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PGA School 2021
17th Post Graduate Asthma School 2021
일

시 · 2021. 10. 2. (토)

진행방식 ·
평

온라인 컨퍼런스

점 · 4평점 (예정)

초대의 글

Invitation

안녕하십니까?
Post Graduate Asthma School (PGA School 2021)을 10월 2일(토)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PGA School은 천식과 호흡기 알레르기질환의 진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2004년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로 제
17회째로 맞이하며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천식 전문가들의 뜻깊은 소통의 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2020년에는 COVID-19로 황망하여 개최하지 못하고 넘어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PGA School 2021
심포지엄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천식 치료 지침과 중증의 천식, 만성부비동염 환자에서 좋은 치료효과를 보이
고 있는 Dupixent 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COVID pandemic 시대에 우리 알레르
기 전문의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지식의 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Post Graduate Asthma School 교장 박중원 올림

프로그램

Program

13:00-13:20 등록
13:20-13:30 인사말

박중원 PGA School 교장
장석일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회장
오재원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

축사
Session 1 천식 가이드라인(변화된 최근 가이드라인 소개)

좌장 : 조영주 이화의대 내과
이수영 아주의대 소아청소년과

13:30-14:00 성인

반가영 한림의대 내과

14:00-14:30 소아

김지현 성균관의대 소아청소년과

14:30-14:40 Q & A
Sponsored Symposium

좌장 : 지영구 단국의대 내과

14:40-15:10 Dupixent in asthma and chronic rhinosinusitis

박흥우 서울의대 내과

15:10-15:30 Coffee Break
Session 2 COVID-19와 알레르기질환의 관리/악화

좌장 : 이병재 성균관의대 내과
나영호 경희의대 소아청소년과

15:30-16:00 COVID-19 백신의 이상 반응

강동윤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

16:00-16:30 소아 천식과 COVID-19

양송이 한림의대 소아청소년과

16:30-16:40 Q & A
좌장 : 이상표 가천의대 내과
한만용 차의대 소아청소년과

Session 3 Year in Review
16:40-17:10
17:10-17:40

성인_알레르기 검사
(FeNo, exercise bronchial challenge test)
소아_알레르기 검사
(FeNo, exercise bronchial challenge test)

김수정 경북의대 내과
이 은 전남의대 소아청소년과

17:40-17:50 Q & A
17:50-18:00 폐회

사전등록

Registration

사전등록 안내
·평점 : 평점 4점 (예정)
* 전임의 이상은 참석이 가능하므로 병원에 알레르기 전임의 선생님 중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
참석 안내 부탁드립니다.
·사전등록 마감일: 2021년 9월 27일(월)
* 사전 등록만 진행하고 현장 등록은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전등록비 : 20,000원
·등록비 납부 :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 등록비 입금은 반드시 송금인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730290 /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사전등록 바로가기
사전등록은 위 링크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링크를 통한 사전등록이 어려우신 선생님들께서는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행사 사무국 메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강의 참여안내
- 온라인 접속 방식은 행사 이전 등록하신 선생님께 추후 개별 뉴스레터 발송 드릴 예정입니다

문의처
·PGA School 2021 행사 사무국┃위드인 최민석 차장
Tel. 02-6949-5333 E-mail. with@thewithin.co.kr
·사단법인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Tel. 02-745-4510

E-mail. kaf45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