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안내

약도

업무 편의를 위해 가능한 사전등록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 마감 : 2019년 8월 14일(수)

2019년
제19차 SNUH 근신경계 질환 심포지움

등록비
 사전 등록 : 전공의 20,000원
전문의 30,000원
 당일 등록 : 각각 10,000원이 추가 됩니다.

THE 19th SNUH SYMPOSIUM ON
NEURO-MUSCULAR DISEASES

등록 절차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신 등록 신청서와 송금
영수증을 팩스를 통해 SNUH근신경계질환연구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6-764500
예 금 주 : SNUH근신경계질환연구회

Myopathy: an update
•주 차
C MI주차장 및 병원 고객주차장 이용가능
하며, 당일 안내 데스크에서 무료주차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차 (3번 출구)

전 화 : 02-2072-3215
팩 스 : 02-3672-7553
홈페이지 : http://www.snuhneurology.net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번지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SNUH근신경계질환연구회
전
 화 : 02-2072-3215
 02-3672-7553

일시
2019년 8월 24일(토)
09:50 - 17:20
●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1층 서성환연구홀
●

주관
서울의대 SNUH 근신경계질환 연구회
●

제 19차 SNUH 근신경계 질환 심포지움

초대의 말씀

THE 19th SNUH SYMPOSIUM ON NEURO-MUSCULAR DISEASES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근신경계질환 연구회에서는 2001년부터

Myopathy: an update

매년 근신경계질환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으며 그간 말초
신경질환, 운동신경원질환, 신경근이음부질환, 수술중신경계 감시,
염증성신경병, 중추신경계 탈수초성 질환 등의 근신경계 질환의
주요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올해 심포지움에서는 최근 진료와 연구 모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Myopathy”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의 “Acquired myopathy” 시간에는 Toxin 및 약물에 의한

    시   간
09:50 - 10:00

내            용    

              연   자

Opening Remark		
성정준 (서 울 의 대)
Acquired myopathy

좌장 .

주인수 (아 주 의 대)

근육병 및 자가면역성 근육병에 대한 update를 다루게 되며 오후의

10:00 - 10:30

Toxic and drug induced myopathy		
손성연 (을 지 의 대)

“Trend in myopathy research” 시간에는 근육병의 유전자 치료,

10:30 - 11:00

Dermatomyositis and polymyositis		
김지선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근육병에서의 유전학, 그리고 염증성 근육병의 최신 치료 지견에

11:00 - 11:30

Inclusion body myositis		
최교민 (건 국 의 대)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Inherited myopathy”

11:30 - 12:00

Immune-mediated necrotizing myopathy		
백설희 (고 려 의 대)

12:00 - 13:00

Lunch

시간에는 근디스트로피, 원위부 근육병, 사립체근육병, 대사성
근육병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동/협력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경과 연자

Trend in myopathy research

좌장 .

권오현 (을 지 의 대)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능유전체학 연구실의 최무림

13:00 - 13:30

Gene therapy in myopathy		
신제영 (서 울 의 대)

교수님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류마티스내과의 박진균 교수님을

13:30 - 14:10

Genetics in myopathy		
최무림 (서 울 의 대)

연자로 모셨습니다.

14:10 - 14:50
		

Emerging immunotherapies for inflammtory myositis and other
systeymic autoimmune diseases		
박진균 (서 울 의 대)

14:50 - 15:20

Coffee break

금년 심포지움은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근육병의 진단,
치료, 그리고 연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 모두에게 유익하고 알찬
내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 임상의 그리고 연구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토의를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울의대 신경과학교실 교수

성정준

Inherited myopathy

좌장 .

김승현 (한 양 의 대)

15:20 - 15:50

Limb-girdle muscular dystrophy 		
오정환 (제 주 의 대)

15:50 - 16:20

Distal Myopathy		
양지원 (가 천 의 대)

16:20 - 16:50

Mitochondrial Myopathy		
안소현 (서울대 서산의료원)

16:50 - 17:20

Metabolic myopathy		
김준순 (서 울 의 대)

17:20

Closing remark		
성정준 (서 울 의 대)

■ 일 시 : 2019년 8월 24일 (토) 09:50 - 17:20

■ 장 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1층 서성환연구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