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올여름 유난히도 많이 내렸던 비도 이젠 더 이상 오지 않고, 늦더위도 사라졌습니다. 어
김없이 올해도 선선한 가을이 와서 학문과 연구를 하기에 적합한 계절입니다. 금번 대한소
아심장학회 추계연수 강좌는 최신 눈부시게 발전한 유전학에 힘입어 심장병과 관련된 여러
지식을 모아 살핍니다. 고전적인 정보부터 최신 지견까지 한데 모아 집대성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대한소아심장학회는 소아청소년과학을 배우는 전공의에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세부전문의에게는 최신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금년부터 제1회 소아 심전도 연
수강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곧 제1회 소아 심초음파 연수강좌도 11월 13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야 뿐 아니라 필요한 분야는 이번 연수강좌를 위시하여 지속적으로 개
발하며, 해를 바꾸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금번 연수 강좌는 전반부에 유전학적 검
사의 소개와 Down 증후군/ Turner 증후군/ Williams 증후군, 후반부에 Marfan 증후군
/DiGeorge 증후군/Tuberous Sclerosis에 관한 진단과 치료의 가이드라인과 함께 각각의
증후군과 질환에서 잘 동반 될 수 있는 심혈관질환에 대해서도 알아 봅니다.
끝으로 어느덧 내년 2월 정년을 맞이하는 전 한국폐동맥고혈압학회회장이신 오창규 선
생님의 말씀을 듣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지고저 합니다. 저녁 소찬도 준비하였으니 많이 오
셔서 기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 김남수
회 장 한승세

2011 대한소아심장학회추계연수강좌
일시; 2011년 10월 22일(토) 12:30PM-17:50PM
장소; 쉐라톤워커힐호텔 컨벤션 센타 제 2 회의실(무궁화볼룸 2)
"Diagnosis and Management of Syndromes and Diseases
Associated with Cardiovascular Abnormalities"
12:30-13:15 등록 및 식사
13:15-13:20 개회사 이사장 김남수(한양대병원)
오창규 교수 정년 기념
13:20-13:25 약력 소개 한지환(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13:25-13:30 기념 소감 오창규(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좌장: 오창규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특별 강연
13:30-14:10

Genetic

Testing

in

Syndromes

and

Diseases

Associated

Cardiovascular Abnormalities
유한욱(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
제1부
14:10-14:40 Down Syndrome (Trisomy 21) and AVSD
은영민(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14:40-15:10 Turner Syndrome (45 XO) and COA
정조원(아주대병원)
15:10-15:40 Williams Syndrome (7q11.23) and supravalvular AS and PS
송진영(세종병원)
15:40-16:00 Coffee break
-좌장: 송민섭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제2부
16:00-16:30 Marfan syndrome and aortic root dilatation
허준(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16:30-17:00 DiGeorge Syndrome (22q11.2) and conotruncal anomaly
김영휘(울산대 서울아산병원)
17:00-17:30 Tuberous sclerosis and rhabdomyoma
윤신원(중앙대병원)

with

17:30-17:35 폐회사 손세정 (대한소아심장학회 부회장)
17:35-17:45 기념촬영
당일 등록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선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회 홈페이지 인터넷 선 등록이나 아래의 참가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이메일이나 Fax로 선등록할 수 있사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등록비는 온라인 입금하시되 반드시 입금자명이 등록자명과
동일하도록 입금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 좌 번 호┃ 100-027-314260
은 행 명┃ 신한은행
예 금 주┃ 대한소아심장학회
선 등 록 비┃ 전공의; ￦15,000, 전문의; ￦30,000
의료기사, 간호사, 학생; ￦15,000
당일등록비┃ 전공의; ￦20,000, 전문의 ￦40,000
의료기사, 간호사, 학생; ￦20,000
●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사전 등록 마감일은 2011년 10월 18일(화)입니다.
● 등록 정보
홈페이지: http://www.pediheart.or.kr
E mail: pediheart@pediheart.or.kr
Fax: 1515-010-3021-1071
● 문의 및 안내 (대한소아심장학회 사무국장 최영숙)
E-mail: pcoc@dreamwiz.com, Tel: 010-3021-1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