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무더워지는 날씨에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61회

제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소아청소년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

호흡기질환에 대한 이해와 진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
리고자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는 61회 연수

연수강좌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학교육이 질병 중심에서 환자의 증상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는 가장 흔한 호흡기 증상

호흡기질환 집중 탐구: 기초에서부터 임상까지

인 기침과 코막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부터 임상
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다학제 강좌를 준비하
였습니다. 그리고 흔한 질환이지만 때로는 조절이 잘 안

일시: 2019년 7월 14일(일) 08:50-15:30

되어서 치료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울 수 있는 중이염에
대한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장소: 삼성서울병원 지하 1층 대강당
평점: 5점(일반 4점, 필수 1점)

부디 참석하셔서 소아청소년 호흡기질환에 대한 최신지
견과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공부하고 강사와 함
께 서로의 의견을 쉽게 나누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교육이사

임 대 현

이 사 장

홍 수 종

회

박 강 서

프로그램

2019년 7월 14일(일) 삼성서울병원 지하1층 대강당

시 간

제

08:30-

등록

08:50-09:00

인사말

장

목

연 자

이사장 홍수종

Difficult to control: 중이염
09:00-09:20
09:20-09:40

강원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자경

중이염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자연 경과를 공부 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이염으로 의뢰된 환자 이렇게 치료 합니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신미용

올바른 항생제를 선택하고 내성균을 감별하고 다른 기저질환들을 확인하고 치료 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중이염으로 의뢰된 환자 이렇게 치료 합니다.
09:40-10:20
10:20-10:30

인제대상계백병원 이비인후과 최정환

비디오스콥 사용과 여러 가지 고막 질환을 확인하고, 보존적 치료와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수술 치료 합니다.

김자경 교수, 신미용 교수, 최정환 교수

패널 토의: 연자에게 직접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Coffee Break

10:30-10:50

호흡기 임상증상의 체계적 고찰: (1) 기침
기침 생리와 소아 기침의 특징
10:50-11:20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유진호

소아의 가장 흔한 호흡기 증상인 기침에 대하여 기초부터 임상까지 공부합니다.
특히 급성기침과 아급성 기침의 원인과 치료를 알아봅니다.

11:20-11:50

기침이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에도 조절되지 않을 때 고려해야 할 것과 검사해야 할 것에 대
하여, 특히 만성기침에서 감별해야하는 질환을 알아봅니다.

11:50-12:00

패널 토의: 연자에게 직접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서동인

유진호 교수, 서동인 교수
Lunch

12:00-12:40

호흡기 임상증상의 체계적 고찰: (2) 코막힘
12:40-13:10

소아알레르기호흡기 분과전문의: 코막힘의 원인을 알아보고 치료법을 알아봅니다.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정희

13:10-13:40

코골이가 심하고 수면호흡질환 환자를 어떻게 진찰하고 치료하는지를 알아봅니다.

동국대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강은경

13:40-14:10

비과 분과전문의: 코막힘으로 의뢰된 환자를 이렇게 진료하고 수술합니다.

14:10-14:20

패널 토의: 연자에게 직접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려대안산병원 이비인후과 이승훈

김정희 교수, 강은경 교수, 이승훈 교수

의협면허신고 필수과목 등록, Coffee Break

14:20-14:30

의협면허신고 필수과목
14:30-15:30

의료감염관리

15:30

폐회

등록안내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2019년 7월 14일(일) 08:50~15:30

교통안내

▶ 등록비

삼성서울병원 지하 1층 대강당

3
구 분

선등록

당일등록

정회원(연회비*기납부)

40,000원

50,000원

정회원(연회비*미납부)

90,000원

100,000원

비회원

90,000원

100,000원

전공의

10,000원

20,000원

남부순환로

대청역
중동고교

우성7차아파트

영희초교

대청초교
대청공원

두리약국

일원1동 주민센터
수서1단지아파트

농협

온누리우인약국

일원시장약국

19

일원목련공원

과천 방면

양재대로

육교

후문

삼성서울병원 사거리

서울밀알학교
정문

병원 정문 앞

양성자
센터

미래의학관
본관

별관

암병원

장례식장

중산고교

한국지역난방공사

*연회비-2019년도분(2019. 3. 1~2020. 2. 28): 50,000원

왕복초교

▶ 등록안내

일원역 사거리

신청마감일 : 2019년

7월 5일(금) 오후 5시
입금처 : 농협 317-0006-5233-81(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 사전등록신청서
성

명

수서 IC 방면

지하도

3

일원역
일원본동 주민센터

상록수아파트

일원새싹공원

주소: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

지하철
의사면허번호

3호선 일원역 1번 출구
3호선, 분당선 수서역 2번 출구

병 원 명
구

분

□ 정회원(연회비 기납)
□ 비회원

전문의 종류 □ 소아청소년과 □ 타과(

□ 정회원(연회비 미납)
□ 전공의
) 전문의 취득년도

E-mail

지선버스

• 삼성서울병원 사거리
4412, 3011, 강남06

• 병원 정문 앞

휴 대 폰
입 금 일

버스

3219, 3413, 강남01, 16, 6009(공항)
입금자 성명

등록비 입금 후 신청서를 kapard@kapard.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서울시 종로구 세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빌딩 1417호
Tel : 02-3276-2031, Fax : 02-3276-2032
E-mail : kapard@kapard.or.kr
*사전등록 후 불참석하시는 경우 향후 책자(우편)발송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사전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취소하시는 분에 한해서 등록비를 환불 해 드립니다.
*사전등록 기간 이후에는 등록비를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 일원역 사거리
3219, 3413, 4419, 강남01, 16

• 병원 정문
3219, 3413, 강남01

• 병원 후문
4412, 3011, 강남06

• 삼성서울병원 원내운행
강남01: 병원 대청역
삼성역 방향, 06:00~23:40

간선버스

• 일원역 사거리
4016, 402, 461, 333
광역버스

• 삼성서울병원 사거리
9407, 9507, 9607

• 병원 후문
9407, 9507, 9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