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4점
없음

신한은행 110-452-206878 ( 예금주 : 김내유)
문의처 042-611-3095 을지대학교병원 내과의국 ※ 오후 3시까지 연락주세요

※ 사전등록의 경우 입금하신 후
사전등록 신청서를 메일 및 팩스로 꼭 보내주세요.
※ 사전등록 후 학술대회 불참시 연수평점 및
학회참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등록비 환불불가)

사전등록 신청서

의사면허번호 :
병(의)원명 :

연락처 :
※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사람

성명 :

보내는 사람

3523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을지대학교병원 내과학교실

등록비 입금계좌

2016년 대전충남지회

전공의·의대생

소 을지대학교병원 3층 범석홀

2만원

연수평점

▶장

현장등록

최 대한내과학회 대전 충남지회
을지대학교병원 내과학교실
▶ 평 점 대한의사협회 4점

개원의·전문의

사전등록

▶주

등록비 (무료주차)

2016년 7월 2일 (토)

※ 송금은 반드시 본인 성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지대학교병원

Email euljimed@paran.com
Fax 042-611-3175

시

사전등록 마감기한을 지켜주십시오

▶일

찾아오시는 길

사전등록 사전등록은 준비관계상 6월 24일(금)까지
송금 완료된 경우로 제한합니다

을지대학교병원 내과개원의 연수강좌

사전등록

2016년 대전충남지회
I N V I TAT I O N

을지대학교병원
내과개원의 연수강좌

일 시

2016년 7월 2일(토)

장 소 을지대학교병원 3층 범석홀

" One man with courage makes a majority. "
( " 용기있는 한 사람이 다수의 힘을 갖는다. " )
- Andrew Jackso

존경하는 원장님, 어려운 의료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15:00 ~ 15:10

을지대학교병원 내과과장 정경태

개회사

좌장 한빛내과 이두용, 을지대학교병원 한민수
패널
한솔내과 한표성, 하나로내과 서지원

Session 1.

근화내과 김근화, 배사랑내과 정준용

환자진료에 전념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5:10 ~ 15:40

견여반석 (堅如盤石)

소화기 백일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을지대학교병원 내과에서는 많은

15:40 ~ 16:10

만성 C형 간염의 최신치료지침

소화기 장지웅

발전과 변화가 있었으며 저희에게 보내주신 선생님들의 기대와

16:10 ~ 16:40

COPD에서의 triple therapy

호흡기 조용선

성원에 보답하고자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패널토론

새로운 진단법의 최신변화 및 새로운 임상연구 결과는 일선에서

좌장 고려내과 김상섭, 을지대학교병원 박강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지속적인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수강좌에서는 최신 임상

패널

Session 2.

연구결과의 분석 및 다양한 질환의 진단법과 치료제의 최신 지견

16:40 ~ 17:10

여성 생애전환기에서 골다공증 치료

등의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17:10 ~ 17:40

요오드 섭취와 갑상선 질환

17:40 ~ 18:10

수면장애의 이해와 치료

바쁘시더라도 직접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활발한
질의, 토론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속편한내과 이봉수, 씨티내과 이성훈
방도석내과 방도석, 삼성행복한내과 김명훈

류마티스 임미경
내분비 홍준화
정신건강 이창화

패널토론

연수강좌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 환자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는 연수강좌가 보다

18:10 ~ 18:30

Coffee break

알찬 학술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좌장 둔산속편한내과 윤상정, 을지대학교병원 정경태

부탁드립니다.

패널

Session 3.

을지대학교병원 내과과장 정 경 태

쾌유내과 최우석, 공주의료원 고 훈
청주효성병원 유연표, 공주현대병원 황규엽

18:30 ~ 19:00

심장세동과 새로운 항응제인 NOAC 사용의 실제

심장 강기운

19:00 ~ 19:30

부종

신장 김정호

19:30 ~ 20:00

New resuscitation guideline
패널토론

응급의학 이장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