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eoul.hyumc.com

등록안내

오시는 길

신청방법

지하철

• 인터넷 접수 https://seoul.hyumc.com
• 우편신청 (우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서관 4층)
• FAX신청 02-2298-9183

• 2호선 한양대역 앞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거리

버스
• 121, 302, 2012, 2013, 2014, 2016, 2222, 4211
한양대앞 하차

등록비
개원의 및 전문의

전공의 및 군의관

간호사

사전등록

3만원

2만원

1만원

현장등록

4만원

3만원

2만원

16차
2017 한양대학교병원

• 마감일 2017년 4월 17일 (월)
•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14-214508
• 예금주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연수강좌

문의
• Tel 02-2290-8365
• E-mail jwsohn@hanyang.ac.kr

평점
•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5점
• 대한내과학회 호흡기분과 연수평점 5점
• 대한내과학회 평생교육 연수평점 5점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의 최신 지견
일시

수강신청서
성

명

주최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의사 면허번호
내과 전문의번호
내과 분과전문의번호
근무병원
전문과목
구

분

주

소

전

화

2017. 4. 23(일) 09:00-15:00

장소 한양대학교 HIT Building
(한양종합기술연구원) 6층 대회의실

개원의 및 전문의 (

) 전공의 및 군의관 (

FAX

) 간호사 ( )

주차안내
한양대학교 HIT 빌딩 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
주차권은 배부해 드립니다.

16차

Invitation

2017 한양대학교병원

모시는 글

호흡기 알레르기 연수강좌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의 최신 지견

안녕하십니까?
2017년 봄을 맞이하여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

Program

과에서는 호흡기 및 알레르기질환의 최신 지견을 접하고 토
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한양대학교 호흡기알레르기 연수강좌는 올해도 각 분야에

08:30 – 08:50

등록

많은 업적과 임상경험을 가진 여러 교수님을 초청하여 연수

08:50 – 09:00

인사말

강좌를 기다려온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노
력하였습니다.

본 연수강좌는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를 전공하시거나 임
상에서 이 분야의 진료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신 많은 선생
님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라고

SESSION 1 (9:00 – 11:00)
09:00 – 09:40

내과의사를 위한 알레르기비염 진료지침

김상헌 (한양의대)

09:40 – 10:20

성인 아토피피부염의 진단과 치료

김정은 (한양의대)

10:20 – 11:00

환자 맞춤형 천식약물 처방

문지용 (한양의대)

11:00 – 11:15

Coffe break

생각 합니다.

SESSION 2 (11:15 – 12:15)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을 관심이 있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는 부디 참석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 주시고, 진료와 연구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15 – 11:45

Thoracoscopic pulmonary resection

김혜선 (한양의대)

11:45 – 12:15

Oxygen therapy and high flow nasal cannula

박태선 (한양의대)

12:15 – 13:00

Lunch

SESSION 3 (13:00 – 15:00)

감사합니다.

13:00 – 13:40

폐암 면역치료의 최신지견

박동원 (한양의대)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과장

13:40 – 14:20

COPD: GOLD 2017 update

김태형 (한양의대)

손 장 원

14:20 – 15:00

호흡기질환과 의료분쟁 조정

손장원 (한양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