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안내
사전 등록 (10월 10일까지)

현장 등록

무료

10,000

•강의록, 중식 및 주차권 제공됩니다.
•평점: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4점

사전등록 신청 (이메일 접수)
•내용 기재 후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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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번호
소 속
T E L(*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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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점심식사 준비로 꼭 사전 등록 부탁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Tel: 02.2228.2140

Tel_ 02.2228.2140, E-mail_ lkjpharm@yuh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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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일시 | 2018. 10. 13 (토) 09:00~15:00
장소 | 세브란스병원 종합관 3층 337호
주최 |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세브란스병원 폐이식 클리닉
평점 |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4점

동대문 우체국

요 금 별 납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세브란스병원 폐이식 클리닉

INVITATION

2018 YONSEI LUNG TRANSPLANT ACADEMY

존경하는 선생님들께

사회: 김송이 (연세대 호흡기내과)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높아진 가을 하늘이 어느새 문
앞에 훌쩍 다가왔습니다. 다들 지난 여름 건강히 지내셨는지요?
연세의료원은 1996년 7월 국내에서 폐이식을 처음 성공한 이후,
단측 폐이식, 양측 폐이식, 심장 폐 동시 이식, 폐 신장 동시 이식,

08:20~08:50

Registration

08:50~09:00

Opening remark

김대준 (연세대 흉부외과 과장)

Session 1 (09:00~12:30)
Part 1. Updates of lung transplantation

좌장 : 백효채 (연세대 흉부외과)

09:00~09:25

Update of medical treatment for primary pulmonary hypertension 장혁재 (연세대 심장내과)

이에 세브란스병원 폐이식 클리닉은 저희의 임상을 돌아보며 미

09:25~09:50

Primary pulmonary hypertension: from surgeon’s perspective

이진구 (연세대 흉부외과)

흡하다고 여겼던 부분에 대해 리뷰 해보고자 2018년 10월 13일

09:50~10:15

Unusual donor conditions: Trauma, drowning, ECMO, hepatitis,
transplanted donor

서지원 (연세대 흉부외과)

10:15~10:40

Do we need induction therapy?

김송이 (연세대 호흡기내과)

10:40~10:50

Coffee Break

폐 간 동시 이식 등을 시행하며 국내 폐이식을 선도해 왔습니다.

Yonsei Lung Transplant Academy 2018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유도 면역 치료

Part 2. Hurdle of long term survival:
Chronic lung allograft dysfunction(CLAD)

좌장 : 박무석 (연세대 호흡기내과)

10:50~11:20

CLAD: Overview and focused update on management

Masaaki Sato (The University of Tokyo Hospital)

11:20~11:45

CLAD: pathologist’s view point

임범진 (연세대 병리학과)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새롭게 폐이식

11:45~12:10

Cases of CLAD in Severance Hospital

최지수 (연세대 호흡기내과)

프로그램을 시작한 병원의 경험을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12:10~12:30

Development of animal model of CLAD and clinical application

유우식 (연세대 흉부외과)

12:30~13:30

Lunch Break

(Induction therapy), 일반적이지 않은 공여자의 장기에 대해 공부
해 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수여자 추적 중 만나는 만성거부반응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RAS(Restrictive allograft syndrome)의
개념을 처음 주창하셨던 Tokyo 대학병원의 Masaaki Sato 교수

이번 프로그램이 폐이식에 관여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에게 큰

Session 2 (13:30~15:00)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브란스병원 폐이식 클리닉

Part 3. Let’s start lung transplant program!

좌장 : 이진구 (연세대 흉부외과)

13:30~13:55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조정수 (부산대 흉부외과)

2018년 9월

13:55~14:20

Ajou University Hospital

박지은 (아주대 호흡기내과)

백효채, 이진구 배상

14:20~14:45

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Medical Center

황유화 (보라매 병원 흉부외과)

14:45~15:00

Closing remark

백효채 (폐이식 클리닉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