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경남 심전도(EKG)
연수강좌

January . 22 . SAT, 2022 (12:50~21:00)

장

소 : ON-LINE (https://busanekg.ezv.kr)

주

최 : 고신의대 심장내과학교실

후

원 : 부산 경남 심장학회

연수평점 : 대한의사협회 6평점, 내과분과전문의 6평점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COVID-19 Pandemic 사태로 힘들게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심장내과학교실, 심혈관연구소에서 매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1, 3층 전체에서
진행했던 부산경남 심전도 연수강좌를 작년부터 비대면 연수강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8회 심전도 연수강좌를 2022년 1월 22일 On-line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1000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참석하고 있는 심전도 기반 심장질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국내 최대의
심포지엄입니다. 2021년 새롭게 나온 심전도와 부정맥 지식을 바탕으로 심장질환 최신 치료법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전등록을 해주시면, 강의 책자를 선생님 주소로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연락처와 책자를 받을 주소를
정확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OVID-19 조심하시고 가정과 병원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고신의대 복음병원 심장내과 차 태 준

사전등록 바로가기

사전등록안내
사전등록 URL: https://registration.busanekg.kr
등록비:
구분

등록비

의사

30,000

간호사, 의료기사 및 학생

20,000

※ 입금여부 확인 및 등록확인은 사전등록 페이지 내 우측 상단의 “등록확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입금계좌: 농협 911-12-359504 / (예금주: 차태준)
사전등록 마감: 2022년 1월 14일(금)
사전등록 시 유의사항
※ 연수강좌 책자 발송을 위해 정확한 교재 수령지 표기 부탁드립니다.
※ 연수강좌 URL 발송을 위해 정확한 이메일 주소 표기 및 확인 부탁 드립니다.

평점안내: 전체 6평점
1시간 미만

1평점 인정 불가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1평점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평점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평점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4평점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5평점

6시간 이상

6평점

※ 내과분과 전문의 평점은 반드시 E-test까지 이수해야 인정됩니다.

PROGRAM
12:55~01:00 Opening remark

대한부정맥학회 이사장 최기준, 고신의대 차태준

Session 1

영남의대 신동구, 서울아산병원 최기준

1:00~1:20

심전도 원리와 손쉬운 심전도 판독법

삼성서울병원 온영근

1:20~1:40

심비대 (marker of severe aortic stenosis;
prediction of fibrosis)

1:40~2:00

각차단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ventricular
conduction disturbance)

2:00~2:20

서맥성 부정맥 (clinical meaning of PR prolongation)

계명의대 박형섭

2:20~2:40

심박동기 및 ICD

인제의대 박영아

가톨릭의대 장성원

부천세종병원 박상원

Dx & Tx of postural tachycardia syndrome,
2:40~3:00

3:00~3:20
3:20~3:40

inappropriate sinus tachycardia and vasovagal
syncope
허혈성 심질환의 심전도 소견 (significance of upright
T wave in lead V1)

4:00~4:20
4:20~4:40

삼성창원병원 곽혜빈

Break time

Session 2
3:40~4:00

부산의대 안진희

연세의대 이문형, 가톨릭의대 오용석

Different effects of statin and omega 3 fatty acid
on AF
Effects of inflammation on AF and stroke risk
ECG findings at presentation and clinical outcome
in patients with SARS-CoV-2 infection.

아주의대 황교승
동아의대 박종성
인제의대 김기훈

4:40~5:00

상심실성 빈맥

5:00~5:20

Simple ECG markers for the prediction of
paroxysmal AF

경희의대 김진배

5:20~5:40

SGLT2 inhibitor on HFpEF & AF

부산의대 황기원

5:40~6:00

대구가톨릭의대 이영수

Smartwatch-based detection of cardiac
arrhythmias

6:00~6:20

Ominous ECG

6:20~7:00

Break time

Session 3

원광의대 김남호
경북의대 조용근

김윤년내과 김윤년, 삼성서울병원 김준수

7:00~7:20

Updates of differential diagnosis for wide QRS
complex

7:20~7:40

Case discussion of OPD arrhythmia management

연세의대 박희남

7:40~8:00

Alcohol consumption reduction and lifestyle
modification for AF prevention

서울의대 오세일

8:00~8:20

항부정제 치료 증례

고려의대 최종일

8:20~8:40

2021 EHRA practical guide on the use of
NOAC in AF.

전남의대 박형욱

8:40~9:00

심방세동의 치료 update

고신의대 차태준

Closing remark

고신의대 차태준

서울아산병원 남기병

9:00~10:00 E-TEST

문의 및 연락처: H/P. 010-6421-7544 FAX. (051)990-3047 E-mail. dori880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