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별납

서울마포우체국

오시는 길

2017 강북삼성병원

제8회 당뇨혈관센터
교육자 심포지엄
문의처
2017년 3월 19일(일)
강북삼성병원 신관 15층 대회의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29 강북삼성병원 당뇨혈관센터
·전화: 02) 2001-2777
·팩스: 02) 2001-1588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29
전화: 02) 2001-2777, 팩스: 02) 2001-1588,
이메일: kbsamsung0@naver.com

강북삼성병원 당뇨혈관센터

·이메일: kbsamsung0@naver.com

연수평점·대한의사협회 5점, 당뇨병교육자 5점,
대한운동사협회 15점
등 록 비·사전등록 3만원, 당일등록 4만원

2017 강북삼성병원 제8회 당뇨혈관센터 교육자 심포지엄
2017년 3월 19일(일)

초대의 글

강북삼성병원 신관 15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08:30~08:50
08:50~08:55
08:55~09:00

안녕하십니까?
2017년 정유년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환자진료에 힘쓰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는 3월 19일 저희 강북삼성병원 당뇨혈관센터에서는 제 8회 당
뇨혈관센터 교육자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생활패턴에 맞춘 혈당, 식사, 운동 관리에 대한 실
제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혈
관검사 및 치료방법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의가 있을 예
정입니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임신성 당뇨병에 대한
다양한 관리 방법들, 그리고 지방간, 치매 및 우울증과 같이 당뇨병
과 연관된 질환들에 대한 흥미로운 세션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선에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당뇨병 환자를 진
료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데 조금이나

등록안내
등 록
축 사
개회사

I .사례중심의 Pattern management

박성우(한국당뇨협회 회장, 강북삼성병원),
김은미(강북삼성병원)

09:00~09:20
09:20~09:40
09:40~10:00
10:00~10:15
10:15~10:35

심강희(서울삼성병원)
최진선(강북삼성병원)
이종영(강북삼성병원)

생활패턴에 맞춘 똑똑한 혈당관리
식사패턴에 따른 당뇨병 환자의 식사관리
질환마다 다른 유용한 운동 방법
Q&A
Coffee Break

II. 임신성당뇨병 쉽게알기

보다 저희 센터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당뇨혈관센터장 박성우

▶ 등록비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개원의 및 전공의,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사회복지사, 기타

30,000원

40,000원

▶ 사전등록 마감일 :

2017년 3월 16일(목)

▶ 연수평점 : 대한의사협회 5점, 당뇨병교육자 5점, 대한운동사협회 15점
▶ 사전등록 안내

· 등록비 입금 후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홈페이지

(https://membership.kbsmc.co.kr/symposium/dmbest/index.do)를
통해서도 온라인 사전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원영(강북삼성병원)
박미란(강북삼성병원)

▶ 등록비 입금 계좌번호

10:35~10:55
10:55~11:15
11:15~11:35
11:35~11:50
11:50~12:50

임신성 당뇨병의 임상적 중요성 및 이해
임신성 당뇨병 환자의 주기별 관리와 교육자의 역할
임신성 당뇨병 환자의 영양적 문제 및 해결방안
Q&A
점심시간

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보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시어, 당뇨병 환자를 보시는데

박성우(한국당뇨협회 회장, 강북삼성병원)
박철영(강북삼성병원)

박세은(강북삼성병원)
정영희(강북삼성병원)
장미영(서울대병원)

III. 병을 부르는 질환이해
12:50~13:10
13:10~13:30
13:30~13:50
13:50~14:05

조용균(강북삼성병원)
서상원(삼성서울병원)
신영철(강북삼성병원)

사전등록신청서

성

□ 개원의 □ 전공의

□ 간호사

□ 영양사 □ 운동처방사 □ 사회복지사 □기타

명

근 무 처
의사면허번호
휴대전화

Ⅳ. 사례중심으로 알아보는 당뇨 합병증의 이해

오삼세(강북삼성병원)
성기철(강북삼성병원)

14:05~14:25
14:25~14:45
14:45~15:05
15:05~15:20
15:20~15:30

이은정(강북삼성병원)
조경임(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권자영(강북삼성병원)

당뇨병의 합병증 실제 환자 증례를 통한 검사 및 치료의 적용
당뇨병 환자에서의 경동맥 초음파의 유용성
혈관 합병증 검사의 실제
Q&A
폐회사

▶

회원구분

이규백(강북삼성병원)
오기원(강북삼성병원)

대사질환의 적색경보-지방간 바로알기
대사증후군과 치매
우울증에 대한 오해와 편견
Q&A

· 우리은행 : 1005-301-797250 (예금주 : (의)삼성의료재단)

이 메 일
송 금 인

송금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