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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improve quality 

of life and 
survival?

◎  등록비를 위 구좌로 입금하시고 신청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필히 

    기입하셔서 참가 신청서를 Fax혹은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과 입금인의 성명이 다른 경우 E-mail로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와 준비문제로 가능한 사전등록을 부탁 드립니다.

◎  주차안내 : 병원내 주차장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시 무료주차증 교부)

찾아오시는 길

“만성 콩팥병 환자의 주요 사망원인의 예방, 진단, 치료”

TEL:   031) 8086-2321    FAX:  031) 8086-2320

E-mail: jjungnani@gmail.com

대한의사협회 4점, 대한내과학회 4점

2013년 7월 4일(목요일)까지

의사 2만원/ 간호사 1만원

우리은행 1002-647-702857 (예금주) 이정란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40 동탄성심병원

연수강좌 등록안내

연수평점: 

사전등록:

등 록 비:

입금계좌:

문 의 처:

일 시: 2013년 7월 7일 (일), 8:30-12:50

장 소: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4층 대강당

주 최: 한림대학교 신장연구소/신장내과

주 관: 한림신장연구사업단

연수강좌 참가신청서

     성  명:

   근무병원:

                         ◈ 전문의    ◈ 전임의    ◈ 전공의    ◈ 간호사

근무병원 주소:

근무병원 전화:

    E-mail:

의사면허번호:                              전문의 번호:

   송 금 인:                                   송 금 일: 2013

◈ 병점역-병원 순환버스 이용안내

- 탑승위치  병점역 승하자: 병점역 1번출구로 나와 10m 거리에 위치

- 운행시간  병점역-병원: 매시간 10분 출발(07:10~17:10)
                    병원-병점역: 매시간 40분 출발(07:40~16:40)

                 * 운행요일: 월~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은 운행 하지 않습니다)

                 * 시내교통 상황에 따라 다소 지체될 수 있사오니 양해 바랍니다

◈ 지하철 이용시

- 1호선 병점역(1번출구) 이용시 : 708. 73. 27. 1551

- 분당선 망포역(3번출구) 이용시 : 13-5, 92-1, 720-3

◈ 버스 이용시 

- 버스종류별

   ㆍ동탄순환버스 : 709. 709-1          ㆍ일반버스 : 92-1. 720-3. 116-1. 13-5. 7-1. 5-1. 303. 708. 707

   ㆍ좌석버스 : 1560. 1551. 1116          ㆍ광역버스 : M4108(서울역). M4403(강남역)

- 지역별

   ㆍ수원방면 : 13-5. 92-1. 720-3     ㆍ죽전/분당/기흥방면 : 116-1

   ㆍ신갈방면 : 58                         ㆍ오산방면 : 707. 58. 116-1

   ㆍ세교신도시 : 1311                     ㆍ강남역 : 1511. 1311. M4403           ㆍ서울역 : M4108                

   ㆍ평택방면 : 1호선 병점역 하차 후 버스(708. 73. 27. 1551) 이용

◈ 자가용 이용시 

- 강남방면

강남대로→양재대로→경부고속도로→기흥동탄IC(기흥, 동탄방면)→동탄 중앙로(지역난방공사방

면)→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 안양방면

평촌대로→모락로삼거리(수원, 의왕시청 방면)→경수대로→영동고속도로→신갈분기점→경부고속도

로→ 기흥동탄IC(기흥, 동탄방면)→동탄중앙로(지역난방공사방면)→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 평택방면

평택5로→배미사거리(안성, 경부고속도로 방면)→안성IC삼거리(안성IC방면)→안성IC(서울,오산방면)→

고속도로→기흥동탄IC(기흥, 동탄방면)→동탄 중앙로(지역난방공사방면)→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 오산방면

성호대로→시청앞교차로(용인, 용인서울고속도로방면)→동부대로→영천교차로(기흥,동탄IC,수원,동

탄신도시 방면)→동탄원천로→삼성1로→동탄 중앙로→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 용인방면

중부대로→사은로→보라교사거리(영통, 오산방면)→용구대로→영천교차로(동탄 신도시 방면)→동탄

중앙로→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여, 새로 개원한 한림대 동

탄 성심병원에서 열리는 저희 연수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한림대 신장 연구소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기

초의학 교실과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신장내과 교

수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만성 신장 질환에 대한 

연구 및 임상 진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03년 첫 

걸음을 시작하였으며, 그 동안 여러 선생님들의 관심

과 도움을 덕택에 어느덧 개소 10주년을 맞이하게 되

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연구소에서는 만성 콩팥병 환자 주요 

사망원인의 예방, 진단, 치료에 관한 주제로 연수강

좌를 개최해 왔으며, 특히 이번 연수 강좌에서는 “삶

의 질과 생존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임상에

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구체적으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만성 콩팥병 및 투석환자의 진료를 담당하

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이번 연수강좌가 진료현장

에서 환자를 돌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시

기를 기원하오며,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알

찬 모임이 될수 있도록 성원 부탁 드립니다.

                             한림대학교 신장연구소 소장 노정우

한림대학교 의료원 신장내과 분과장 구자룡 올림

제15회 한림대 신장연구소 연수강좌 일정표

제15회 한림대 신장연구소 연수강좌

평점: 대한의사협회 4점  |  대한내과학회 4점 

Registration

Opening Remarks   

Carbohydrate, Protein and Nutrition  

Glucose control avoiding hypoglycemia in diabetic hemodialysis patients  

Vegetables in CKD: healthy food with less phosphate, less infl ammation   

Psychological Problems, QOL and Functional Status  

Depression, sleep disorder, and restless leg syndrome in hemodialysis patients 

Functional status and quality of life in elderly hemodialysis patients   

Coffee break

Special Lectur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nephrology: an update   

Use of antibiotics in CKD: principle and practice 

Ultrapure dialysis and on-line HDF 

Ultrapure dialysis fl uid: what, how, and why

Online-HDF for better survival: an update and review 

Closing Remarks 

노정우 (한림대 신장연구소 소장)

좌장: 양동호 (분당 차병원), 신규태 (아주대)

서장원 (한림대)

김수진 (한림대)

좌장: 방병기 (성세병원), 김형직 (한림대)

서국희 (한림대 정신과)

진호준 (분당 서울대병원)

좌장: 채동완 (분당 서울대병원), 정윤철 (분당 제생병원)

김흥수 (아주대)

우흥정 (한림대 감염내과)

좌장: 구완서 (구완서 내과), 진동찬 (카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김형종 (분당 차병원)

이영기 (한림대)

구자룡 (한림대 신장내과 분과장)

08:00˜08:25

08:25˜08:30

Session I

08:30˜09:00

09:00˜09:30

Session II

09:30˜10:00

10:00˜10:30

10:30˜10:50

Session III

10:50˜11:20

11:20˜11:50

Session IV

11:50˜12:20

12:20˜12:50

12:50

초대의 글
Ｈ.Ａ.Ｌ.Ｌ.Ｙ.Ｍ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