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연수강좌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에 도움이 되는 Tip과 Update

2018. 9. 9. SUN.
09:00-16:00

평점
주최

강북삼성병원
신관 15층 대회의실

5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사전 등록 바로가기

모시는 글
존경하는 선생님들께,
무더운 여름에 안녕하신지요?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도와드리고
자 제1회 연수강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분만은 줄고 있으나, 자녀의 건강에 관한 부모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이용
한 정보 교환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시기입니다. 또한 의학의 빠른 발전에 따라 질환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절실히 요
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주제의 최신 지견을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성장과 성조숙증, 신생아 질환, 영아 혈관종,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청소년 복통, 흉통, 두통, 환절기에 많
이 호소하는 잘 낫지 않는 기침과 흉부 X-ray 감별법, 흔한 소아 안 질환과 귀 질환 등 평소 클리닉에서 많이 접하는 질
환을 중심으로 주제를 구성했습니다.
본 연수강좌가 여러 선생님들의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뜻 깊은 학술의 장이 되기
를 희망하며, 많은 참여와 호응을 부탁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고 연수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6일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심정연

사전등록 안내
등록방법_ 온라인등록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

사전 등록 바로가기

등록 홈페이지

https://membership.kbsmc.co.kr/symposium/ped/index.do

등록비 및 연수 평점_
전문의
20,000
30,000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공의
10,000
20,000

연수평점
5점

등록비 입금 계좌번호┃KB국민은행 260401-00-006429 (예금주: (의)삼성의료재단)
점심식사┃도시락 제공

주차장 이용┃강북삼성병원 주차장 (가능한 대중 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사전등록 마감┃2018년 9월 2일

문의처┃전화 02-2001-2528, 02-2001-2202 팩스 2001-1922 이메일 kangbuksamsungped@naver.com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29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프로그램

09:00-09:10

Welcome

09:10-09:40

1 개월 이하의 신생아 치료 시 놓치면 안 되요
- 신생아의 주의 질환

09:40-10:10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심재원

아이가 조숙한 것 같아요 언제 검사해야 할까요
- 성조숙증의 진단 및 치료 업데이트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동규

툭하면 배 아프다고 하는데 검사 해야 할까요
– 청소년들의 만성복통의 감별진단과 치료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박수경

10:40-11:00

Coffee Break

11:00-11:30

흉부사진이 폐렴이 아닌 것 같아요
- Answer for Chest radiography, find the clues?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영상의학과 함수연

10:10-10:40

11:30-12:00

잘 낫지 않는 기침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만성기침의 감별진단과 치료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심정연

혈관종 언제,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 영아혈관종의 최신치료와 다양한 소아빈혈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정혜림

12:30- 1:30

Lunch

13:30-14:00

머리가 자주 아픈 아이를 어떻게 진료해야 하나요
– 소아청소년 두통의 진단과 치료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덕수

12:00-12:30

14:00-14:30

소아 청소년의 귀 질환
– 중이염의 치료와 난청 및 수술적 치료 업데이트

14:30-14:50

Coffee Break

14:50-15:20

눈이 이상한데 안과에 가봐야 하나요
- 흔한 소아안과질환의 감별진단 및 치료

15:20-15:50
15:50-16:00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 장선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안과 한소영

가슴이 아프고 쓰러진 아이 괜찮을까요
– 흉통과 실신의 감별진단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곽지희

Closing

장소 안내

신관 15층 대회의실

강북삼성병원 신관 15층 대회의실

지하철_
5호선
2호선
3호선

서대문역 4번출구 (병원까지 도보로 5분 거리)
시청역 2번출구 (덕수궁 앞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독립문역 3번출구 (도보로 30분 거리) 1km

버스 _

서울역사박물관, 경교장, 강북삼성병원(01123)
B 간선

101, 160, 260, 270, 271, 273, 370, 470, 471, 601, 704, 710, 720, 721

B 간선

160, 260, 270, 271, 273, 370, 470, 471, 600, 602, 702A, 702B, 710, 720, 721

서울역사박물관, 경교장, 강북삼성병원(01122)
G 지선

7019

B 간선

160, 260, 270 , 271, 273, 370, 470, 471, 600, 702A, 702B, 703, 705, 710, 720, 721

일반

일반 1002

광화문, 금호아시아나본관 앞(01121)
서울역사박물관(경교장)
경희궁(01761)

공항

R 광역

공항 6002

2500, 9701, 9709, 9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