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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오시는길

일

시

교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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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019. 10. 13. (일) 08:00-17:30

버스 이용 시 세브란스병원앞, 연세대학교앞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등록 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사전등록을 하여 주시고,
온라인 등록 후 등록비를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십시오

간선버스(파랑) 153, 171, 172, 272, 470, 472, 601, 606, 672, 673,

674, 700, 707, 710, 750A, 750B, 751, 800

간선버스(초록) 서대문03, 서대문04, 서대문05, 567, 770, 6714, 7017,

7720, 7024, 7727, 7728, 7713, 7737

광역버스(빨강) 100, 1200, 1900, 2000, 2000-1, 9714,
& 좌석버스
M7106, M7111

등 록 비
구 분
전임의, 전공의, 간호사
전
문
의
일
반
의
세신회 회원

사전등록
3만원
4만원
4만원
무료

당일등록
4만원
5만원
5만원
무료

계좌번호

1002-760-352804 [우리은행] / 예금주: 강신찬

참고사항
•교재 책자 제공
•중식 및 다과 제공
•무료 주차권 발급 (병원 내 주차 가능)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 6점
•신장내과 분과전문의 연수평점 : 6점

공항버스

6011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신촌역 3번출구 → 도보 15분, 서대문05 버스환승
5호선 서대문역 4번출구 → 370, 470, 601 버스환승

5호선

충정로역 → 2호선으로 환승

3호선

독립문역 4번출구 → 470, 601, 750A, 7737 버스환승
경복궁역 1번출구 → 171, 272, 606 버스환승
(1번출구 50m 전방 사학회관 앞)

6호선

합정역 → 2호선으로 환승

제35회 연세의대

신장내과 연수강좌
투석치료의 최신지견

일시 :

2019. 10. 13. (일)
08:00-17:30

장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연 락 처

전 화: 02-2228-5347
팩 스: 02-2227-775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질환연구소

E-mail: sinchan21@yuhs.ac

주

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질환연구소

※사
 전등록 마감일: 2019.

10. 9. (수)

※사
 전등록 홈페이지 : http://admin.blue-bell.co.kr/yuhs201909/index.php
대한신장학회(ksn.or.kr) ▶ 학술대회 및 교육
연세의대연수강좌 홈페이지 바로가기

▶

행사일정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질환연구소

제35회 연세의대

신장내과 연수강좌

모시는 글

투석치료의 최신지견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도 깊어
가고 있습니다. 진료와 연구에 힘쓰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08:00-08:50

등록

08:50-09:00

개회사

일시:

2019. 10. 13. (일) 08:00-17:30

장소: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병원과 가정에 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Session I

합니다.

09:00-09:40

Vascular calcification in CKD patients

유태현 (연세의대)

09:40-10:20

Atrial fibrillation in ESRD patients

류동열 (이대서울병원)

10:20-11:00

Clinical usefulness of pre-dilutional HDF

강이화 (일산병원)

11:00-11:10

Coffee break

저희 연세대학교 신장내과 및 신장질환연구소에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투석분야에서의 최신 지식을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투석치료의 최신 지견’을 주제

좌장: 한대석 (한대석내과)

로 제35회 연수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

Session II

강좌에는 투석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11:10-11:50

성인예방접종 및 투석환자에서의 예방접종

안진영 (연세의대)

대해 다채로운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11:50-12:30

Nephrotoxicity of chemotherapy agents
(Focus on the next generation chemotherapeutics)

홍민희 (연세의대)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12:30-13:10

Lunch

이번 연수강좌를 통해서 얻은 최신 지식이 환자 진료에

Session III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저희들이 개최하는 연수

13:10-13:50

Antiplatelet agent in ESRD patients

한승혁 (연세의대)

강좌가 더욱 알찬 학술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13:50-14:30

투석환자의 우울증 평가

이 은 (연세의대)

14:30-15:10

Intradialytic hypotension

양재원 (연세원주의대)

15:10-15:20

Coffee break

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좌장: 최규헌 (연세의대)

좌장: 최승옥 (연세원주의대)

Session IV

좌장: 박형천 (연세의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장

15:20-16:00

만성콩팥병 환자 식사관리의 실제

김 범 석

김유진 (연세의료원)

16:00-16:40

Fluid management in dialysis patients

최훈영 (연세의대)

16:40-17:20

Dialysis in elderly patients

박정탁 (연세의대)

17:20-17:30

폐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