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지제근 교수의 신경해부통합강좌(기초과정) 개최 안내

대한의학회는 신경계 영상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수요가 증가하는 신경계통의 해부학적 지식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고급과정)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올해 제39차 과정은 7월 27일(토) ∼ 28일(일) 양일에 걸쳐 지제근 교수의 신경해부통합강좌
기초과정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신 영상의 교육 자료와 새로운 좌표계에 따른 절단면 해부
실습을 통해 신경계의 해부학적 구조를 체계적이고 쉽게 강의할 예정이오니 신경분야의 임상의사
(전문의 및 전공의) 및 기초의학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수강 안내 -

․ 수강신청 : http://neuroanatomy.kam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 등록
․ 수강대상 : 제한없음 (전문의, 전공의, 기초의학자, 의과대학생 등)
․ 수강인원 : 100명(선착순 마감)
․ 수 강 료 : 30만원 - 전문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20만원 - 전공의, 조교, 대학생, 연구원 등 기타
※ 수강료 결제는 계좌이체만 가능
․ 수강료 납부 계좌 : 우리은행 1005-502-042092 (예금주: 대한의학회)
․ 신청기한 : 2019년 7월 5일(금)까지
※ 선착순이므로 신청기한 이내에 접수가 종료될 수 있으며 수강료 입금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2019년 7월 6일(토)부터 수강 취소시 50%만 환불, 수강당일은 환불 불가
․ 문 의 처 : 대한의학회 지제근 교수의 신경해부통합강좌 담당자
(T) 070-7708-7730, (E) neuroanatomy@kams.or.kr

제39차 지제근 교수의 신경해부통합강좌(기초과정)
일

시 : 2019년 7월 27일(토) 09:00 ～ 7월 28일(일) 16:50

장

소 : 고려의대 제1의학관 5층 제3강의실

주

관 : 지제근 교수의 신경해부통합강좌 운영위원회, 고려대학교 실용해부연구소

주

최 : 대한의학회

첫째날 (7월 27일)
09:00 - 09:50

신경해부 통합강좌 개관
Course Overview

김윤중(한림의대 신경과학)

10:00 - 10:50

해부학적 측면의 신경해부 개관
Introduction of neuroanatomy

허영범 교수(경희의대 해부학)

11:00 - 11:50

대뇌피질
Cerebral Cortex

정 용 교수(KAIST 바이오 및 뇌공학)

12:00 - 13:00

점심시간

13:00 - 13:30

뇌의 관상면
Coronal Section

황세진 교수 (한양의대 해부학)

13:30 - 14:00

뇌의 시상면
Sagittal Section

김인범 교수(가톨릭의대 해부학)

14:00 - 14:30

뇌의 수평면
Horizontal Section

박진서 교수(동국의대 해부학)

14:40 - 15:30

기저핵과 시상
Basal Ganglia & Thalamus

신혜원 교수( 중앙의대 신경과학)

15:40 - 16:30

뇌의 혈관분포
Vascular Anatomy

이지연 교수(서울의대 해부학)

16:30 - 19:00

신경해부학 실습

둘째날 (7월 28일)
09:00 - 09:50

신경 발생학
Development

박성혜 교수 (서울의대 병리학)

10:00 - 10:50

신경 조직학
Histology

류임주 교수(고려의대 해부학)

11:00 - 11:50

뇌간 및 소뇌
Brainstem & Cerebellum

박건우 교수(고려의대 신경과학)

12:00 - 13:00

점심시간

13:00 - 13:50

시각 및 청각
Visual & Auditory System

김지수 교수(서울의대 신경과학)

14:00 - 14:50

해마 및 변연계통
Hippocampus & Limbic System

정천기 교수(서울의대 신경외과학)

15:00 - 15:50

척수 및 자율신경계통
Spinal Cord & Autonomic Nervous System

김승현 교수(한양의대 신경과학)

16:00 - 16:50

자기공명영상 신경해부학
MRI Neuroanatomy

이승구 교수(연세의대 영상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