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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BVP Symposium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는데 한국수의임상포럼(KBVP)이 정식 출범한지 벌써 4년이 되
었습니다. 국내 수의임상분야, 특히 반려동물 분야의 변화 속도가 빠른 것을 실감하고 있
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 수의 의료기술의 발전, 유수의 국제학회 개최, 바이
오 분야의 성장으로 수의학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수의 전문의 과정
의 준비 및 설립 움직임은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단계에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의임상분야 수의사들의 사명감과 희생 그리고 노력의
집합 일것입니다.
이에 KBVP도 수의임상분야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 2019년 3월에는 “OneHealth”를 통한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 증대 학술행사와 수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된 실습중심의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 전문적이고 통합수의
의료전문성 확보를 위한 “부신(adrenal gland)”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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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KBVP가 2019년에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문적이고 통합된 수의의료지식
과 더불어 수의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
길 바랍니다. 가내 두루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KBVP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한국수의임상포럼은 ‘전국 어디서나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수의사에게 양질의 진료를 받
을 수 있도록 한다.’ 라는 사명 하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실현 하기 위해 '진료표준화',
'진료기술 향상', '소통기술 향상', ‘수의사와 보호자 간의 올바른 관계정립’, ‘One-Health &
One-Medicine 전파’를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에는 One-Health를 중심으로 근래 이슈가 되는 주제 하나를 선정해 심포지
엄 형식으로 수의사, 의사, 환경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며, 주제에
대한 상호관계와 문제에 대한 탐구 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제안을 도출
하고자 합니다.
매년 하반기에는 특정 장기에 대한 심화학습을 목표로 해부, 생리, 병리, 영상진단, 내과,
외과 등 장기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장기중심의학에 근거한 심포지엄
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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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대표적인 내분비 장기인 ‘부신(adrenal gland)’을 집중 조명합니다. 중년 이
상의 개에서 부신피질기능항진증(쿠싱)과 중년의 개에서 부신피질기능저하증(애디슨)은
대표적인 개의 부신의 질환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알도스테론항진증이라는 새로운 내분
비 이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호르몬 검사와 영상의학의 발달 및 호르몬 조
절을 위한 다양한 치료 약물의 개발로 부신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반려동물 임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신질환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Dr. Patty Lathan과 Dr. Takuo Ishida 및 관련분야 최고의 국내외 전문가들을 연자로 모셨
습니다. 이번 부신의 날(Adrenal Day)을 통해 부신에 대한 최신 지식 뿐만 아니라 부신 이
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료표준 가이드라인을 도출해 이를 국내 뿐만 아니라 아
시아 전체에 전파하고자 합니다. 2019년 KBVP에서 준비한 학술프로그램을 통해 OneHealth와 장기중심의 통합적인 임상지식 모두를 깊이있게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
랍니다.

JBVP 회장 인사말

This type of seminar may look unfamiliar to many of you, but this
is the new trend of medical education. These days, veterinary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mostly organ-based and
problem-based. This seminar is a typical organ-based teaching.
Medicine or veterinary medicine, whoever the patient is, is the art
and science to diagnose and treat disease. Therefore, the target
is clinical medicine. On the other hand, the structure of education
in the old world is well separated into basic science and clinical
medicine. There is no basic or applied, and our only goal is clinical
medicine. The basic veterinary science is for clinical veterinary

Ishida, Takuo
JBVP President

medicine. For these reasons, current veterinary medicine is
taught in an integrated manner, but not in an old fashioned basic
first, clinical next manner. The only classification method we
employ is not basic and applied, but based on organs. In this
way, one coordinator, preferably a clinical person, plans all the
lectures necessary to accomplish good diagnosis and treatments
for disorders of one particular organ. Therefore, the goal is clinic.
Basic science is not for basic, but for clinical medicine. Then,
anatomy, physiology, pathology lectures are first lined up, and
then, clinical pathology, internal medicine, imaging and surgery
lectures follow. All of them are for a single organ. So this time, all
the lecturers from the basic and clinical fields get together just for
discussing the single organ, the adrenal. At schools, this organbased teaching may take long, but this time you can learn everything about canine and feline adrenal diseases within one day
and in a single room.
Please enjoy the future veterina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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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후 등록비용 입금

