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TION

REGISTRATION
■

사전등록기간
2019년 8월 28일(수) 자정까지

사전등록마감일

* 등록상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 마감 후 현장등록은 진행하지 않으니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

등록비
구분

전문의

소아내분비학회 정회원·전공의

사전

60,000원

20,000원

소아내분비학회

*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소아내분비 전임의 등록비 면제
* 교재 및 중식 포함.

■

연수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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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안내

서울 용산구 청파로 20길 95 서울드래곤시티

1. https://forms.gle/WJTjZcT2tW14EHRSA 접속하여 등록

02-2223-7000

2. 학회 홈페이지(www.kspendo.or.kr)의 팝업 또는 게시글에서
등록버튼 이용하여 등록

2019. 9. 8. SUN 9:00~16:00

3. 2019 소아내분비학회 연수강좌 안내 메일에서 등록버튼 이용하여
등록
■

유의사항
1. 사전등록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위 세가지 방법 사용).
2. 등록 후 소속,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 변경의 경우 학회로 메일
(kspendo@gmail.com) 주시기 바랍니다.
3. 등록취소는 사전등록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등록비를 환불해 드리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용산역

1 호선 용산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신용산역

4 호선 신용산역

5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버스 이용시
가산/여의도 방면
신사/압구정 방면

400번

문의처

서울역 방면

505번

비디오 촬영 및 강의 녹취 금지

연수평점 5점

Topic

4. 주차는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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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드래곤시티호텔 한라룸(3F)

지하철 이용시

5012번

소아청소년 성장 평가 . 소아청소년 저신장의 치료 .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진료 가이드 . 사춘기 이상

대한소아내분비학회
Korean Society of Pediatric Endocrinology

2019

PROGRAM

소아내분비학회
연수강좌

08:30

등록

08:50-09:00

인사말
좌장: 김덕희, 이기형

GREETING

소아청소년 성장 평가
09:00-09:40

골연령 어떻게 판독하나요?

동아대학교병원 유재호

환자의 성장 평가에 중요한 골연령! 다양한 골연령 평가 방법을 비교하고 외래에서
흔히 사용하는 GP method의 연령별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골연령의 판독과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09:40-10:20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한소아청소년과

키가 작은 아이, 어떻게 상담할까요?

10:20-10:40

Coffee Break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진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
는 마음에 “'2019 소아내분비학회 연수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 저신장의 치료
10:40-11:20

이번 강좌에서는 2017년도 연수 강좌에서 보여주셨던 회원 여러분
들의 다양한 요구에 답하고자, 가장 이슈가 되는 저신장이나 성조숙
증에 대한 평가나 치료를 강의하는 것에 더해, 골연령의 판독, 특히
Greulich-Pyle Method의 연령별 특징과 골연령 판독 시 알아야 할

고려대학교병원 이영준

키가 작다고 외래에 방문하는 아이들을 위해 외래에서 할 수 있는 저신장의 평가와 원인에 따른 상담 방법을 설명합니다.

어떤 아이들이 성장호르몬 치료를 하나요? 성장호르몬 치료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알고 싶어요.

11:20-12:00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생활 습관을 알려주세요.

12:00-13:00

Lunch
좌장: 양세원, 김호성

대한 강의를 준비하였고, 최근 학교 건강검진을 통해 많이 의뢰되는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진료 가이드

비만과 고지혈증 소아청소년에 대한 진단기준, 평가와 약물 치료에

13:00-13:40

본 연수 강좌에서는 소아내분비질환에 대한 증례 중심의 강의뿐만

13:40-14:20

이상지질혈증,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14:20-14:40

사춘기 이상
14:40-15:20

에 소아청소년과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

신 충 호

가슴에 덩이가 만져져요. 성조숙증인가요?

원광대학교병원 이경희

성조숙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이들의 사춘기 발달에 대해 보호자들에게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정상 사춘기 발달 과정과 남녀 신체 진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성조숙증의 평가와 원인들에 대해 증례중심으로 알아봅니다.

소아내분비질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최신 의학적 지식을 공유하
고, 환자 진료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번 연수 강좌

서울대학교병원 김지영

Coffee Break

는 ‘영양 상담 가이드’를 외래 진료 보조 자료로 만들어 강의안과 함
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림대학교병원 황일태

비만과 이상지질혈증 소아들의 식단 관리 많이 어려우시죠?
외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양 상담 가이드'를 제공하고, 이해하기 쉬운 식이 상담법을 알아봅니다.

아니라, 외래 진료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
에 대한 보조 자료’와 비만이나 고지혈증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최신 진료 가이드 - 약물치료
최근 비만과 더불어 이상지질혈증 소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아들의 이상지질혈증의 진단 기준, 평가나 치료는 성인과 다릅니다.
소아청소년에서 이상지질혈증의 평가와 약물 치료 요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문 영양사를 모시고 비만이나 고지혈증 아이들에게 외래에서 교육할
수 있는 영양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병원 남효경

바른 성장을 위한 운동과 수면에 대하여 알아보고, 외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점에 대해 강의합니다. 또한 바른 성장을 위한 수면이나 운동 방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쉽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

인하대학교병원 이지은

성장호르몬 치료는 정확한 적응증과 부작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성장호르몬 치료에 따른 효과 판정과 장기적 합병증 여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5:20-16:00

성조숙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호르몬 주사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성조숙증은 저신장과 조기 초경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조숙증 치료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성조숙증 치료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장기적인 합병증 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16:00

맺음말

차의과대학병원 유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