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심포지엄
Always with my patient
일시 : 2019년 9월 7일 (토) 09:50-17:00 / 장소 : 고려대 구로병원 새롬 교육관 1층 대강당

09:00-09:50 Registration
09:50-10:00 Opening Remarks 고성범 (고려의대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

Morning Session
Part 1 up-to-date on the treatment of movement disorders (Chair: 박건우, 고려의대)
10:00-10:30
10:30-11:00
11:00-11:10
11:10-11:30

Current state of disease-modifying treatment in PD (이필휴, 연세의대)
Clinical application of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윤진영 ,성균관의대)
Q&A
Break Time

Part 2 Movement disorder: Grand round 1 (진행: 고성범, 고려의대)
11:30-12:20

Brief history and laboratory findings (고대구로병원)
Expert examination and opinion (Team 1. Iron man)
Discussion (참가자 전원)
Lunch (60 min)

Afternoon Session
Part 3 Boundary issues in movement disorders (좌장: 이대희, 고려의대 명예교수)
13:20-13:50 Supranigral parkinsonism (권겸일, 순천향의대)
13:50-14:20 Women, gender and movement disorders (김진희, 고려의대)
14:20-14:30 Q&A
14:30-14:50 Break Time
Part 4. Movement disorder: Grand round 2 (진행: 고성범, 고려의대)
14:50-15:40 Brief case review with previous video (보라매 병원)
History and examination (Team 2. Thor)
Discussion (참가자 전원)
15:40-15:50 Break
15:50-16:40 Brief case review with previous video (고대안산병원)
History and examination (Team 3. Doctor Strange)
Discussion (참가자 전원)
16:40-17:00 Q&A
17:00 Closing remarks 고성범 (고려의대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
진단팀 (Grand round 순서는 당일 배정)
A 안태범 (경희의대), 박정호(순천향의대), 윤지영(이화의대)
B 백종삼(인제의대), 김한준(서울의대), 장우영(울산의대)
C 김중석(가톨릭의대), 홍진용(연세의대), 박희경(이화의대)

모시는글

1999년 12월18일에 “Recent Advances in Parkinson’s
disease”라는 주제로 김재우, 손영호, 고(故) 이원용, 박건우 네 분
의 교수님을 연자로 모시고 고대 신경과학교실 심포지엄을 시작한지 20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고대 심포지엄은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분야에서 기초적인 내용에서 부터 최신 지견까지 다양한
주제로 심포지엄을 만들어 왔습니다. 고대심포지엄은 이상운동질환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환자들과 함께 성장해 왔
다고 생각하며, 올해의 주제는 ‘항상 우리 환자와 함께’로 정하였습니
다.
이런 취지에서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최신 치료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별로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한 주제에 대하여 강의를 듣
고, 주된 심포지엄의 내용은 직접 환자분을 모시고 병력 청취, 신경학적
진 찰 , 진 단 적 접 근 과 정 을 진 행 하 는 Movement Disorders
Grand Rounding 을

진행하고

자

합니다. 올해

Grand

Rounding에 고대구로병원, 보라매병원, 고대안산병원 에서 환자분을
모셔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이상운동질환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직
접 병력 청취, 신경학적 진찰 등을 시행하여 주시고, 참가하신 모든 분들
과 토론을 진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 계절이 시작되는 9월 첫 주 토요
일에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해 가는 우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2019년
고려의대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
고성범

REGISTRATION
등록안내
등록마감

2019년 8월 30일

연수평점

5점

등록방법

정확한 참가 인원의 집계를 통해 원활한 진행을 하고자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입금 후 Fax나 E-mail로 등록 부탁 드립니다.
Fax : 02-2626-2249

등록비

문의처

l

E-mail : kkissk0107@gmail.com

하나은행 510-910399-82107 (예금주 : 김진희)
구분

전공의/군의관/공보의

전문의

사전등록

20,000원

30,000원

현장등록

30,000원

40,000원

02-2626-2247

Grand Rounding
진행 방식
 고대구로병원, 보라매 병원, 고대안산병원에 f/up중인 환자 분 중에서 진단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환자 1분 씩을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1) 담당 교수님이 환자분의 병력과 이전 video 내용을 10분 이내에 발표합니다.
(2) 다른 전문가 선생님 3분이 한 팀을 이루어서 추가 병력 청취 및 자세한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후 환자분은 퇴장합니다.
(3) 담당 교수님이 각종 검사 소견을 발표합니다.
(4) 전문가 진단 팀에서 의견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합니다.
(5) 참가자 모두가 토론을 진행합니다.
 전문가 진단 팀은 3명씩 3개조로 사전 섭외 후 심포지엄 당일에 배정하겠습니다

MAP & Information
교통안내

 1, 2호선 신도림역
1번 출구 : 버스(503, 5714, 6512, 5615)
이용
2번 출구 : 버스(5619, 6411, 6511) 이용

 1호선 구로역
쌍용자동차 옆 버스정류장에서 모든 버
스 이용

 2, 7호선 대림역
4번출구 : 구로10, 구로11 (마을버스)

 7호선 남구로역
도보 시 10분 거리 (4번출구로 나와서
약 700 ~ 800m 직진)
버스 이용 시 : 4번출구 건너편 버스정
류장에서 모든 버스 병원 경유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병원건물 우측에 보이는 건물이 새롬교육관 입니다.
신관입구로 들어오셨으면 본관으로 넘어오셔서 건너오실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검색시 “고대구로병원교수연구동＂으로 입력하십시오.



주차권이 제공될 예정이나 당일 주변 교통상황의 혼잡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
시길 적극 부탁드립니다.

등록신청서

성

명:

소

속:

구

분:

의사면허번호 :
구
연

------------------------------------------------------------------------------------------------------오전 강좌 (
) , 오후 MGR (
)
-------------------------------------------------------------------------------------------------------

분 : □ 전문의
락

처 : 전화
H.P

Fax

□ 전공의

□ 군의관

□ 공보의

----------------------------------------------------------------------------------------------------------------------------------------

E-mail
----------------------------------------------

* 식사는 심포지엄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자가용 이용 시
무료 주차권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