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한노인요양비뇨의학회

제5차 정기학술대회
Beyond Urology for Holistic care
일 시•2022년

6월 25일 (토) 08:30-16:50

장 소•차바이오컴플렉스

인사말
대한노인요양비뇨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올해 4월 이후로 오미크론 변이 COVID-19 신규 확진자 수가 진정되고 5월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제외한
모든 방역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어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환자 진료와 연구에 최선을 다하신 회원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2년 1월부터 3대 집행진이 꾸려져 신록의 계절인 6월에 존경하는 학회 선배님, 동료, 후배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대한노인요양비뇨의학회 제5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기학술대회는 Beyond Urology for Holistic care라는 주제로 현재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이슈들을 점검하는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학회를 이끌어 주신 선배님들과 앞으로 학회를 이끌어갈 후배들이 서로 Know-how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노인 환자들에게 흔하게 있는 problem들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Podium symposium 및 Research Awards를 신설하여 학술대회의 기틀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회장 및 집행진이 의욕적으로 학술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바쁘신 중에 부디 참석하셔서 학문적인 교류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노인요양비뇨의학회 회장 문 홍 상

프로그램
08:30-08:50

등록

08:50-08:55

개회사

08:55-09:00

축사

09:00-10:00

심포지엄 1. Oncology in Geriatrics

09:00-09:15

What is the role of radical prostatectomy in patients with localized prostate cancer?

09:15-09:30

Which treatment is best for metastatic prostate cancer in elderly patients?

임범진 (울산의대)

09:30-09:45

What should we think about in hormone therapy in frail elderly prostate cancer patients?

감성철 (경상의대)

09:45-10:00

Panel discussion

10:00-11:00

심포지엄 2. Perioperative considerations & management in geriatric surgery 좌장: 이정구 (고려의대), 문경현 (울산의대)

10:00-10:15

Unexpected LUTS after BPH surgery

10:15-10:30

Unexpected LUTS after Incontinence surgery

10:30-10:45

Unexpected LUTS after POP surgery

10:45-11:00

Panel discussion

11:00-11:20

Coffee break

11:20-12:30

심포지엄 3. AI and material development in Geriatrics

11:20-11:35

병원에서 인공지능 연구 시작하기: 의료 AI 튜토리얼

김명주 (서울의대)

11:35-11:50

인공지능 기반 배뇨장애 디지털치료제 개발

이상철 (서울의대)

11:50-12:05

요양병원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예측

12:05-12:20

새로운 의료 기기 개발의 A to Z

12:20-12:30

Panel discussion

12:30-13:10

사진촬영 / 점심식사 / 이사회

13:10-13:30

정기총회 / 전임 회장, 총무 감사패 증정

13:30-14:45

심포지엄 4. Nocturia in Geriatrics

13:30-13:45

Pathophysiology of Elderly Nocturia

13:45-14:00

Decreased nocturnal bladder capacity in elderly

14:00-14:15

Interpretation of FVC in elderly

14:15-14:30

How much does BPH medication improve nocturia?

14:30-14:45

Panel discussion

14:45-15:00

Coffee Break

15:00-15:40

Podium symposium

15:40-15:50

Research Awards

15:50-16:50

심포지엄 5. Genitourinary Trauma & reconstruction in Geriatrics

15:50-16:05

Genitourinary Trauma in Geriatric Patients

16:05-16:20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atheter-Induced Urethral Injury

16:20-16:35

Considerations for Urinary Diversion in Elderly Patients

16:35-16:50

Panel discussion

16:50

폐회사

대한노인요양비뇨의학회 회장 문홍상
대한비뇨의학회 회장 이상돈
좌장: 한준현 (한림의대), 박광성 (전남의대)
정 홍 (건국의대)

송필현 (영남의대), 고동훈 (건양의대)
김현우 (부산의대)
조영삼 (성균관의대)
정현철 (한림의대)
배재현 (고려의대), 조성태 (한림의대)
좌장: 김형지 (단국의대), 김용준 (충북의대)