장

소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룸

접 수 링 크 : https://hoy.kr/aPVvg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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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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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3일 프로그램

KBVP Symposium on Adrenal Gland
e
Tim

Lecture

07:30

Speaker

Title/Institute

Country

Registration

07:40

Speakers’ Pre-meeting Reception with Coffee

All Speakers

08:30

Welcome Remarks

Prof. Oh, Tae-Ho

Chairman of KBVP

08:40

Anatomy and Histopathology

Prof. Kim, Yongbaek

Seoul National

09:00

Endocrinology

Korea

University
Coffee Break

09:20
09:30

Addison’s Diagnosis and Treatment

10:20

Atypical Addison’s Disease

Prof. Lathan, Patty

Mississippi State

USA

University
Coffee Break

11:00
11:10

Cushing’s Diagnosis in Dogs

Dr. Ishida, Takuo

President of JBVP

11:30

Discriminating Canine Pituitary from Adrenal Tumor Cushing’s

12:00

Q/A

12:30

Lunch Box Setting

12:50

Lunch Seminar-1

Lee, Keunwoo

Branch manager of Shinhan Life

13:10

Lunch Seminar-2

Dr. Kim, Hyunwook

Director of HAEMARU Animal Hospital

13:30

Medical Management of Canine Cushing’s

Dr. Ishida, Takuo

President of JBVP

Japan

14:00

Cushing’s Syndrome in Cats (Cats are NOT small dogs!)

Japan

Coffee Break

14:30
14:40

Hyperaldosteronism in Dogs and Cats

Dr. Ishida, Takuo

President of JBVP

Japan

14:55

Cortisol Precursor Disorder

Prof. Lathan, Patty

Mississippi State

USA

15:10

Pheochormocytoma

15:25

Adrenal Incidentaloma

University

Coffee Break

15:40
16:00

Radiography and Ultrasonography of Normal Canine and Feline Adrenals Prof. Choi, Jihye

Chonnam National

16:20

Ultrasonography of Abnormal Canine and Feline Adrenals

University

16:40

CT, MRI and PET Scans of Adrenals in Dogs and Cats

Korea

Coffee Break

17:00
17:10

Anesthesia, Pre-surgical & Post-surgical Management

Prof. Lee, Inhyung

17:30

Adrenalectomy

Dr. Sutthiprapa, Wijit Kasetsart University Thailand

17:50

Panel Discussion

All Speakers

18:30

Closing Remarks

Dr. Kim, Hyunwook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of KBVP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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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Adrenal Gland Symposium

Patty A. Lathan, DVM, MS, DACVIM
• Associate professor, Small Animal Intermal Medicine,
Department of Clinical Sciences,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United States
• President, Society for Comparative Endocrinology, United States
Her primary interest is endocrinology, specifically the management of adrenal
disease and diabetes mellitus. She has published several articles and book
chapters, given lectur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ly, and
currently serves as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for Comparative Endocrinology.
Her students also publish educational endocrine music videos as an assignment
for her elective, and those can be viewed on her YouTube channel.
Addison’s Diagnosis and Treatment
Identifying and Treating Dogs with Atypical Addison’s
Cortisol Precursor Disorder
Pheochromocytoma
Non-functional Adrenal Gland Tumors

Takuo Ishida, DVM, PhD, Diplomate JCVP
•
•
•
•

President, Japanese Board of Veterinary Practitioner
President, Japanese Veterinary Cancer Society
President, Japanese Society of Feline Medicine
Medical Director, Alaska Animal Hospital, Toyko, Japan

Cushing’s Diagnosis in Dogs
Discriminating Canine Pituitary from Adrenal Tumor Cushing’s
Medical Management of Canine Cushing’s
Cushing’s Syndrome in Cats (Cats are NOT small dogs!)
Hyperaldosteronism in Dogs and Cats

