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 기본정보 

일시 03.29(금) 10:00-11:00 

장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재활병원 지하1층 강당 

참석 인원 48명 

 

2) 프로그램 

강의 시간 강의명 강연자 

10:00- 심부전 바로 알기 이수용 교수 

 심부전에 좋은 운동은 문명훈 교수 

 심부전에 좋은 음식은 구보경 영양사 

 

3)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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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강좌 보고 

< 행사 담당자 의견입니다 > 

ᆞ지원금을 사용하는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 환자 제공용 다과비, 기념품비 등) 

ᆞ지원금을 주실 때 규정된 지원범위를 따르고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하시되 타 학회처럼 사전

지원 

 금 형태로 주시면 더욱 편리할 것 같습니다. 

ᆞ배너, 포스터, 현수막 시안을 학회쪽에서 제공해주셔서 진행이 한결 빠르고 수월했습니다. 감사

합니다. 단, AI파일이라서 세부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결국 원내 타 부서의 디자인 의뢰를 

거쳐서 업체전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점에 대한 보완 및 고려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ᆞ담당 선생님들의 친절한 응대,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 이하 “이수용 교수님” 의견입니다> 

대체로 강의 슬라이드가 정말 잘 되어 있어 연자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만, 

환자의 피드백과 참여스텝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시청각 자료 중 동영상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입

니다. 각 센터별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동영상은 제작할 수 있으나, 그 외에 방송/뉴스 자료 같

은 것들 캡쳐 형태가 아닌 동영상 그 자체로 보내주시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우리 병원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강의는 심부전 식이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저염식의 소금 기준인 음식 모형을 들고나와 보여 주셔서 이해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앞선 강의에서 하품을 하던 청자들이 눈을 반짝 거리며 사진을 찍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모형 음식과 사진 정도로 설명을 끝냈지만, 강의의 인기에 힘입어 내년

에는 실제 저염을 이용하여 맛있게 먹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요리 교실로 준비를 하여 환자들이 

직접 만들고 맛보고 저염식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한가지 제안점은 '정신건강' 개념도 함께 도입을 하여 다학제적 심부전 관리를 더욱 확고하게 하

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심부전 환자들은 호흡곤란 때문에 생활에 제약이 많아 잦은 우울감, 낮은 생존률에 의한 예기 불

안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심부전 환자들을  치료하다보면  치료의 장기화로 인한 가족간의 말 못할 불화와 고충도 자

주 관찰됩니다.  

심부전 환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슈도 다루어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센터는 심장-재활-영양-보건의료 한 팀이 매년 행사에 참여를 환자들이 가슴과 피부에 와 

닿는 '심부전 바로 알기' 행사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이번 행사로 저희 센터의 팀웍이 확고해지고 팀 자체의 교육도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심부전 학회의 행사 기획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