스트내과)
09:00-09:25 심장초음파의 원리와 기계조작법

심

장(컨퍼런스룸 남 308호)_중급과정

Session I. 정상 심초음파
좌장: 박승우(성균관의대), 김한수(21세기내과)
09:00-09:30 정상 심장초음파(도플러검사 포함)

오민석(분당제생병원)
09:25-09:50 도플러를 이용한 혈역학적 평가

조성우(인제의대)
09:30-09:55 전원된 흥미로운 심초음파 증례

양우인(차병원)
09:50-10:15 정상 심장초음파

손일석(경희의대)
09:55-10:20 전신질환에서 심장초음파의 역할

이유홍(청주한국병원)

양현숙(건국의대)

10:15-10:30 Discussion

10:20-10:30 Discussion

10:30-11:00 Coffee break

10:30-11:00 Coffee break

Session II. 심장기능검사

Session II. 판막질환에서의 심장초음파의 중증도 평가 (Keep or Refer)

좌장: 변동일(변내과), 손지원(손지원내과)
11:00-11:25 좌심실 수축기능 평가

좌장: 임세중(연세의대), 류재춘(류재춘내과)
11:00-11:25 대동맥판막 협착증

이미래(창원삼성병원)
11:25-11:50 좌심실 이완기능 평가

박진선(아주의대)
11:25-11:50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

황지원(인제의대)
11:50-12:15 좌심실 국소 벽 운동장애

정욱진(가천의대)
11:50-12:15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조대열(분당제생병원)

홍그루(연세의대)

12:15-12:30 Discussion

12:20-12:40 Discussion

12:30-13:30 Luncheon symposium 및 중식

12:40-13:30 Luncheon symposium 및 중식

Session III. 심장초음파의 임상적 적용 및 증례

Session III. 심장초음파의 임상적 적용 및 증례

좌장: 박영훈(박영훈내과), 홍의수(수원하나로내과)
13:30-13:55 무엇을 측정해야 하고 또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좌장: 김용진(서울의대), 두영철(두영철내과)
13:30-13:55 수술 전 심장초음파검사로 무엇을 조언해야 하나?

이경진(가슴편한내과)

김학진(국립암센터)

13:55-14:20 초보자가 하기 쉬운 실수(artifacts & normal variants)
13:55-14:20 개원가에서 알아야 하는 경동맥 초음파
신미승(가천의대)
14:20-14:50 개원가에서 전원 된 흥미로운 증례들

박재형(충남의대)
14:20-14:50 개원가에서 알아야 하는 성인 선천성 심장질환

김경희(세종병원)
14:50-15:10 Discussion

심지영(연세의대)
14:50-15:10 Discussion

초음파 교육인증의 심화 과정 및 정밀의학 초음파연구회 포럼(컨퍼런스룸 남 300호)
Session I

좌장 : 백순구 (원주의대)

09:20-09:30 교육인증의 및 정밀의학 초음파연구회 경과 보고

김문영(원주의대)

09:30-10:00 CEUS for Hepatic mass

김문영(원주의대)

10:00-10:10 Discussion
10:10-10:40 Elasticity vs Viscosity

권지영(도시바)

10:40-10:50 Discussion
Session II
10:50-11:10 교육인증의 관리 및 전망 - UPDATE

좌장 : 이준성 (순천향의대)
김영석(순천향의대)

11:10-11:20 Discussion
11:20-11:40 전공의 교육 정착을 위한 방안

김도영(연세의대)

11:40-11:50 Discussion
11:50-12:10 교육기관 내과 초음파의 시작 -우리 기관은 이렇게 초음파검사를 setting 했다
12:10-12:20 Discussion

김인희(전북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