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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프로그램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당
뇨병과 갑상선질환 등 만성질환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의
학이 발전함에 따라 질환들의 검사나 치료법이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지만, 다양한 환자들을 진료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서
이런 변화를 따라가고 또 진료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학회들이 학술대회나 연수강좌를 통해 해당 분야의 첨단지
식을 소개하고 있지만, 개최 장소나 내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
습니다.
대한내분비학회에서는 가장 흔한 내분비질환들의 최신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선생님들께 드리고자 "내분비 마스터코
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나 연수강좌를 개최하기 어려
운 지역에서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실제 임상경
험을 포함한 최근의 발전 내용을 논의하는, 짧지만 알찬 프로그
램입니다. 또 드물지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증례들과 최신 연구결
과를 발표하는 "학술집담회"와 "연구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
다. 이 작은 행사가 선생님들의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대한내
분비학회 호남지회 선생님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대한내분비학회 회 장 윤현구
이사장 김동선

14:00 ~ 14:20 등록
14:20 ~ 14:30 개회사

Session Ⅰ

학술집담회 및 연구세미나

대한내분비학회 호남지회장

좌장: 정동진(호남지회장)

14:30 ~ 14:50 Cushing syndrome presenting with
hyperglycemic crisis

전북의대 정진욱

14:50 ~ 15:10 Riedel’s thyroiditis

조선의대 안희정

15:10 ~ 15:50 연구세미나:
The role of CrkII in bone metabolism

전남의대 약리학교실 김낙성

15:50 ~ 16:10 Coffee break

Session Ⅱ

마스터코스 - 당뇨병

좌장 : 김동선(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

16:10 ~ 16:30 당뇨병 논문 및 의학기사
- 제대로 읽고 내 환자에 적용하기

고려의대 김신곤

16:30 ~ 16:50 당뇨병 진료지침과 보험급여기준 - 2017 업데이트

광명성애병원 박석오

16:50 ~ 17:10 Coffee break

session Ⅲ

마스터코스 - 골대사/갑상선

좌장 : 김순호(광주기독병원)

17:10 ~ 17:30 골다공증 치료의 주요 이슈와 최신 가이드라인

경희의대 김덕윤

17:30 ~ 17:50 항갑상선제의 올바른 사용과 부작용 대처법

울산의대 송영기

17:50 ~ 18:10 개원가에서 할 수 있는 갑상선종양의 관리

성균관의대 정재훈

18:10 ~ 18:20 폐회사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