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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안녕하십니까?
부울경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인사드립니다. 1년 이상 코로나로 인해
대면 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모두 비대면 강의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분간 저희 부울경 내분비대사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부울경지회) 주최
행사는 강의자 및 참석자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년까지 늘 9월이나 10월 중에 부울경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 세미나를 개최해 왔으나
대한당뇨병학회의 당뇨병 교육자 갱신이 8월말까지 서류 접수가 마감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부터는 교육자 갱신을 앞둔 지역의 교육자들을 위해 4월로 행사를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자 연수강좌, 세미나에서는 일반적인 당뇨병 교육 관련 주제 외에도 디지털헬스,
연속혈당측정기 등 다양한 최신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당뇨병의 통합적인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고자 프로그램을 준비 하였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활발한 토론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대한당뇨병학회 부울경지회장
부울경 내분비대사학회장

이 순 희

연수강좌 프로그램
08:30 - 08:50
08:50 - 09:00
연수강좌

1

입장 및 점검

개회사

Updated Management of Diabetes

09:00 - 09:30

당뇨병 환자의 비만 치료

10:00 - 10:30

노인 당뇨병의 관리 어떻게 다른가?

09:30 - 10:00
10:30 – 10:40
10:40 – 10:50
연수강좌

2

부울경지회장 이순희 / 인제의대

좌장 : 함종렬 / 경상의대, 박미경 / 동아의대
서성환 / 동아의대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진단과 치료

이창원 / 부산성모병원
박정현 / 인제의대

Q&A

Break time

Present and Future of Digital Health in Diabetes

좌장 : 김영일 / 울산의대, 김미경 / 인제의대

10:50 - 11:20

웨어러블 기기의 최신동향

11:50 - 12:20

인공지능 스마트미러를 활용한 체중관리 운동전략

11:20 - 11:50
12:20 – 12:30

조재형 / 가톨릭의대

딥 메디슨이 가져올 진료실의 변화

이상열 / 경희의대

손성준 / 차의과대학

Q&A

세미나 프로그램
12:30 -12:50

12:50 - 13:00
세미나

1

13:00 - 13:30

입장 및 점검

개회사

부울경지회장 이순희 / 인제의대

Patients Centered Approach in Diabetes Education
혈당에 이로운 밥상

13:30 - 14:00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운동

14:30 – 14:40

Q&A

14:00 - 14:30
14:40 - 14:50
세미나

2

좌장 : 박정현 / 인제의대, 강양호 / 부산의대

정나영 / 동래봉생병원

여러가지 인슐린 GLP-1 주사제, 어떻게 교육할까?

윤영순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Break time

CGM in Real Clinical Practice

좌장 : 최영식 / 고신의대, 이순희 / 인제의대

14:50 - 15:20

연속혈당 측정기와 새로운 혈당 조절 지표, Time in Range

15:50 - 16:20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기준과 처방

15:20 - 15:50
16:20 – 16:30

전병환 / 경성대학교

연속혈당측정을 이용한 혈당 조절 길잡이
Q&A

등록
안내

유지희 / 연세의대

김재현 / 성균관의대
김태년 / 인제의대

※ 사전등록으로만 참여가 가능하오니
꼭! 등록바랍니다.

사전등록 마감

2021년 4월 19일(월) 18:30 까지

등록비

개원의, 봉직의 : 20,000원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영양사,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부울경내분비대사학회 평생회원 : 10,000원

입금계좌

평점 안내

농협 301-0284-5566-11 [부울경 내분비대사학회]
●

납입시 성함/면허번호로 입금해주십시오.

●

사전 등록 후 환불 요청은 등록마감일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는 환불요청 불가능합니다.

연수강좌 : 대한의사협회 3평점, 내과학회 분과전문의 3평점,
당뇨병교육자 20평점
세 미 나 : 대한의사협회 3평점, 당뇨병교육자 10평점

등록문의

부울경 내분비대사학회 사무국 T. 010-7916-6902
부울경 내분비대사학회 총무 부산대학교병원 김상수 E. pukendo@naver.com

홈페이지

http://pukendo.kr/

사전등록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