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록 안내

■

사전등록 마감: 2018년 2월 23일 (금)까지

■

사전등록: 2만원, 현장등록: 3만원, 전임의: 1만원
전공의, 간호사: 무료

■

입금계좌 : 신협 137-001-593415 (예금주: 김성은)

■

문의/연락 : 전화: 051)990-6207 팩스: 051)990-3049
이메일: miyoun9204@naver.com

※ 사전등록 신청서는 FAX 또는 E-mail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월부터 참석자 명단, 참석자 서명지를 KMA교육센터 결과
보고에 첨부하오니 양지바랍니다.

49267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등 록 비

T e l.051) 990-6207 Fax.051) 990-3049

교재 및 식사 준비를 위해 사전등록을 받습니다.

E-mail. miyoun9204@naver.com

■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제12회

간소화기내과
연수강좌

사전등록 신청서
성

명

면허번호
속 � 봉직의

근무처(주소)

� 개원의

� 전공의

� 간호사

받는사람

소

연락처
송금인
입금일

일 시 | 2018년

주차장 약도

3 월 3일(토) 15:30~19:10

장 소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6동 5층 대강당
평 점 | 대한의사협회 3평점 / 분과전문의 3평점 /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3평점
주 최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간소화기내과
부산진우체국

요금별납

후 원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간소화기내과동문회,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12회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간소화기내과 연수강좌

Program
15:30~

등 록

(토)에 제 12회 간소화기내과 연수강좌를 개최하게 되었습

15:50~15:55

개회사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간내과분과장 윤병철

니다. 2007년에 처음 연수강좌를 시작한 이래 여러 선생님의

15:55~16:00

축 사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병원장 임 학

정성 어린 관심 덕분에 벌써 올해로 12회가 되었습니다.

16:00~17:00

위장관섹션

좌장 : 고신의대 박선자, 동의의료원 노지훈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간소화기내과에서는 2018년 3월 3일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와 진료에 매진하시면

1)16:00~16:20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고신의대 김성은

서, 본 교실의 연수강좌에 참여하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선

2)16:20~16:40

언제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야 하는가?

고신의대 문 원

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16:40~17:00

기능성 위십이지장질환의 이해

고신의대 박무인

Special symposium

좌장 : 고신의대 이상욱, 속편한내과 한서룡

간소화기 영역에서의 영상검사방법들

고신의대 박정구

이번 연수강좌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치료의 실제, 언
제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야 하는가, 기능성 위십이지장

17:00~18:00

질환의 이해에 대한 강의와, C형 간염의 치료의 최신 지견,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간이식 경험에 대한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소화기 영역에서의 영상검사방법들이

18:00~18:10

Coffee break

18:10~19:10

간췌담도섹션

좌장 : 고신의대 한병훈, 고신의대 신동훈

1)18:10~18:40

C형 간염 치료의 최신 지견

고신의대 서광일

2)18:40~19:10

알콜성 간질환과 간이식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간이식의 경험)

고신의대 최영일

폐회사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소화기내과분과장 문원

라는 주제로 영상의학과 교수님의 특강 또한 진행될 예정
입니다. 각 강좌마다 유익하고 실질적으로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강좌에
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10~
2018년 2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간내과분과장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소화기내과분과장

윤병철
문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