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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 아니라

Three Tips for Highly

평범한 사람을 교육시켜 최고의 인재로

Effective Presentation

키우는 게 우리의 핵심역량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이준행

- 교원그룹 (구몬, 빨간펜) 장평순 회장 -

Rise and fall… and rise again

Successful presentation is
is…

Creative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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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는 프리젠테이션의 영웅이다.
Spectrum of presentation

프리젠테이션은 다양하다.
다양하다

보고서형

Steve Jobs 형

One more thing…

Steve가 정답은 아니다.

Smart

Simple

Professional

1
Be professional

1.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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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
(1) : AGA
바렛식도의
Chicago
내시경적
Workshop
진단
• 바렛식도의 내시경적 진단을 위한 식도위접합부
Nature of Subgroup
위주름근위부로 판단하는evidence
것이 일반적
support
이다. 단 공기를 최소한으로 주입하면서 관찰을
Endoscopy with multiple systematic biopsies is
하여야
한다.
III
A
needed to establish the diagnosis of BE
• Palisade zone의 원위부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The proximal
있다. margin of the gastric folds is a
IV
C
reliable marker for the gastroesophageal junction
• 바렛식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권고
The use
of techniques
such as
chromoensocopy,
안에
따른 충분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magnification endoscopy, light-induced
• Ultrashort
segment
Barrett esophagus와
fluorescent
endoscopy,
and spectroscopy
III 같이 매
A
우is짧은
바렛식도의
currently
of unproven
utility for진단기준과
the detection of임상적 의의에 대
intestinal
metaplasia
or
dysplasia
한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Statement
의 기준은

320

268

52

Sharma P. Gastroenterology 2004;127:310-330

Kim.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2009;38:68-74

2. What is your

STORY?

암의심 병소의 첫 조직검사 음성의 전략
- 내시경 육안소견이 가장 중요하다

암 의심

6-12
2달 후
개월 후 내시경
내시경

즉시
수술
조직검사 ESD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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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이 암입니다. 즉시 재검 하십시오.
혹시 암일지 모르니 재검 하십시오.
조금 이상하니 재검 하십시오.
재검 하십시오.

1.3% (8/594)

김영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2009;38:188-192

2nd Bx: mucinous adeno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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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 simple

Too much

slides will kill you
you.

발표자료 분량 결정을 위한 가이드
• Three slides, three points.
• I like to see it in three slides.
slides
• If…, we’re not going to get to the answer.

• 1분당 PowerPoint 1-2 화면
• 한 화면에 한 주제
• 한 화면에 maximum 7줄

http://www.nytimes.com/2009/05/10/business/10corner.html?_r=1

Too much information will
kill your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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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re cure rates with PPI triple therapy relatively
low in the United States ?
• Cure rates for Hp infection are lower in the US than in Europe.
•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presence of cag-A is associated with a
higher cure rate than its absence.
• Methods
regimen : PCA or PCM
cag-A status : PCR using three primer sets
• Results : The cure rate among cag-A positive Hp was on average 34%
greater than among cagA negative PUD patients (p<0.001). The odds
ratio for cure comparing cagA positive and cagA negative was 4.76
(95% CI = 1.95 to 11.93).
• Conclusion: cagA status is a major factor in determination of the
eradication rates with PPI-triple therapy in the United States.
Bochenek WJ, USA (#2980)

배경

강조

사진

Design
g

or

Resign
g

- Magaret Thatcher -

One More Thing
Thing…

One More Thing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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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ophageal adenoca in Korea
- a single center experience

Esophageal adenoca in Korea
- a single center experience

Son. Korean J Intern Med 2001;16:250-253

Son. Korean J Intern Med 2001;16:250-253

2. 강조 - Take home message

Take home message

• In Korea, Barrett’s adenocarcinoma is not a big

• In Korea, Barrett’s adenocarcinoma is NOT a

clinical problem yet.
• Long-segment
g g
Barrett’s esophagus
p g is still
uncommon.
• Histological confirmation of goblet cell
metaplasia is necessary to make the diagnosis
of Barrett’s esophagus.

big clinical problem yet.

• Histological confirmation of goblet cell
metaplasia is necessary to make the diagnosis
of Barrett’s esophagus.

저널 website에서 받은 사진인데…

Barrett’s adenocarcinoma

is not
a big clinical problem in Korea.
Gasiorowska. Am J Gastroenterol 2009;104:2005-13. Epub 2009 Ju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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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을 구한 후 Photoshop에서
고해상도로 불러온 이미지

3
Be smart

Gasiorowska. Am J Gastroenterol 2009;104:2005-13. Epub 2009 Jun 2

1. 어떤 모임, 어떤 청중인지 생각하자.

청중

제목

주인공

2. 앞 뒤 제목을 생각하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제 45회 세미나
C-IV. 위암: 당신도 놓칠 수 있다!
1. 양성 궤양 같은 위암 - 지삼룡 (인제의대)
2. 보만 4형 진행성 위암 - 정현용 (충남의대)
3. IIb형 위암과 미소 위암 - 이준행 (성균관의대)
4. 맹점에 위치한 위암 - 조윤주 (을지의대)

3. 주인공을 생각하자.

You
ou !
Not Power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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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Q1. 갑자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α
Current Trend off H. pylori
Eradication in Korea

Questions

Jun Haeng Lee. SKKUSOM

1/2
• 매우 광범위한 강의 제목
• 계속되는 길고 지루한 강의

아주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기도 한다
- False sense of safety

• 시간 지연
• 외국인 연자 대기
•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헬리코박터균을 없애고 난 후 20년 동안은 내시경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위암 발생을 90% 이상 줄일 수 있어 현재
는 헬리코박터균 제거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유전자 변환을 통해 마시는 치료제가 개발되면 위암은 사
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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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차 제균 치료 후 UBT 음성률

Be flexible
79.3% (1174/1480)

Q2. 넓은 강의 제목을 받았는데요?
• 위암의 병태생리
• 위암의 진단과 치료
• GERD의 진단
• 내시경 검사시 우발증과 주의사항

제목 < 내용

• Current trend of Helicobacter eradication in
Korea

Q3. 한 분야에 집중할 수 없을 때는?
• 헬리코박터 감염의 extra-gastric manifestation
• GERD의 extra-esophageal manifestation
• GERD와 헬리코박터 감염의 관련성
• IBD의 역학
• IBD의 neuropathophys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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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영어, 우리말을 섞어도 좋습니까?

Vector image
• 선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Bitmap
(=rastor)와 vector.
• 격자구조로 이루어진 bitmap에서는 해상도라는
개념이 필수적이다.
• Vector는 확대하여도 격자구조가 발생하지 않는
다.

Q5. 도움이 되는 책은?

Q6. 도움되는 internet site는?

발표 당일에는

Take home message

• 1시간 전에 도착한다.

1. Be professional

• 현장 preview

2. Be simple

• 주변을 둘러본다.
둘러본다 청중은 누구인가?

3 Be smart
3.

• 좌장과 인사한다.
• 눈을 감고 생각한다. 내가 말할

3 가지

Be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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