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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일시 03.29(금) 14:00 

장소 춘천성심병원 심장혈관센터 

참석 인원 260명 

 

2) 프로그램 

강의 시간 강의명 강연자 

14:00- 인사말 홍경순 교수 

 심부전 바로 알기 박상민 교수 

 심부전에 좋은 음식은? 최연정 영양사 

 심부전에 좋은 운동은? 정미향 교수 

 국민건강체조 정옥 강사 

 행운권 추첨  

 

3) 행사 사진 

시민강좌에 더 많은 환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1달 전에 위 4번 프로그램 팜플렛

을 우편으로 약 700명 이상 (의무기록에서 심부전 진단코드로 최근 3년이내 진료 본 환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1주 전 문자로 알림 문자를 다시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곳곳 벽에 홍보물을 1달 전부터 게시하였고, 행사 1주전부터는 병원 외래 전광판에 

시민강좌 알림 PPT를 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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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곳곳에 팜플렛 전시 

 환자 안내서 

 외래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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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시민강좌 시행 시 240명이 넘는 ‘환자’들이 와주셨고, 그밖에 새로 배우는 간호사들도 약 

20명정도 참여하였습니다. 

 
본격 행사 시작 전 (1시간 전), 미리 오신 분들이 지루하지 않으시도록 생로병사 ‘저염식과 고혈압’

에 대한 동영상 시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시작 직전에 심부전학회(심부전연구회) 때 만든 1분 30초 가량의 심부전 동영상을 미

리 시청하고 행사 시작하였습니다. 

 
 

홍경순 센터장 교수님께서 환영 인사 및 심부전에 대해 소개하시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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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센터 Staff 소개 

 

 
박상민 교수님 강의: 심부전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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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정 영양사 강의: 심부전에 좋은 음식은? 

 

 
정미향 교수 강의: 심부전에 좋은 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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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 체조 강사: 노래에 맞추어 체조를 함 (처음에는 앉아서 이후에는 서서 함) 

 

 

 
경품 추첨: 행사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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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강좌 보고 

심부전 주간 홍보 행사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강의록이 만들어지고, 배너 및 현수막 제작을 학회

에서 도와주어서 좋았습니다. 

 
간간히 환자 중에 나누어 드린 팜플렛을 유심히 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책자나 팜플렛을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원에서는 행사 시작 전에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생로병사’ 동영상 (40분) 을 틀고, 미리 

오시는 분들께서 지루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건강에 대한 지식도 같이 편하게 얻어가실 수 있게 

하였는데, 학회에서 이러한 영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실제 환자들의 경험담을 담는 

동영상이 있으면 특히 일반인에는 더욱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 시민 강좌에서 가장 호응도가 좋았던 것은 강의도 있지만, 체조와 경품추첨이었습니다. 이러

한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에서도 재미있게 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후 돌아가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심부전에 대해 많이 배웠다는 이야기들을 하였습니

다. 특히 암보다도 생존률이 낮다는 사실을 처음들으셨다는 반응도 여러 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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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능하다면, 강의록을 소책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