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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교실 심포지엄
일 시 I 2019년 9월 7일 ( 토 ) 0 9 : 5 0 - 1 7 : 1 0

장 소 I 고려대 구로병원 새롬교육관 1층 대강당

&
1999년 12월18일에 “Recent Advances in Parkinson’s disease”라는 주제로
김재우, 손영호, 고(故) 이원용, 박건우 네 분의 교수님을 연자로 모시고 고대 신
경과학교실 심포지엄을 시작한지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고대 심포지엄은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분야에서 기초적인 내용에서 부터
최신 지견까지 다양한 주제로 심포지엄을 만들어 왔습니다. 고대심포지엄은 이
상운동질환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환자들과 함께 성
장해 왔다고 생각하며, 올해의 주제는 ‘항상 우리 환자와 함께’로 정하였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최신 치료에 대한 내
용, 그리고 별로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한 주제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 주된 심포
지엄의 내용은 직접 환자분을 모시고 병력 청취, 신경학적 진찰, 진단적 접근 과
정을 진행하는 Movement Disorders Grand Rounding을 진행하고 자 합니다.
올해 Grand Rounding에 고대구로병원, 보라매병원, 고대안산병원 에서 환자분
을 모셔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이상운동질환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직접 병
력 청취, 신경학적 진찰 등을 시행하여 주시고, 참가하신 모든 분들과 토론을 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 계절이 시작되는 9월 첫 주 토요일에 함께 고민하면
서 발전해 가는 우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2019년
고려의대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
고성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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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선 구로역
쌍용자동차 옆 버스정류장에서 모든 버스 이용

신관
입구

 2, 7호선 대림역
4번출구 : 구로10, 구로11 (마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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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

본관
입구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병원건물 우측에 보이는 건물이 새롬교육관 입니다.
 신관입구로 들어오셨으면 본관으로 넘어오셔서 건너오실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검색시 “고대구로병원교수연구동＂으로 입력하십시오.)

I kkissk0107@gmail.com / 02-2626-2247

(현 새롬교육관)

본 심포지엄은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 (KMDS)가 인증합니다.

This meeting is endors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