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사전등록 안내
1. 사전등록 마감일: 2022년 7월 2일(토), 마감일 이후 현장등록
※ 참석자 명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사장 좌석 배치를 위하여 가급적 사전등록해 주십시오.

2. 사전등록 방법
등록비 입금 (광주은행 1107-020-954233 / 예금주: 대한노인병학회 호남지회)
➔ 홈페이지 (http://honam.geriatrics.or.kr)의 공지사항 메뉴에서 해당 학술대회 클릭
➔ 첨부한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 후 메일 (ljs2159@naver.com) or Fax 062-228-5975 로 전송
※반
 드시 등록자 본인 명의로 입금하여주시고, 등록비만 송금하고 등록신청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사전등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3. 등록비
구분

회원

비회원

평생회원·65세 이상 회원

사전등록

1만원

2만원

무료

간호사·학생
무료

현장등록

2만원

4만원

무료

5천원

※ 회원 등록비는 대한노인병학회 호남지회원일 경우 해당됩니다.
※ 연수평점 필요 시 추가 등록비는 2만원입니다.(연수평점은 현장 참여시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4. 비회원 신규가입
회비와 등록비 입금(광주은행 1107-020-954233 / 예금주 : 대한노인병학회 호남지회)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 후 메일(ljs2159@naver.com)
정회원

입회비 1만원 + 연회비 4만원 + 사전등록비 1만원

평생회원

입회비 1만원 + 연회비 10만원 + 사전등록비 무료

61469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42, 전남대학교병원 6동 8층
Tel. 062)220-5186 Fax. 062)228-5975

광주우체국

제49차

대한노인병학회 인정의 평점 50점
대한의사협회 평점 2점

대한노인병학회
호남지회 프로그램
일시

2022. 7. 9 (토)

장소 전북대병원 교수연구동 지하 1층 GSK홀
주최

5490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병원
Tel. 1577-7877

대한노인병학회 호남지회

존경하는 대한 노인병학회 호남지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이 날로 더해져 가는 신록의 계절이 찾아 왔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어둡고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에서도 조금씩 빠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본 학회도 지난 봄 학회부터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학회로 전면 전환하여 노인병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토론의
장을 제공할 뿐 아니라 회원님들 간의 교류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회도 노인병 진료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유서 깊은 역사의 도시, 전주에서 여러분과 직접
만나려 합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시어 노인병에 대한 최신 지견도 얻어 가시고 여러 회원님들과의 즐거운 만남도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특히 취약 계층인 노인 환자들의 건강 돌봄에 불철주야 노력하신 우리
회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학회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대한노인병학회 호남지회 회 장
대한노인병학회 호남지회 이사장

13:30-14:20
14:20-14:30

Session 1

정입진
김권영

등록

개회사

정입진(대한노인병학회 호남지회장)

Hot issue!

좌장 : 서정환(전북의대), 박종춘(서광병원)

14:30-15:00

최근 국내 노인의학 주요 연구 리뷰

최정연(분당 서울대병원)

15:00-15:30

알츠하이머 병 신약의 현재와 미래

김고운(전북의대)

15:30-16:00

롱코비드 시대, 폐렴 예방의 중요성

김소리(전북의대)

16:00-16:10

패널 토의

강민구(전남의대), 김영서(원광의대), 황주희(전북의대)

16:10-16:20

Session 2

Coffee break

노인의 척추통

좌장 : 정입진(창평한마음요양병원), 이성훈(광주기독병원)

16:20-16:45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노인에서 감별해야할 류마티스 질환 김민정(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16:45-17:10

척추의 노화, 질병 그리고 수술적 치료

최은석(예수병원)

17:10-17:35

노인의 척추질환의 비수술적 치료 혹은 보존적 치료

김기욱(전북의대)

17:35-17:45

패널 토의

박형규(전남의대), 오영민(전북의대), 이광재(예수병원)

17:45-17:50
17:50

Q&A

폐회사

김권영(대한노인병학회 호남지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