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RM 2019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근전도 코스:

전기진단검사의 실제
일 시 : 2019년 2월 16일(토) 08:20 ~ 16:30
장 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418호 강의실
주 최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INVITATION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에서는 “KURM Practical EMG
Course”를 개최합니다. 전기진단검사는 신경근육계 병변의 진단이나
평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진단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검사현장에서는 술기 자체나 결과해석에 어려움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진단 과정이 임상소견과 다르게 고안되거나
검사 결과가 적절하게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교실에서는
정확한 전기진단의 기초를 다지고자 강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강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의인성 신경병증, 다발성 신경병증에 대한
현장감 있는 강의와 전기진단검사 결과를 어떻게 보고할 지에 대한 강
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 강의에서는, 신경병증에 대한
유전 검사와 유전성 근육병증에 대하여 진단 접근 방법을 제시할 것으
로 기대합니다. 필수적인 전기진단검사 방법에 관해 실제 임상에서 적
용할 수 있는 워크숍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질의 지식과 풍부한 경
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관심 있는 선
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주임교수 이상헌

PROGRAM

KURM Practical EMG Course

08:20 - 08:50 등록
08:50 - 09:00 인사말

주임교수 이상헌
좌장: 이항재(고려의대)

Session 1
09:00 – 09:30 Iatrogenic neuropathies

권희규(고려의대)

09:30 – 10:00 Approach to polyneuropathy

김동휘(고려의대)

10:00 – 10:30 EMG Report, the Story Telling

강윤규(고려의대)

10:30 – 10:45 질의 응답
10:45 – 10:50 Coffee break
좌장: 권희규(고려의대)

Session 2

10:50 – 11:20 Genetic testing in the diagnosis of neuropathy
장대현(가톨릭의대)
11:20 – 11:50 Approach to hereditary myopathy: diagnosis & treatment
신진홍(부산의대)
11:50 – 12:05 질의 응답
12:05 – 13:00 Lunch

Workshop 1 & 2
13:00 – 14:30

Course 1

Course 2

Course 3

NCS: Basics and
Pitfalls

Evaluation for Facial
Palsy

권희규(고려의대)

이항재(고려의대)

Neuromuscular
Sonography:
Diagnosis &
Intervention

윤준식(고려의대)

14:30 – 15:00 Coffee Break
15:00 – 16:30

Course 4

Course 5

Needle EMG

SEP & MEP

박동식(전 한림의대)

양승남(고려의대)

Course 6

Electrodiagnostic
Planning for
Brachial
Plexopathy
김동휘(고려의대)

REGISTRATION
 사전등록 방법: 구글설문지 https://goo.gl/forms/1HKXW0yu3sAmtud72
e-mail (kuanamrm@gmail.com) 또는 팩스(031-412-4215)
 사전등록 마감일: 2019년 2월 8일

 등록비
 전공의/일반의/군의관/공보의
: 강의 3만원, 워크숍 각 3만원(강의+워크숍 I, II: 7만원)
 전문의: 강의 4만원, 워크숍 각 4만원(강의+워크숍 I, II: 10만원)
 현장등록: 사전등록비에 각 1만원 추가(강의+워크숍 I, II: 2만원 추가)
 워크숍: 인원 수 제한(20명)으로 선착순 등록

 등록비 입금계좌: 하나은행 576-910038-17007 이상헌
 문의처: 02-2286-1419, kuanamrm@gmail.com

•지하철 : 6호선 안암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소요
1호선 신설동역 2번 출구에서 1212번 마을버스 승차 후 고대병원 하차
•버스 : 273, 1212, 1111번 버스 승차 후 고대 이공대 또는 고대병원 하차
•자동차 : 인촌로를 따라 오다가 고려대의료원 정문으로 들어 온 후 우측으로 150m 이동 후
의과대학본관 지하 주차장 또는 장례식장 주차장
•당일 무료주차 가능합니다(주차권 교부).
•강의와 워크숍을 모두 신청하신 분에 한해 중식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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