노동훈 (카네이션 요양병원)
박명찬 (인제의대)
방우진 (한림의대), 김두상 (순천향의대)

좌장: 신동길 (부산의대), 장영섭 (건양의대)
태범식 (고려의대)
양희조 (순천향의대)
김성철 (울산의대)
김웅빈 (순천향의대)
여정균 (인제의대)
좌장: 노준화 (광주기독병원), 서영진 (동국의대)
문홍상 회장
좌장: 문홍상 (한양의대), 강택원 (전남의대)
강태욱 (연세의대)
윤종현 (국립중앙의료원)
김광현 (이화의대)
박재영 (고려의대), 유지형 (인제의대)
문홍상 회장

사전등록 안내
•등록비 및 연회비 납부 안내
- 회원 등록 : 정기학술대회 사전 등록을 하실 때 연회비를 같이 받고 있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학술대회 등록비 + 연회비 납부)
- 비회원 등록 : 성명 / 소속(병원명) / 면허번호 / 이메일 / 연락처" 를 app@app2010.com으로 보내주신 후 본인 명의로 이체하여 주시면
		
등록이 완료 됩니다.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대한노인요양비뇨의학회 홈페이지(www.ksguc.or.kr) 온라인 "회원가입" 진행
입회비 : 10,000원 / 연회비 : 10,000원 (총 20,000원) 입금 (본인 명의)
학회 관리자가 확인 후 “승인”
회원 가입 완료
(가입 완료 메일 수신)
※ 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해 주시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입금이 완료되면 학회의 승인 후 “회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입회비 및 연회비 입금 계좌
입금계좌

기업은행 187-090096-04-017 (예금주: 대한노인요양비뇨의학회)

회원 가입 문의

E. app@app2010.com
회원

2022 사전등록비

연회비 필수

현장등록

10,000원

10,000원

20,000원

타과의사

20,000원

10,000원

30,000원

간호사 및 연구원

10,000원

무료

20,000원

원로회원
(만65세이상)

무료

무료

무료

비뇨의학과
선생님

20,000원

30,000원

원로회원
(만65세 이상)

무료

무료

타과 선생님

30,000원

40,000원

전공의
(비뇨의학과)

무료

무료

간호사/연구원/기타

10,000원

20,000원

제약 및 의료기회사 관계자

30,000원

50,000원

정회원
(비뇨의학과)
회원

준회원

비회원

•사전등록안내
사전등록 마감일

2022년 6월 17일(금) 24:00까지

입금계좌

기업은행 187-090096-04-017 (예금주: 대한노인요양비뇨의학회)

	

•연수평점 : 4평점
•사전등록 방법 : 아래 내용을 기재하셔서 이메일(app@app2010.com)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 성명 / 소속(병원명) / 면허번호 / 이메일 / 연락처

•접수 및 문의처
준비사무국 Tel : 02)704-8574 / E-mail : app@app2010.com

오시는 길

차바이오컴플렉스
지하철
•판교역 (신분당선) : 1번 출구 | 도보 20분
버스
•차그룹컨소시엄 (07802)
└ 일반버스 : 390
└ 마을버스 : 812
•차그룹컨소시엄 (07508)
└ 일반버스 : 315 | 330 | 350 | 357 | 370 | 380 | 382 | 55 | 누리2
└ 마을버스 : 73-1
└ 직행버스 : 3000 | 4000 | 4500 | 9507
•한국무역정보통신 (07509)
└ 일반버스 : 315 | 330 | 350 | 357 | 370 | 380 | 382 | 55 | 누리2
└ 마을버스 : 73-1 | 812
└ 직행버스 : 4000 | 4500 | 6003 | 9507
•H스퀘어, 삼환하이팩스 (07034)
└ 일반버스 : 101 | 390 | 누리4
└ 마을버스 : 602-1A | 602-1B | 602-28 | 66 | 71 | 73
└ 직행버스 : 9007 | 9007-1

대한노인요양비뇨의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