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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동아대학교
의료원

학장우체국

요금별납

동아대학교의료원
│당뇨발센터│

■ 프로그램

■ 모시는 글

13:30~14:00

등록 및 접수

13:50~13:55

축사

13:55~14:00

인사말씀

14:00~14:15

14:45~14:55

Ultrasound assessment of DM foot
Neurologic assessment of DM foot
말초미세혈류검사
Discussion

14:55~15:05

족부궤양관리

15:05~15:15

상처관리

15:15~15:25
15:25~15:35

Wound bed preparation
Discussion

15:35~15:55

Coffee time

15:55~16:10

16:40~16:55

DM foot care in Busan Veterans Hospital
DM foot care in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M foot care in Dong-A University Hospital
Discussion

16:55~17:10

DM foot 환자의 심혈관질환 관리

동아의대 조용락

17:10~17:25

당뇨발 환자에서 허혈성 혈관병증의 외과적 치료

동아의대 방정희

17:25~17:35

Discussion

17:35~17:50

신장환자의 약물치료

동아의대 이수미

17:50~18:05

수술전후 혈당관리

동아의대 서성환

18:05~18:15

Discussion

18:15

폐회사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3월
입니다. 저희 동아대학교 의료원 당뇨발센터는 2014년

SESSION 1.

8월 25일 개소식 이후로 5년의 시간이 지나 명실상부

Assessment of
the DM foot

지역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정형외과를 비롯하여 순환기 내과, 내분비

좌장

하동호 동아의대

14:15~14:30
14:30~14:45

동아의대 조정현
동아의대 이종화
솔빛메디칼 여현진

내과,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여러 과가 뭉쳐서 당뇨발이라는 난제에 맞서 여러 가지

SESSION 2.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여기

Wound management
(dressing)

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실수도 하고 항상 좋았던 것만은

좌장

아니지만 뒤돌아보면 보람 있는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곽희철 인제의대

짧은 시간이지만 다른 분야의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일동제약 김진성
CG바이오 손기석
동아의대 이명진

친목을 도모하고 교류를 나누는 두 번째 자리를 마련하
였습니다. 바쁜 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SESSION 3.

Wound management
(surgical)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 3월
동아대학교의료원 당뇨발센터장 이명진

좌장

김정일 부산의대
SESSION 4.

Vascular intervention
of DM foot
좌장

16:10~16:25
16:25~16:40

부산보훈병원 김지연
부산의대 우승훈
동아의대 이명진

김영대 동아의대
SESSION 5.

General care of
DM foot patient

The 2nd Diabetic Foot Center

Symposium

좌장

김덕규 동아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