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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

[54907]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 

전북대병원 교수연구동 B1 GSK홀   T.1577-7877

[대한의사협회/내과학회 연수교육 지침 관리 강화안내]

* 2016년 1월부터 연수교육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수강 시작과 종료 때 각각(2회) 자필서명을 해야 평점이 인정됩니다. 

| 일 시 | 2016년 11월 12일 (토) 13:20~16:30 

| 장 소 | 전주 전북대병원 교수연구동 B1 GSK홀

| 평 점 | 의사협회/내과분과/내과평생교육 각 2점

| 일 시 | 2016년 11월 12일 (토) 13:20~16:30 

| 장 소 | 전주 전북대병원 교수연구동 B1 GSK홀

| 평 점 | 의사협회/내과분과/내과평생교육 각 2점



프로그램

13:20-13:30 개회사 대한내분비학회 교육위원회 이사

Session Ⅰ 좌장 : 전남의대 내분비내과 정동진

13:30-13:50 갑상선 호르몬 검사의 해석 조선의대 내분비내과 김진화

13:50-14:10 혈당지표의 이해 인제의대 내분비내과 이순희

14:10-14:30 새로운 당뇨병 치료약제 동아의대 내분비내과 서성환

14:30-14:50 임신성 당뇨병의 관리 경상의대 내분비내과 김수경

14:50-15:10 Co� ee break

Session Ⅱ 좌장 : 경상의대 내분비내과 함종렬

15:10-15:30 저혈당의 올바른 대처방법 전남의대 내분비내과 김희경

15:30-15:50 당뇨병의 임상영양요법 전북대병원 영양팀 김유진

15:50-16:10 새로운 인슐린과 주사교육 조선대병원 간호과 이혜정

16:10-16:30 노인당뇨병 교육과 관리 전북대병원 간호과 윤혜령

인 사 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의 무겁고 습했던 공기는 어느 덧 이슬이 되고 자연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이제 나무가 아니라 풀 속의 

작은 벌레들 속삭임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유난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올해, 이제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계절, 벌써 가을입니다.

인체 내분비와 대사 과정의 올바른 이해는 임상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첨단 테크놀로지의 눈부신 발전으로 일부 질병의 진단과 치료 결정에 인공지능이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진료 현장에서 이러한 통합적 이해는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영양, 운동 관리 선생님들 모두에게 절실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학술대회나 연수강좌 등을 통해 간호사, 영양사들에게도 내분비분야의 다양한 지식을 

널리 소개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행사의 교육내용과 교육 장소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장소 및 내용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health care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여러 중소도시에서 주요 내분비질환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제6회 

교육위원회 세미나를 전통의 고도 전주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가 여러 선생님들의 진료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10월

대한내분비학회 회   장   궁  성  수

이사장   송  영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