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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구·경북지회

화: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90-4

전

김대훈

명:

웰키즈아동병원

성

E-mail : kdh5500@daum.net
FAX : 053-639-9701
704-808

참/가/신/청/서/

2013

Memo
l 일시 l

2013년 6월 2일(일) 09:00
l 장소 l

호텔인터불고대구(만촌동) 1층 클라벨홀
l 주최 l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구·경북지회
l 주관 l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구·경북지회 및 부산·경남지회
l 평점 l 6점

Invitation

Agenda

초대합니다

영남지역 소아알레르기호흡기 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와 진료환경의 열악함 속에서도 국민 건강
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
니다.

09:00~09:10

11:40~12:20

개회사(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구·경북지회장)

RS virus monoclonal Ab vaccine (경북의대 현명철교수)
모세기관지염의 예방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이며, 어떻게 예방하며,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제1부
좌장 : 정상건(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부산·경남지회장)

09:10~09:50
2005년 이후 매년 다양한 주제와 우수한 연자분들을

폐색성 세기관지염의 진단과 치료(대구가톨릭의대 정혜리교수)

모시고 여러분들의 알레르기질환 치료를 위한 지식 함양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 폐렴과 세기관지염이 자주 재발하는 아이,
심하게 놀면 쌕쌕거리는 아이, 모두 천식일까요?

에 도움을 주고자 영남소아알레르기 심포지움을 개최하

09:50~10:30

고 있습니다.

THE YEONGNAM
PEDIATRIC ALLERGY
SYMPOSIUM

12:20~12:30 질의 및 토의
12:30~13:30 Lunch
제3부
좌장 : 조
 용훈
(전.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구·경북지회장)

환경 요인과 알레르기 질환(인하의대 김정희교수)

13:30~14:10
알레르기와 연관된 위장관 질환(경북의대 최병호교수)

매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에도 우수한 강사

최근에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생활
환경이 변화된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대기 오염과 공해, 새집 증후군,
등등 정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진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알레르기질환을

10:30~10:40 질의 및 토의

올해 2013년에는 대구에서 여러분들과 만날까 합니다.

주제로 최고의 심포지움을 열어볼까 합니다.

10:40~11:00 coffee break

14:10~14:50

영남지역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2부

감사합니다.

좌장 : 정혜리(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구·경북지회장)
2013년 6월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구·경북지회장

정혜리 드림

만성 설사나 혈변은 소아에서 식품 알레르기를 의심하게 하는
주증상입니다. 그러나 만성 복통이나 구토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며 혈액 검사가 도움이 되지 않아 내시경으로
진단해야 하는 호산구성 위장염도 있습니다. 알레르기와 관련된
다양한 위장관 질환을 증례 중심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11:00~11:40
알레르기 질환에서 Probiotics 및 Prebiotics의 역할(성균관의대
삼성의료원 안강모교수)
유익한 생균 프로바이오틱스가 아토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 방송에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판매 중인 많은
제품들 중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Vit. D 결핍과 알레르기 질환(동아의대 정진아교수)
비타민 D와 알레르기 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정말 천식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14:50~15:00 질의 및 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