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사전등록안내
• 사전등록 마감일 : 2015년 7월 22일 (수) 까지
당일 등록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선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회 홈페이지(http://www.pediheart.or.kr) 인터넷 선 등록이나 참가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이메일이나 Fax로 선등록할 수 있사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등록비는 온라인 입금하시되 반드시 입금자명이 등록자명과 동일하도록
입금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평점 : 대한의사협회 연수 평점 6점
대한소아심장학회 인정 평점 6점
• 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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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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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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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Fax : 1515) 010-3021-1071
E-mail : pediheart@pediheart.or.kr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번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2층 208호
Fax : 1515) 010-3021-1071 E-mail : pediheart@pediheart.or.kr
http://www.pediheart.or.kr

• 입금처 : 우리은행 / 1005-902-733964 / 대한소아심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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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강렬한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는 실록의 계절 7월
입니다.
지난 6월 MERS 사태와 여러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의료계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원칙을 지키고
꾸준히 공부하는 헌신적인 의료인들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일선 병원에서는 소아 심장
질환을 직접 경험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 질환의
개념적 이해와 응급상황 대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익숙해지도록
익히고 최신 지견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소아심전도 연수강좌를 개최하여 올해는 제5회
심전도 연수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올해의
연수강좌는 소아 심질환 진단의 첫 단계인
심전도의 기초 판독과 부정맥 진단에 대한 접근을
초보자들도 알기 쉽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다양한 증례를 통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증례들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추후에 실제적으로 임상에 응용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2015년도 소아심전도 연수강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며, 특히 전공의 및 전임의
선생님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소아 심전도 및
부정맥에 대한 정리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 박영환
회 장 손창성

대한소아심장학회
제5회 소아심전도 연수강좌

Program

Basic Pediatric ECG Interpretation

09:00 ~ 09:10

인사말

09:10 ~ 10:40

Session 1. 흥미로운 소아 심전도

09:10 ~ 09:40
09:40 ~ 10:10
10:10 ~ 10:40

소아 심전도 판독의 ABC
선천성 심기형에서 특징적 심전도 소견은 무엇인가?
소아심전도의 ST & T 파; 무엇을 봐야 하나?

10:40 ~ 11:00

휴 식

11:00 ~ 12:40

Session 2. 소아부정맥에 대한 접근

11:00 ~ 11:20
11:20 ~ 11:40
11:40 ~ 12:00
12:00 ~ 12:20
12:20 ~ 12:40

서맥은 어떤 것이 있나?
불규칙한 맥박은 어떻게 접근하나?
상심실성 빈맥의 진단은 항상 간단한가?
Wide QRS tachycardia를 두려워하지 말자
질문 및 토의

12:40 ~ 13:40

점심식사

13:40 ~ 14:45

Session 3. 심전도 이상을 보이는 증례 연구 part 1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 박영환

이정하 (동국대)
조민정 (부산대)
허 준 (성균관대)

백재숙 (울산대)
이재영 (가톨릭대)
김여향 (경북대)
송영환 (서울대)

노정일 (서울대), 현명철 (경북대)

김지나 (부산대), 권혜원 (세종병원), 하기수 (고려대), 조영국 (전남대)
14:45 ~ 15:00

휴 식

15:00 ~ 15:50

Session 4. 부정맥의 치료

15:00 ~ 15:30
15:30 ~ 15:50

항부정맥 약제의 정리 및 적용사례
부정맥의 비약물적 치료는 어떤 것이 있나?

15:50 ~ 16:50

Session 5. 심전도 이상을 보이는 증례 연구 part 2

15:50 ~ 16:50
16:50 ~ 17:00

김남균 (연세대)
반지은 (한림대)
고재곤 (울산대), 배은정 (서울대)

이상윤 (세종병원), 천은정 (건양대), 송미경 (세종병원), 최은영 (차의대)
폐 회

대한소아심장학회 회장 손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