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2년 3월 31일(토) - 4월 1일(일) 

·장소:  서울아산병원 대강당 및 소강당(심포지엄), 
 제 4.5세미나실(포스터 전시 및 토론)

안녕하십니까?

저희 만성기도폐쇄성질환 임상연구센터가 2008년 4월을 시작으로 첫 심포지엄을 개최한 후 올해 벌써 5회째를 맞이하여 2012년 3월 

31(토)- 4월 1(일)에 만성기도폐쇄성질환 국제심포지엄 (Airway Vista 2012)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GOLD Update & OLD Debate" 라는 주제로 작년에 이어 세계적으로 COPD, 천식 연구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외국 학자들과 국내의 우수한 연구진을 초청하였습니다. 본 심포지엄은 이틀 동안 약 27개의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과정을 비롯하여 기초(한국어) 및 심화(영어)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중 한 개의 세션은 COPD 국제지침 (2011년도에 업데이트된 GOLD)을 되짚어보며 핵심적인 내용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으며, 이 밖에도 올해 처음 마련된 간호, 영양, 폐기능 재활에 관한 워크샵과 포스터 전시 및 토론 세션을 통해 한 층 강화된 

심포지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COPD와 천식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통해 뜻깊은 학술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만성기도폐쇄성질환 

국제심포지엄이 의학 지식을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도 올림 

만성기도폐쇄성질환 임상연구센터소장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시는 글

Airway Vista 2012

• 연  락  처 Tel) 02-3010-4652, Fax) 02-3010-4650

• 홈페이지 http://www.copd-asthma.co.kr/Kor/

• 주     최 만성기도폐쇄성질환 임상연구센터

• 후     원 서울아산병원, 보건복지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

사전등록안내

■온라인 사전등록 기간

2011년 12월 26일 ~ 2012년 3월 9일 
마감일 이후부터는 현장등록만 가능합니다.

■사전등록 안내  

구분 전문의 전문의, 전공의 및 기타  입금안내

사전등록
(2011. 12. 26 ~ 2012. 3. 9)

4만원 2만원
은행명: 외환은행

계좌: 175-18-42827-6
예금주: 오연목

현장등록
(2012. 3. 31 ~ 2012. 4. 1)

5만원 3만원

※ 교재 및 중식(3월 31일) 포함

※ 4월 1일 오전은 등록비가 무료입니다.

■평점

호흡기내과 분과 평점 인정 (알레르기내과 분과 인정) 
대한의사협회 5점, 호흡기내과 분과 5점 

■사전등록 방법

 http://www.copd-asthma.co.kr/Kor/  에 접속하여 좌측 하단 Airway Vista 2012 바로가기 

■사전등록 취소 및 환불 안내

등록 취소시 반드시 서신으로 작성하여 E-mail 이나 Fax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마감은 2012. 3. 23(금)까지 이며, 이후 취소시 수수료 15%를 제외한 금액을 행사 종료 후에 환불해 드립니다. 
행사 시작 이후 취소시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문의 및 안내
138-736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산병원길 86 서울아산병원 
만성기도폐쇄성질환 임상연구센터
Tel: 02-3010-4652, Fax: 02-3010-4650
Website: http://www.copd-asthma.co.kr/Kor/
E-mail: copdkorea@naver.com

Map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 (4번 출구)에서 내려서 대중교통을 이용 
 몽촌토성역 (1번 출구)에서 내려서 도보(20분거리)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 

2호선 잠실나루역 (구 성내역) (1번 출구)에서 내려서 도보 (10분 거리) 
 잠실나루역 (구 성내역) (3번 출구)에서 내려서 대중 교통 이용(버스 4318번) 
 잠실역 (7번 출구)에서 내려서 대중 교통을 이용(버스 4318번) 

5호선 천호역 (9번 출구)에서 내려서 대중 교통을 이용(버스 4318번, 112-5번) 
 강동역 (1번 출구)에서 내려서 대중 교통을 이용(버스 112-5번) 

■병원 순환버스

극동APT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후, 풍납중학교 앞 병원 순환버스 이용
운행코스: 풍납중학교↔서울아산병원(동관 후문 버스 승강장)
운행시간: 평일-오전 8시 30분~오후 6시 30분(10분 간격) 토요일-오전 8시 30분~낮 12시 30분(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버스

4318사당역-이수역-고속터미널-압구정역-삼성역-신천역-잠실역-잠실나루역-서울아산병원-천호역(5~10분 간격)
112-5하남(소방서-하남우체국)-상일동-길동-천호동-영파여고-서울아산병원(10분간격)

