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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8th Postgraduate course of diabetes 사전등록 안내

━━━━━━━━━━━━━━━━━━━━━━━━━━━━━━━━━━━━━━━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 학회는 “The 18th Postgraduate course of diabetes”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리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등록을 받고자
하오니 행사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2019년 9월 28일(토), 오전 9시

➢

장 소: 서울아산병원 울산의대 1층 강당

➢

연수교육평점: 6점, 분과전문의평점: 6점, 교육자 평점: 5점

➢

사전등록마감: 2019년 8월 30일(금)

➢

행사홈페이지: http://www.diabetes.or.kr/new_workshop/201909/

※ 프로그램 및 등록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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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8th Postgraduate Course of Diabetes
- 일자: 2019 년 9 월 28 일(토)
- 장소: 서울아산병원 울산의대 1 층 강당
08:30~

등록

08:50~09:00

인사말

Session Ⅰ
9:00-9:30

Update on type 2 diabetes
Integrated understanding of the pathophysiology of type 2
diabetes

권혁상 (가톨릭의대)

9:30-10:00

Metformin: New things for an old drug

황유철 (경희의대)

10:00-10:30

Incretins: Beyond diabetes

조영민 (서울의대)

10:30-11:00

SGLT2 inhibitors: Novel mechanism of cardio-renal effects

강은석 (연세의대)

11:00-11:20

Coffee break

Session Ⅱ

Practical approach to patients with type 1 diabetes

11:20-11:50

CGMS: Why, When, Who and How?

진상만 (성균관의대)

11:50-12:20

Starting your patient on insulin pump

김재현 (성균관의대)

12:20-13:20

Lunch break

Session Ⅲ

In depth review of diabetic complications

13:20-13:50

Diabetic retinopathy

이승준 (강원의대)

13:50-14:20

Novel molecular mechanisms of diabetic nephropathy

문주영 (경희의대)

14:20-14:50

Diabetic cardiomyopathy

이왕수 (중앙의대)

14:50-15:00

Coffee break

Session IV

Hot topics of 2019 ADA

15:00-15:30

Circadian rhythm and metabolism

서지아 (고려의대)

15:30-16:00

Key messages of clinical trials from san Francisco

홍상모 (한림의대)

The 18th Postgraduate Course of Diabetes 사전등록 안내
◈ 사전등록마감: 2019 년 8 월 30 일(금)
◈ 등록비 안내

⚫

구분

금액

사전등록

30,000 원

현장등록

40,000원

사전등록방법

본 학회 홈페이지에 링크된 “The 18th Postgraduate course of diabetes” 홈페이지 사전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신 후, 사전등록 결제 창에서 카드 결제하시면 학회에서 승인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결제진행이 모두 끝나기 전에 창을 닫으시면 등록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제완료 후
[사전등록-사전등록현황] 에서 본인 등록 내역을 확인해주시고 등록리스트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학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1) 사전등록을 하시고 연수강좌에 불참하실 경우 평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대리 수령도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하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불참시

초록집은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2) 카드결제가 이중으로 처리된 경우, 결제 날로부터 한달 내에 직접 학회로 연락 주셔야 하며,
그 이후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3) 등록 취소는 사전등록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사전등록 마감일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하오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 대한의사협회 2016 년도 연수교육 관리 변경사항 공지에 따라 행사 참석 증명을 위한 출결
확인(바코드체크)이 진행됩니다. 교육 수강 시작 및 종료에 대한 2 회의 출결확인이 되지
않으면 평점이 인정되지 않사오니 유의 바랍니다.

※ 내과 분과전문의 평점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5)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의 등록비 결제는 모두 “카드결제”만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
대한당뇨병학회 사무실: (02) 714-9081
e-mail: diabetes@kam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