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등록안내

참가신청서

연 수 평 점

대한의사협회 3점

등

강남4개구 의사회원 무료
타지역 의사회원 (사전등록 1만원 / 현장등록 2만원)
입금계좌 : 한국씨티은행 146-00160-245-01 강남구의사회
(입금시 회원명과 면허번호 기재요망)

록

비

제11회 강남4개구(강남·강동·서초·송파)의사회 합동학술대회

사전등록마감

2018년 6월 1일(금) 17:00까지

등

강남구의사회 사무국 (Tel. 02-549-0971, Fax. 02-516-6095)
강동구의사회 사무국 (Tel. 02-485-0765, Fax. 02-485-6765)
서초구의사회 사무국 (Tel. 02-543-5872, Fax. 02-543-5880)
송파구의사회 사무국 (Tel. 02-406-0516, Fax. 02-406-0517)

록

처

사전등록안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등록을 권장합니다.
4개구 의사회원은 각구의사회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의사회원은 강남구의사회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의사회원 사전등록: naver.me/5NOoBdY9)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병의원명)

핸드폰

전화

팩스

주소

•본란을 기재하시어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구의사회 회원은 소속의사회 사무국으로 신청
강남구의사회(Tel. 02-549-0971, Fax. 02-516-6095)
강동구의사회(Tel. 02-485-0765, Fax. 02-485-6765)
서초구의사회(Tel. 02-543-5872, Fax. 02-543-5880)
송파구의사회(Tel. 02-406-0516, Fax. 02-406-0517)

9407(R), 9507(R), 9607(R)

광역버스
삼성서울병원 사거리

401(B), 402(B), 461(B), 333(B)

간선버스
일원역 사거리

4412(G), 3011(G), 강남06(G)
3219(G), 3413(G), 강남01(G)
3219(G), 3413(G), 강남01(G), 16, 6009(공항)
4412(G), 3011(G), 강남06(G)
3219(G), 3413(G), 4419(G), 강남01(G), 16
강남01(G), 병원 > 대청역 > 삼성역 방향, 06:00 ~ 23:30

지선버스
삼성서울병원 사거리
병원 정문
병원 정문 앞
병원 후문
일원역 사거리
삼성서울병원 원내운행

지하철 3호선, 분당선 수서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까지 직진 20m → 마을버스 강남06번, 3011 탑승 → 삼성서울병원 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서울삼성병원

지하철 3호선 일원역 1번 출구
•마을버스 강남01번 탑승 → 삼성서울병원 정문

대중교통
고속도로
서울요금소 > 양재 IC > 양재대로 우측 > 삼성서울병원 본관

학술대회장 오시는 길
-강남,강동,서초,송파-

제11회 강남4개구의사회

합동학술대회
주경야독 2018
일 토 14:30 ~ 21:00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

주최_강남구의사회

후원_삼성서울병원

초대의 글 Invitation

강남4개구 의사회원 및 인근 지역 의사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강남4개구의사회 합동학술대회”가 어느덧
11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주경야독2018”이란 부제로,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하여
낮에는 진료에 매진하고, 여가시간을 틈내 학문과 최신술기 연마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회원님들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연제로 꾸며 보았습니다. 가까이 지내시는 회원님들, 선후배님들과
연락하시어 최신 지견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만남과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6월 9일 토요일 진료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사회장 황

규석

프로그램 Program
Opening Ceremony
14:30~15:20

등록 및 부스관람

15:20~15:30

개회 및 인사말						

강남구의사회장 황규석 /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박홍준 / 삼성서울병원장 권오정

Session 1
15:30~16:00

경부종물의 감별진단					

임재열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16:00~16:30

신체질환에서 스트레스 관리하기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16:30~17:00

외국여행이 2배 즐거워지는 맥주이야기				

배상준 한도병원 외과

17:00~17:15

금융특강							

신한금융 홍보팀

17:15~17:30

Coffee Break

Session 2
17:30~18:00

다양한 식도질환의 접근법 - 위식도질환 중심으로			

이준행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18:00~18:30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고혈압처방법 - 변경된 고혈압 진료지침		

이상철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18:30~19:00

학술대회 축하공연 - 성악 및 기악 				

홍관수 세실내과 원장 외 3인

19:00~19:40

Dinner

Session 3
19:40~20:10

개원가에서 마주치는 ESWT적용환자				

용상렬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재활의학과

20:10~20:40

개원의사들이 알아야 할 두통진료				

이일근 서울브레인신경과 원장

20:40~21:00

경품추첨 및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