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50-08:55 Welcome address (심장뇌혈관병원장 권현철)
08:55-09:00 Opening address and course review (혈관센터장 최승혁)
09:00-10:30 Session I Up-to-date of Chronic venous occlusion & lymphatic disorder (10분 6연제, 30분 토의)
김동익(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 신지훈(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좌장
패널

박근명(인하대병원 혈관외과), 노영남(계명대병원 혈관외과), 박상우(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진우(아주대병원 영상의학과), 박택규(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강웅철 (길병원 순환기내과)

09:00-09:05 Case presentation
변승재(원광대병원 혈관외과)
연자
09:05-09:15 Up-to-date results of intervention of chronic venous occlusion
김장용(서울성모병원 혈관외과)
연자
09:15-09:35 Interesting case discussion of chronic venous obstruction
Nils Kucher (University Hospital Zurich, Switzerland)
연자
09:35-09:45 Introduction and up-to-date of endolymphatic intervention
신지훈(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연자
09:45-09:55 Tips of endolymphatic intervention: How I do it?
김진우(아주대병원 영상의학과)
연자
09:55-10:00 Case wrap up
변승재(원광대병원 혈관외과)
연자
10:00-10:30 Panel Discussion (30분)
10:30-11:00 INVITED SPEAKER LECTURE I (30분, 20분 강의 10분 토의)
좌장

도영수(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연자

Nils Kucher (University Hospital Zurich, Switzerland)
- Chronic venous obstruction : How to treat it?

11:00-11:20 Coffee break
11:20-12:30 Session II Oncovascular Surgery and Intervention (10분 5연제, 20분 토의)
좌장

민승기(서울대병원 혈관외과), 박광보(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패널

박형섭(분당서울대병원 혈관외과), 김서민(중앙대병원 혈관외과), 윤우성(영남대병원 혈관외과), 최진우(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신지훈(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11:20-11:25 Case presentation
한아름 (서울대병원 혈관외과)
연자
11:25-11:35 Portomesenteric vessel problem of oncovascular surgery : Surgeon's view
박양진(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
연자
11:35-11:45 Portomesenteric vessel problem of oncovascular intervention : Interventionist's view
최진우(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연자
11:45-11:55 Retroperitoneal and primary vascular tumor (IVC, leiomyomatosis…)
한영진(서울아산병원 혈관외과)
연자
11:55-12:05 Head and Neck tumor & Extremity sarcoma : vessel reconstruction

연자

민승기(서울대병원 혈관외과)

12:05-12:10 Case wrap up
한아름(서울대병원 혈관외과)
연자
12:10-12:30 Panel Discussion (20분)
12:30-13:30 Group Photo and Lunch
13:30-15:00 Session III Up-to-date of Femoropoliteal CTO (10분 6연제, 30분 토의)
최동훈(용인세브란스병원 순환기내과), 고기영(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좌장
패널

이상수(양산부산대병원 혈관외과), 양신석(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 김진우(아주대병원 영상의학과), 제환준(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윤창환(분당서울대병원 순환
기내과), 이승환(서울아산병원 순환기내과)

13:30-13:35 Case presentation
박택규(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연자
13:35-13:45 Update on intraluminal vs subintimal approach in FP CTO
고영국(세브란스병원 순환기내과)
연자
13:45-13:55 How to treat heavily calcified lesion : debulking or scaffold
박상우(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
연자
13:55-14:05 Retrograde puncture technique in supine position and usefulness in FP CTO
이재환(충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연자
14:05-14:15 Rescue vascular surgery after disastrous intervention
김형기(경북대병원 혈관외과)
연자
14:15-14:25 Does surgery for infrainguinal PAOD become extinct? When should we consider it first?
Taku Kokubo (Edogawa hospital, Tokyo, Japan)
연자
14:25-14:30 Case wrap up
박택규(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연자
14:30-15:00 Panel Discussion (30분)
15:00-15:30 INVITED SPEAKER LECTURE II (30분, 20분 강의 10분 토의)
좌장

김동익(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

연자

Taku Kokubo (Edogawa hospital, Tokyo, Japan)
- How to improve the outcome of distal leg artery bypass: experiences sta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15:30-15:50 Coffee break
15:50-17:00 Session IV My challenging cases (10분 7연제 토의포함)
좌장

김영욱 (강북삼성병원 혈관외과), 채인호(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패널

박순철(서울성모병원 혈관외과), 허승(경북대병원 혈관외과), 김주한(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이재환(충남대병원 순환기내과), 박상우(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 제
환준(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15:50-16:00 Case 1
연자
16:00-16:10 Case 2
연자

16:10-16:20 Case 3
연자
16:20-16:30 Case 4
연자
16:30-16:40 Case 5
연자
16:40-16:50 Case 6
연자
16:50-17:00 Case 7
연자
17:00

Adjou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