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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사비만수술연구회 KOSMOS는 우주의 질서, 창조의 원리
혹은 질서와 조화를 지니고 있는 우주 또는 세계를 뜻하며, 육체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연구회가 되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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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2017. 2. 18 (토) 12 : 00 - 17:10

삼경빌라

장소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장기려기념암센터 대강당(6동 5층)

윗길
송도

송도아
랫길

부산진

시내버스 이용시
6(영도, 괴정), 16(대신동, 에덴공원), 17(감천, 서면, 당감동)
61(장림, 가야, 사상), 161(장림, 사상터미널)

지하철
자갈치역

요금별납

1호선 자갈치역 하차 1번 출구
시민제과 앞 버스 이용
(16, 17, 61, 161번 버스)

송도
우체국

일시

정림아파트

도)
(영
대교
남항

도시철도 이용시
1호선 괴정역 하차 6번 출구
괴정우체국 앞 버스 이용(16번 버스)

부산은행

사전등록마감
2017. 2. 15 (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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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GREETINGS

제2회 고신대사비만수술연구회 심포지엄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사비만수술연구회
K osin S oci et y of Me t ab ol ic an d Ob e sit y Su rg e ry

12:00~13:00
13:00~13:20

Registration and Lunch
Opening Remark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 임 학

성

명

면 허 번 호

안녕하십니까?

Session 1 Bariatric Endoscopy
Moderator: 고신의대 소화기내과 박선자

소

속

선생님의 병원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3:20~13:40

Bariatric Endoscopy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신성관

근무처(주소)

저희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사비만수술 연구회 (KOSMOS)에

13:40~14:00

비만의 맞춤치료 가능한가?
고신의대 소화기내과 박무인

전

14:00~14:20

Coffee Break

F

Session 2

Basic research for metabolic surgery

서는 현대인에게 중요한 건강문제로 거듭 강조되고 있는 고도
비만과 당뇨병을 주제로 여러 저명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2년
전 첫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모임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Moderator: 고신의대 내분비내과 최영식

이번 2회 심포지움에서는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내에 아직 많이
소개되지 않은 내시경적 접근을 통한 비만치료라는 주제를 통해
다양한 접근법으로서의 비만수술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20~14:40

Basic principles of animal modeling
고신의대 안과 이상준

14:40~15:00

Animal research for metabolic surgery
한림의대 외과 안수민

15:00~15:20

The Application of Rat and Mouse Bariatric Surgery
Models in the Study of Metabolic Disease
계명의대 생화학교실 하은영

동물실험모델을 통한 대사수술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연구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5:20~15:40

Coffee Break

Session 3

Making Bariatric and Metabolic
Surgery Center

봉직의(

) 개원의(

) 전공의(

)

화
A

X

연수평점

대한의사협회 3점

등록안내

교재 및 식사준비를 위해 사전등록을 받습니다.
TEL. 051-990-6462 FAX. 051-246-6093
E-mail. kosmosbmi@naver.com
* 가능한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등록비 없음.

사전등록마감

2017. 2. 15(수) 까지

문의및연락

TEL. 051-990-6462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에서는 고도비만수술의 급여화에 대비한
인증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할 점들에 대하여
알찬 강의들을 준비했습니다.

Moderator: 대한웰니스병원 김지헌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하시어 알찬 정보교류의 장이 되길

15:40~16:00

How to set up Bariatric surgery center
계명의대 가정의학과 서영성

16:00~16:20

How to set up Bariatric clinic and Operating Room
가톨릭의대 외과 이한홍

16:20~16:40

Accreditation program of KSMBS
고려의대 외과 김종한

16:40~17:00

Role of coordinator in bariatric surgery center
순천향의대 코디네이터 소민주

바랍니다.

2017. 2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사비만수술센터장
내분비대사내과 최

영식

17:00~17:10

Closing remark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이웃을 향한 열린마음으로 치료하는 병원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세상의 아픔과 질병의 고통을 섬김과 나눔으로 함께하는 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최선의 진료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