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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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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Opening
해외 연수 보고 (A+B+C)

09:00~09:30
10분씩

KASL-KSG Joint symposium (D+E)
: Innovative paradigm shift of stem cell researches
in gut and liver

09:00~10:00
20분씩
좌장: 박충기, 양진모

9:00

~

9:10

0:10 연수 보고 I

9:10

~

9:20

0:10 연수 보고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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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0:10 연수 보고 III

좌장: 장자준

~ 10:00 0:30

9:00

~

9:20

0:20

Recent updates of gastrointestinal stem cells
for clinician

김태일
(연세의대)

9:20

~

9:40

0:20

Clinical application of liver stem cells:
Beyond research

배시현
(가톨릭의대)

9:40

~ 10:00 0:20

Cancer stem cells as new target markers
for drug discovery

엄영우
(연세대 원주의대)

김대곤(전북의대)
coffee break

10:00 ~ 10:20 0:20
북한 의료 현실과 통일 전후 학회의 역할 (A+B+C)

10:20~11:20
30분씩

좌장: 한광협, 김동준
인요한
(연세의대)

10:20 ~ 10:50 0:30 북한의 의료 상황과 체계

10:50 ~ 11:20 0:30

좌장: 황성규, 미정

호암상 수상 기념특강 (A+B+C)

09:30~10:00
30분
9:30

김도영
(연세의대)
은종렬
(명지병원)
김봉완
(아주의대)

대북 의료지원 경험
(Experience of medical supporting for North Korea)

10:20~11:20
20분씩

Recent advance in technology & industry
of liver regeneration (D+E)
좌장: 이석구, 오일환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from Novel prize 최동호
10:20 ~ 10:40 0:20
winner to clinical applications
(한양의대)
김현수
10:40 ~ 11:00 0:20 Industrialization I, Adult stem cell
(파미셀)
Industrialization II, Artificial liver
이두훈
11:00 ~ 11:20 0:20
and Liver supportive system
(라이프리버)

Alice Lee
(Australia)

대한간학회 미래발전방안 수립 보고 (A+B+C) / (D+E 중계)

11:20~11:50
30분

좌장: 한광협

11:20 ~ 11:50 0:30 대한간학회 미래발전방안 수립 보고

임영석 (대한간학회 기획이사)

11:50 ~ 13:30 1:40

정기총회 및 20주년 기념식 (A+B+C) / (D+E 중계) * 점심식사

13:30~14:00
30분

해외연자 특강 (A+B+C) / (D+E 중계)
좌장: 엄순호

13:30 ~ 14:00 0:30 Future perspective of target therapy in HCC

Ann-Lii Cheng (Taiwan)

2015년 만성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A+B+C)

14:00~14:45
45분

좌장: 김창민, 변관수

14:00 ~ 14:45 0:45 2015년 만성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발표
2015년 만성C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A+B+C)

14:45~15:30
45분

좌장: 김창민, 변관수

14:00~15:30
20분씩

Clinical hepatology update: HCC (D+E)
좌장: 백승운, 서경석

Transient elatography into the field
14:00 ~ 14:20 0:20
of current HCC prediction models
Unresolved issues in TACE: optimal TACE interval
14:20 ~ 14:40 0:20
and definition of TACE failure
Loco-regional therapy in HCC with extrahepatic
14:40 ~ 15:00 0:20
metastasis
15:00 ~ 15:20 0:20 Emerging therapies for HCC: immunotherapy

14:45 ~ 15:30 0:45 2015년 만성C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발표

15:20 ~ 15:30 0:10 Discussion

All

coffee break

15:30 ~ 16:00 0:30
16:00~17:20
25분씩

김도영
(연세의대)
김강모
(울산의대)
김윤준
(서울의대)
이준혁
(성균관의대)

Evolution of target therapy in chronic liver disease (A+B+C)

16:00 ~ 16:25 0:25 Oncolytic viral therapy in HCC
16:25 ~ 16:50 0:25 Current & future of gene therapy
16:50 ~ 17:15 0:25 New target for hepatic fibrosis
17:15 ~ 17:20 0:05 Discussion

좌장: 김대곤, 성진실
허정
(부산의대)
윤채옥
(한양대 공과대학)
이미옥
(서울대 약학대학)
All

16:00~17:20
20분씩

Clinical hepatology update: Hepatitis (D+E)

Change of treatment for multidrug resistant
16:00 ~ 16:20 0:20
CHB patients

좌장: 이정일, 최성규

김지훈
(고려의대)
김창욱
16:20 ~ 16:40 0:20 Long term safety of NUC in CHB
(가톨릭의대)
정우진
16:40 ~ 17:00 0:20 Who is "special" now in the era of potent DAA?
(계명의대)
김상균
17:00 ~ 17:20 0:20 Treatment of non-obese NAFLD
(순천향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