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별납

서대문우체국

순천으로 오시는 길

Theme
Pivotal Drugs for Functional GI Disorders

2018

The 19th Recent Update of

Neurogastroenterology &
Motility Symposium

철도 이용시
•전라선 서울(용산)~순천 하루 왕복 22편,
서울 용산역 → 순천역(KTX) 3시간 12분 소요

항공 이용시
•김포~여수 하루왕복 16편
•제주~여수 하루왕복 2편
자가용 이용시
•수도권 동북부/남동부
		 경부고속도로 → 천안논산고속도로 → 익산완주고속도로 →
		 완주순천고속도로 → 순천만국가정원
•수도권 서북부
		 경부고속도로 → 천안논산고속도로 → 완주순천고속도로 →
		 순천만국가정원

2018. 5. 19(Sat) 13:30~17:30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실 때
리무진버스
요금│어른 7000원, 소인 4500원
운영시간│호텔(해운대) 방면 07:00~22:00,
공항 방면 05:18~19:58 / 25-30분 간격으로 운행

좌석버스│307번(호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부산역에서 오실 때

		 ① 서해안고속도로 → 평택제천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

지하철│지하철2호선 해운대역 하차, 3번 출구

		

천안논산고속도로 → 익산완주고속도로 → 완주순천고속도로 →

버스(해운대해수욕장입구 하차, 도보2분)│1003(좌석), 139

		

순천만국가정원

		 ② 서해안고속도로 → 당진대전고속도로 → 천안논산고속도로 →
		

익산완주고속도로 → 완주순천고속도로 →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오시는길
•여수공항 소요시간(승용차 이용 시) 20분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소요시간(승용차 이용 시) 10분
•순천역 소요시간(승용차 이용 시) 10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1 (도곡동 146-92)
TEL 02) 2019-3310 FAX 02) 3463-3882

•수도권 서남부

자가용 이용 시
서울방면│경부고속도로-부산톨게이트-원동IC-해운대방면수비사거리-동백섬 방향-호텔

예약안내

학회 참석 시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숙박을 원하시면 정상 가격에서
할인된 특가로 숙박 하실 수 있습니다(7월 2일, 3일에 한함).
숙박 예약은 및 문의사항은 신지은 과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1 (도곡동 146-92)

TEL 02) 2019-3310 / FAX 02) 3463-3882

(노보텔│H.P. 010-4148-7455)에게 연락 바랍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

INVITATION

2018 The 19th Recent Update of
Neurogastroenterology & Motility Symposium

2018 The 19th Recent Update of
Neurogastroenterology & Motility Symposium

PROGRAM

INFORMATION

Theme

안녕하십니까?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에서는 해마다 소화관 운동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하시는 석학들을 연자로 모시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Pivotal Drugs for Functional GI Disorders

•사전등록비
사전등록│10,000원 / 현장등록│20,000원

13:30-13:50 Registration
13:50-14:00 Opening Remarks

그 동안 18회에 걸친 심포지엄에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관심 속에 어느덧 제 19회 심포지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Session I Upper GI
14:00-14:25

박효진 (연세대)
좌장 : 류종선 (전남대), 박효진 (연세대)

김지현 (연세대)

양성자 펌프 억제제;
약제 별 특성과 처방시 주의사항

기능성 질환의 새로운 약제 및 치료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와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어느 해보다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 장소는 순천만 국가정원 내 위치한
컨퍼런스홀로써 순천의 아름다운 습지와 정원도 같이
즐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14:50-15:15

Prokinetics / Anti-Emetics -

정다현 (연세대)

박선영 (전남대)

위장 운동 촉진제와 항구토제

15:15-15:40 Coffee Break

Session II Lower GI and Others

소화기내과 과장

이정일

성

명

소

속

E-mail

/ Antidiarrheal 15:40-16:05 Antispasmodics
진경제와 지사제

김현수 (전남대)

or Antibiotics for IBS 16:05-16:30 Probiotics
과민성 장증후군의 유산균 또는 항생제 치료

박재준 (연세대)

팩스번호

HP번호
임현철 (연세대)

변비에 대한 하제와 새로운 분비 촉진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사전등록 신청서

좌장 : 최명규 (가톨릭대),
서종옥 (위앤장 서내과의원)

Laxatives /
16:30-16:55 New Secretagogue for Constipation -

감사합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TEL 02) 2019-3310 / FAX 02) 3463-3882 / E-mail YDIM@yuhs.ac

새로나온 약제 P-CAB 알아보기

(기능성 소화기질환의 약물 제대로 알기)”이며 소화기

•등록비 납부방법
등록계좌│우리은행 002-492826-61-000 (예금주)강남세브란스병원
•참가신청

Proton Pump Inhibitors -

14:25-14:50 New 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s -

“Pivotal Drugs for Functional GI Disorders

•사전등록 마감일
2018년 5월 15일(화) 까지

의사번호

agent in FGIDs 16:55-17:20 Psychotropic
기능성 소화기 질환에서의 향정신성 약제

박효진 (연세대)

17:20-17:30 Closing Remarks

김지현 (연세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1 (도곡동 146-92)
TEL 02) 2019-3310 / FAX 02) 3463-3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