- GOLD Update & OLD Debate

프로그램

3월 31일 (토)

09:00-09:20
인사말: 이상도 (만성기도폐쇄성질환 임상연구센터 소장)
축   사: 문화식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이사장)
          최병휘 (대한천식및알레르기학회 이사장)

Plenary Session I 

09:20-10:55 Overview of Chronic Obstructive Airway Diseases

09:20-09:45 Current status and future mission for chronic airway diseases in Asia 이상도, 울산의대

09:45-10:10 Update on Novel asthma therapies 2012 Michael Wechsler, U.S.A

10:10-10:35 Core issues of GOLD updated in 2011
Masaharu Nishimura, 
Japan

10:35-10:55 Coffee Break

Basic Course (Korean) Advanced Course  I (English)

10:55-12:15 GOLD Updated in 2011 10:55-12:15 Pathogenesis of COPD & Asthma

10:55-11:15 Definition, Diagnosis, and Assessment
윤형규,
가톨릭의대

10:55-11:15 Pathogenesis of COPD Don Sin, Canada 

11:15-11:45 Treatment options & stable COPD management 
신경철,
영남의대

11:15-11:35
Prostaglandin E2: Unexpected 
Regulator of Airway Remodeling 
and Antimicrobial Defense 

Marc Peters-Golden, 
U.S.A

11:45-12:00 Management of COPD exacerbation
임성철,
전남의대

11:35-11:55
Difficult-to-treat asthma: abnor-
mal vocal cord function

Philip Bardin, Australia

12:00-12:15 COPD comorbidities
이상엽,
고려의대

11:55-12:15 CT of COPD: Where we stand 서준범, 울산의대

12:15-13:30 Lunch 12:15-13:30 Lunch

Workshop (Korean) Advanced Course II (English)

13:30-14:50 간호·영양 (대강당) 폐기능·재활 (제 6세미나실) 13:30-14:50 Debates on Inhaled Bronchodilators

13:30-13:50 Nursing management of COPD 
in clinic

김선영, 서울아산병원

호흡재활

김영호, 서울아산병원

13:30-13:50 LAMA safety (Con) Sonal Singh, U.S.A

13:50-14:10 Management of COPD in home-
bound

신혜선, 신촌 세브란스병원

폐기능검사시 고려해야 될 사항

정정화, 한림대병원

13:50-14:10 LAMA safety (Pro) Ronald Dahl, Denmark

14:10-14:30 Tips for self management of 
COPD

김윤옥,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폐기능검사실 
운영 시스템

권철석, 서울아산병원

14:10-14:30 LABA safety (Con) Kirthi Gunasekera, 
Sri Lanka

14:30-14:50 Nutritional approach of COPD in 
clinic

강은희, 서울아산병원

폐기능검사실에 관한 질의 응답

권철석, 서울아산병원

14:30-14:50 LABA safety (Pro) Richard Loh, Malaysia

14:50-15:10 Coffee Break 14:50-15:10 Coffee Break

Plenary Session II 

15:10-16:50 Exacerbation & Severe Airway Disease

15:10-15:35 COPD exacerbations - overview & pathophysiology Wisia Wedzicha, U.K.

15:35-16:00 A hypothesis to phenotype COPD exacerbations by etiology Philip Bardin, Australia

16:00-16:25 Severe asthma 조유숙, 울산의대

16:25-16:50 Management of severe asthma: Think different! 박흥우, 서울의대

4월1일 (일)

Advanced Course 

09:00-10:00 Session I : Best & New Treatment in COPD & Asthma I 

09:00-09:20 Best treatment for COPD Don Sin, Canada 

09:20-09:40 Individualizing therapies for asthma Michael Wechsler, U.S.A

09:40-10:00 New treatment strategies for COPD Ronald Dahl, Denmark

10:00-10:15 Coffee Break

10:15-10:55 Session II : Best & New Treatment in COPD & Asthma II 

10:15-10:35 Optimizing Anti-Leukotriene Therapy for Inflammatory Airway Diseases
Marc Peters-Golden, 
U.S.A

10:35-10:55 Prevention for COPD exacerbation Wisia Wedzicha, U.K.

10:55 Closing

Interactive Course 

11:20-13:20 Poster Discussion Session: In-depth discussion on new topics in COPD & asthma

ANOLD Meeting (14:00~17:00)

14:00-15:20 1st Baseline Study

15:20-15:40 Coffee Break

15:40-17:00 2nd In-Depth Study

                           ※ 초록과 강연자 정보는 상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사전등록 바로가기

※ 연자를 클릭하시면 연자 CV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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