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부인과학회

제22차

학술대회
일 시 : 2019년 6월 29일 (토) ~ 30일 (일)
장 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Urodynamic Study (UDS)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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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토) ㅣ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세미나실 ㅣ

PROGRAM

좌장 : 전명재
14:00-14:20

Clinical evaluation of lower urinary tract for
urodynamics

14:20-14:40

Uroflowmetry and PVR measurements

14:40-15:00

Filling cystometry

15:00-15:10

Discussion

15:10-15:30

Coffee breaks

15:30-15:50

Pressure-flow study

이사라 (울산의대)

15:50-16:10

Urethral pressure profile, leak point pressure
and EMG

박소연 (제주의대)

16:10-16:20

Discussion

16:20-16:40

Hands on workshop with simulator 전명재 (서울의대), 정윤지 (가톨릭의대),
이민석 (소피마르소의원),
이사라(울산의대), 박소연(제주의대)

전명재 (서울의대)
정윤지 (가톨릭의대)
이민석 (소피마르소의원)

8:30
08:50-09:00
Session Ⅰ

PROGRAM

Practical tips in urogynecologic clinic

09:00-09:20

Management of recurrent UTI in adult women

09:20-09:40

Diagnosis and tailored treatment of voiding
difficulty

09:40-10:00

Treatment of defecation disorder,
constipation

10:00-10:10

질의 및 토의

10:10-10:30

Coffee breaks

좌장 : 김재욱, 이효표

Trend of Pelvic Organ Prolapse Surgey in
Singapore

Han How Chuan
(KK Women’s & Children’s)

11:00-11:30

To mesh or not to mesh – in severe
cystourethrocele repairs?

Han How Chuan
(KK Women’s & Children’s)

11:30-11:40

질의 및 토의

Session Ⅲ

Presidential lecture

좌장 : 유희석

11:40-12:00

Current status of Korean POP surgery and
problem

12:00-13:10

Lunch

배상욱 (연세의대)

학술 연구비 시상식

Special lecture (II)

좌장 : 목정은, 김세광

13:10-13:40

Mirabegron : a Novel Treatment for Overactive
Bladder

Satoru Takahashi
(Nihon University)

13:40-14:10

Management of refractory overactive bladder

Satoru Takahashi
(Nihon University)

14:10-14:20

질의 및 토의

14:20-14:30

Coffee breaks

Session Ⅴ

좌장 : 채희동, 김현철

일반 연제

14:30-15:30

등록
개회사

Special lecture (I)

10:30-11:00

Session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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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일) ㅣ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ㅣ

Session Ⅱ

배상욱 회장
좌장 : 배동한, 조진호
공미경 (연세의대)
김수림 (가톨릭 관동의대)

Session Ⅵ

Surgical tips on Pelvic organ prolapse

좌장 : 선우재근, 유은희

15:30-15:50

Vaginal hysterectomy

15:50-16:10

Uterine suspension

신정호 (고려의대)

16:10-16:30

Sacrocolpopexy

서동훈 (서울의대)

16:30-16:40

질의 및 토의

박동춘 (가톨릭의대)

정기욱 (울산의대 소화기내과)
학술상 시상식
16:40-16:45

폐회사

배상욱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