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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일원역 1번출구

목련타운

수서삼성아파트

샘터마을

● 지하철 - 3호선 일원역 하차 1번 출구 (도보로 5분거리)

푸른마을

(3호선)

● 지선버스 - 3420(G), 4312(G), 4412(G), 강남06(G), 3219(G), 3413(G), 16, 강남01(G), 3219(G),
3413(G), 16, 3420(G), 4312(G), 4412(G), 강남06(G), 3219(G), 3413(G), 4419(G)

수서역→

대왕중학교
가람마을

● 간선버스 - 401(B), 402(B), 461(B)

상록수마을

● 광역버스 - 9407(R)
● 삼성서울병원 원내 운영
강남01(G), 병원 > 대청역 > 삼성역방향, 09:00~23:30, 7분간격

소아청소년 진료센터
Tel: 02-3410-3080 E-mail: tnr5923.lee@samsung.com
http://www.samsunghospit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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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금 별 납

제1회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진료센터 심포지엄
주 제 | 특수 클리닉을 중심으로

●일 시

2011년 11월 6일 (일) 09:00

●장 소

삼성서울병원 본관 대강당

●평 점

연수평점 4점

INVITATION

불철주야 진료에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진료센터 제1회 심포지엄의
초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소아청소년과와 소아청소년 관련 외과 및 기타 지원 과들로 설립된 삼성서울병원의 소아청소년 진료
센터는 여러 선생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신생아, 영유아, 성장 발달기 소아청소년의 각종 질환에 대한 진
단, 치료, 수술 등을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저희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진료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수 클리닉입니다. 이는
선생님들께서 진료 중 마주치게 되는 소아청소년들의 특수 문제들이 하나의 주제로 특화되어 운영되는 곳이기
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각각의 특수클리닉에서 어떻게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고 최신 지견들을 통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심포지엄을 통해 여러 선생님들과 직접 나누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많은 선
생님들께서 참석하시어 활발한 토의와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오며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
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진료센터장

이 석 구

PROGRAM

주제 | 특수 클리닉을 중심으로

09:00-09:10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센터장 인사말

09:10-09:30

태아통합클리닉 - Clinic for fetal multidisciplinary care

오수영 교수 (산부인과)

선천성 기형 태아의 진단에서 출생 전후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통합 진료(one stop multidiscplinary care)를 시행합니다.

09:30-09:50

고위험신생아클리닉 - High-risk newborn clinic

장윤실 교수 (소아청소년과)

기형, 감염, 호흡, 성장 등 기타 여러 문제를 갖는 미숙아 및 신생아를 위한 통합 진료입니다.

09:50-10:10

소아청소년 최소침습수술클리닉 - Clinic for pediatric minimal invasive surgery

서정민 교수 (소아외과)

상처는 최소화하고 회복은 빠르게 하는 복강경수술 전 후 진료입니다.

10:10-10:30

소아청소년 부정맥클리닉 - Pediatric arrhythmia clinic

허준 교수 (소아청소년과)

간과하기 쉬운 소아 청소년기의 부정맥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시행합니다.

10:30-10:50

coffee break		

10:50-11:10

발달클리닉 - Developmental clinic

이지훈 교수 (소아청소년과)

발달지연 어린이의 조기 진단, 치료 및 재활에 이르기까지 통합 진료를 시행합니다.

11:10-11:30

섭식클리닉 - Feeding clinic

권정이 교수 (재활의학과)

안먹거나 못먹는 신생아, 영아, 유아들의 통합 진료를 위한 국내 최초의 특수 클리닉입니다.

11:30-11:50

모야모야 클리닉 - Moyamoya clinic

신형진 교수 (신경외과)

어린이 뇌졸중의 대표적인 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입니다.

11:50-12:10

흉터클리닉 - Scar clinic

임소영 교수 (성형외과)

소아의 수술, 화상, 외상 후 발생한 흉터를 최소화하기위한 특수 클리닉입니다.

12:10-13:30

Lunch			

13:30-13:50

하지교정 클리닉 - Limb deformity correction clinic

심종섭 교수 (정형외과)

하지 변형 및 기형의 교정과 수술을 위한 특수 클리닉입니다.

13:50-14:10

비뇨생식기질환클리닉 - Clinic for urogenital anomalies

백민기 교수 (비뇨기과)

소아 비뇨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는 특수 클리닉을 소개합니다.

14:10-14:30

사시클리닉 - Strabismus clinic

오세열 교수 (안 과)

사시 아동들의 시력 발달을 좋게하며, 똑바른 눈을 갖도록 하는 특수 클리닉입니다.

14:30-14:50

인공와우센터 - Cochlear implant center

홍성화 교수 (이비인후과)

소아난청 선별검사, 수술전 검사, 수술, 맵핑, 언어치료 및 수술 후 재활을 주관하며 저소득층 인공와우수술지원사업도 함께 합니다.

14:50-15:10

소아청소년 치아교정클리닉 - Pediatric orthodontic clinic
성장을 조절하여 아름다운 치아 와 얼굴을 만들기 위한 특수 클리닉입니다.

15:10-15:20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센터장 맺음말

박기태 교수 (소아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