Wijit Sutthiprapa, DVM, MS, Diplo TSVS
• Head, Surgical Department
• Assistant Director
• Vice Director
Kasetsart University Veterinary Teaching Hospital, Bangkok, Thailand
Surgical Preparation
Instrument Needed
Surgical Technique (Laparotomy)
Post Operative Care

강사

Adrenal Gland Symposium

Jihye Choi, DVM, PhD
• Associate professor, Veterinary Medical Imaging,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Director, Animal Medic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Dr. Choi has published more than 60 papers in international journals, presented
35 scientific abstracts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authored 4 books.
Dr. Choi is working on research projects about perfusion changes in pancreatitis
and provides diagnostic imaging service in CNU Veterinary Teaching Hospital
and also remote interpretation to local veterinarians.
Overview of Diagnostic Imaging of Adrenal Diseases
Advanced Diagnostic Imaging for Adrenal Diseases
Contrast Enhanced Ultrasonography of Adrenal Diseases
Role of Diagnostic Imaging for Atypical Cushing

Inhyung Lee, DVM, MS, PhD
• Professor, Veterinary Anesthesiology and Pain Management,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Seoual National University, Korea
• Vice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for Buiatrics
Anesthetic Procedures of the Patients with Adrenal Diseases including
Hyperadrenocorticism (Cushing’s Syndrome), Hypoadrenocorticism (Addison’s
Disease), Feline Hyperaldosteronism (Conn’s Syndrome) and Phaeochromocytoma

Yongbaek Kim, DVM, MS, PhD, Dipl. ACVP
• Professor, Veterinary Clinical Pathology,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Seoual National University, Korea
Dr. Kim is a diplomate of the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Pathologists, and
currently a professor of Veterinary Clinical Pathology at the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Dr. Kim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BS and MS, and completed the PhD and residency combined program in
the Veterinary Pathology. After 3 years of post-doctoral training at the National
Toxicology Program, he worked as a tenure track faculty of Veterinary Pathology
at the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Since moving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1, he is working on research projects about
molecular carcinogenesis and diagnostic medicine, and provides diagnostic
service for SNU VMTH and local veterinarians.

행사 등록비
Adrenal Symposium

수

Early-bird 조기등록

의

사

200,000원

One-site 현장등록
가

옵

참

120,000원

160,000원

~ 2019.9.30

추

대학원생(풀타임)/학부생

션

Meet-the-Experts : 추가 250,000원 (심포지엄 등록비 별도)

고

Meet-the-Experts 는 강사분들과의 저녁 식사 미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10명)

후원 프로그램
항목
Prime Sponsor

주요 제공 내용
•모든 제작물 제1로고

금액

마감일

20,000,000원

~ 2019. 9. 13

10,000,000원

~ 2019. 9. 13

•‘KBVP & OOO Symposium’ Title 제공
•광고4페이지(전자프로시딩)
•리셉션에 테이블 또는 장소 제공
•수의사 무료등록 5인
•휴식시간 동영상(5~10분) 1회 상영
•런치세미나 우선권(20%할인)
Main Sponsor

•모든 제작물 제2로고
•광고 2페이지(전자프로시딩)
•리셉션에 테이블 제공
•수의사 무료등록 3인
•휴식시간 동영상(5~10분) 1회 상영
•런치세미나 차등 우선권(10%할인)

Sub-Main Sponsor

•모든 제작물 제3로고

5,000,000원

•광고 1페이지(전자프로시딩)
•수의사 무료등록 2인
Lunch Seminar

•15분 업체 특강(강사비 제외) 또는 동영상 상영

3,000,000원

Reception Sponsor

•심포지엄 전 기업 스폰 명시한 케이터링

2,500,000원

•스탠딩 테이블에 업체명, 제품 디스플레이
Video ad

•커피 브레이크 동영상 상영(10분내외)

Print ad

•전자프로시딩

Lunch box

•후원 참여 기업에 한함, 1인당

1,500,000원
600,000원
85,000원
VAT 별도

Prime Sponsor

Main Sponsor

Sub-Main Sponsor

Partcipation
Health
and
Medicine

Shinhan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