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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내분비학회
연수강좌
2019. 9. 8. SUN 9:00~16:00
서울드래곤시티호텔 한라룸(3F)
연수평점 5점
08:30

등록

08:50-09:00

인사말

·

좌장: 김덕희, 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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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40-10:20

키가 작은 아이, 어떻게 상담할까요?

고려대학교병원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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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10:40

Coffee Break

소아청소년 저신장의 치료
10:4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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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학교병원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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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2:00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생활 습관을 알려주세요.

고려대학교병원 남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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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13:00

Lunch
좌장: 양세원, 김호성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진료 가이드
13:00-13:40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최신 진료 가이드 - 약물치료

한림대학교병원 황일태

최근 비만과 더불어 이상지질혈증 소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아들의 이상지질혈증의 진단 기준,
평가나 치료는 성인과 다릅니다. 소아청소년에서 이상지질혈증의 평가와 약물 치료 요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3:40-14:20

이상지질혈증,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병원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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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14:40

Coffee Break

사춘기 이상
14:4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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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0-16:00

성조숙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호르몬 주사에 대해 알고 싶어요.

차의과대학병원 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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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