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안내

등록안내
■ 등록신청서
성

명

전문의(

), 전공의 (

)

소속(병원)
근무처 주소

골건강
심포지움

위

의사면허번호
전문의번호
휴대폰번호
E - m a i l
입 금 일 자

(입금자명:

)

지하철
전공의

사전

40,000원

20,000원

현장

50,000원

20,000원

■ 등록안내
마감일
   2019년 3월 10일(일) 24:00

6호선 안암역 1번 출구 도보(3분 소요)
1호선 제기역 2번 출구 마을버스(1212) 이용(5분 소요)
			

1호선 신설동역 1번 출구 마을버스 이용(10분 소요)
			

●

●

등록방법
- 사전등록은 아래 송금 구좌로 입금 후 참가신청서를 E-mail (kspendo@
gmail.com) 또는 Fax (02-3471-42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버스
지선버스
• 고대이공대(고대병원/응급실) 하차
		

1212, 1111, 04

간선버스
• 고대이공대(고대병원/응급실) 하차
273

IE

TY

Tel: 02-3471-4268, Fax: 02-3471-4269, E-mail: kspendo@gmail.com

- 고대병원 하차

OC

문의처
대한소아내분비학회사무실 조주연

평점: 6평점

- 고대병원 하차

KOREAN S

●

등록비 입금계좌
하나은행 142-910011-69904 (예금주: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장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유광사홀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 출구 마을버스 이용(10분 소요)

- 전공의 등록을 포함하여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명을 동시에 등록하시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한 번에 제출
하셔도 됩니다.

- 고대병원 응급실 하차

일시: 2019년 3월 16일(토)

NOLOGY

전문의

C RI

구분

DO

■ 등록비

OF

EN

직

P E D I A T RI

C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인사말

프로그램

아직은 춥지만 꽃이 기다려지는 계절에 인사드립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는 이번에 골건강 심포지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Time

09:00~09:10

http://www.kspendo.or.kr

Title

I. 정상 골발달
Peak bone mass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진료 영역에 상관없이 소아

09:50~10:30

골량의 획득과 유지(성인기부터 노년기)

청소년에서의 정상 골발달, 저골밀도 환자의 검사와

10:30~10:40

해석, 저골밀도 위험 질환, 골밀도 향상 방법과 치료

II. 저골밀도 의심 환자에서의 검사와 해석의 실제

원자력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중섭
대한골대사학회, 인하의대 내분비내과 홍성빈

Break

10:40~11:20

DXA의 원리와 해석

소아청소년의 진료를 담당하고 계신 모든 소아청소년과

11:20~12:00

DXA로 평가하는 소아의 저골밀도

학회 및 분과 학회 회원분들, 개원의사분들, 소아청소년

12:00~13:00

골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 소아청소년을 위한

III. 저골밀도의 위험이 높은 질환과 약제에 관하여

골건강 진료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좀 더 향상된 의료를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신충호

인사말

09:10~09:50

등에 대하여 관련 학회 간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Speaker

대한골대사학회, 경희의대 핵의학과 김덕윤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조원경

점심식사

13:00~13:30

Primary osteoporosis and osteoporosis caused
by endocrine diseases in pediatric population

성균관의대 소아청소년과 조성윤

13:30~13:45

Bone health in children with gastrointestinal,
hepatic, pancreatic diseases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양혜란

관련 학회와 협동으로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골건강

13:45~14:00

Bone health in pediatric patients with epilepsy
or neuromuscular diseases

대한소아신경학회, 부산의대 소아청소년과 고아라

진료지침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4:00~14:15

CKD-mineral and bone disorder

대한소아신장학회, 울산의대 소아청소년과 이주훈

다가오는 환절기에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14:15~14:30

Bone heatl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cancer

골건강 심포지움이 지식 공유와 의견 교환의 소중한

14:30~14:40

질의응답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석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4:40~14:50

Break

소아청소년에게 제공하고, 각 학회 및 개원의사분들
모두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기에
이번 심포지움을 통하여 정리된 내용을 발전시켜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원자력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준아

IV. 골건강 향상 방법

감사합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 신충호

14:50~15:20

Conservative management in bone health

고려의대 소아청소년과 남효경

15:20~15:50

소아에서 bisphosphonate 치료의 적응증과 효과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권아름

15:50~16:20

골다공증 치료약제의 이해와 활용

16:20~16:30

골건강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제안

대한골대사학회, 연세의대 내분비내과 이유미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학술이사, 경희의대 소아청소년과 심계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