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ram
시간

연제

연자

08:30 - 08:50 등 록
이사장 정호연

08:50 - 09:00 개회사
제1부 골다공증 진료의 시작

좌장: 강무일 (가톨릭의대), 변동원 (순천향의대)

09:00 - 09:20 2019 골다공증 Fact sheet 와 2019 보험기준 update

김부경 (고신의대 내분비내과)

09:20 - 09:40 골밀도 검사의 이해와 골절 위험도 평가

이승훈 (울산의대 내분비내과)

09:40 - 10:00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혈액검사

김세화 (가톨릭관동의대 내분비내과)

10:00 - 10:15 Q&A
10:15 - 10:35 Coffee Break
제 2부 골다공증 약제선택의 최신지견

좌장: 양규현(연세의대), 윤병구(성균관의대)

10:35 - 10:55 SERM 과 TSEC 적절히 사용하기

전성욱 (인제의대 산부인과)

10:55 - 11:15 Bisphosphonates 포지셔닝

안성희 (인하의대 내분비내과)

11:15 - 11:35 Anabolic agents 사용의 실제

김상민 (고려의대 정형외과)

11:35 - 11:50 Q&A
Sponsored Lecture

좌장: 정호연 (경희의대)

11:50 - 12:05 Building long term therapy into patients management

임승재 (성균관의대 정형외과)

12:05 - 13:05 Lunch
제3부 환자에게서 흔히 듣는 질문들

좌장: 윤현구(제일내과), 김성훈(울산의대)

13:05 - 13:25 호르몬 치료의 이점과 위험은?

신정호 (고려의대 산부인과)

13:25 - 13:45 칼슘 비타민D 논란, 친구인가 적인가?

최한석 (동국의대 내분비내과)

13:45 - 14:05 골다공증 환자에게 좋은 운동과 생활습관은?

김동환 (경희의대 재활의학과)

14:05 - 14:20 Q&A
14:20 - 14:40 Coffee Break
제4부 골다공증 치료 중 고민되는 상황

좌장: 민용기(성균관의대), 한명훈(단국의대)

14:40 - 15:00 골다공증 치료 실패와 Non-responder 에서 다음전략은?

박소영 (경희의대 내분비내과)

15:00 - 15:20 AFF, ONJ 치료와 약물휴지기

임영욱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15:20 - 15:40 골다공증성 골절 후 약제선택 tip!

백승훈 (경북의대 정형외과)

15:40 - 15:55 Q&A
15:55 -

폐회사

INFORMATION
◆ 등록비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 (개원의, 교수, 전임의 포함)

50,000원

60,000원

20,000원

30.000원

공보의, 군의관, 전공의,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원 및 기타 참가자

◆ 사전 등록 안내
학회 홈페이지 (www.ksbmr.org)를 통해서 온라인 사전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를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신 후 아래 계좌로 등록비를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 등록비 입금 계좌번호
◆ 사전등록 마감일

하나은행 352-910018-03704 예금주 대한골대사학회

2019년 8월 16일(금)까지

◆ 연수평점
대한의사협회 연수 평점 : 5 평점
대한내과학회 분과 전문의 평점 : 5 평점

사전등록 바로가기

◆ 학회 사무국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현대기림오피스텔 1001호 대한골대사학회 사무국
T. 02-3473-2230~1
F. 02-598-1179
E. ksbmr@ksbmr.org
W. www.ksbm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