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전등록 마감일 : 2019년 3월 4일(월)까지

요금별납

1. 사전등록은 학회 홈페이지 (www.sarcopenia.c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동서울우편집중국

Registration | 사전등록안내

3. 등록비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

30,000원

50,000원

군의관, 공보의, 전공의,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원, 대학원생 등

20,000원

40,000원

4. 등록비 입금 계좌: 신한 100-032-789269 (대한근감소증학회 장학철)
5.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 6평점

Location | 오시는 길

1. 자가용 이용 시
① 북대구 IC : 서변남로(1.3km) → 신천대로(2.2km) → 대학로(0.8km) → 경북대학교 북문
② 서대구 IC : 신천대로(8.2km) → 연암로(0.4km) → 대학로(0.8km) → 경북대학교 북문
2. 지하철 + 버스 이용 시
① 1호선 칠성역(3번출구) : [북문] 306
② 1호선 신천역(5번출구) : [북문] 410-1
③ 2호선 경대병원역(4번출구) : [북문] 306

대한근감소증학회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북문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3 6 2 0

7. 문의처: 대한근감소증학회 사무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동 12층 내과사무실 內
전화 : 010-7285-7039 / 팩스 : 031-787-4052 / E-mail : sarcopenia@naver.com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동 12층 내과사무실 內
전화 : 010-7285-7039 / 팩스 : 031-787-4052 / E-mail : sarcopenia@naver.com

6. 우수포스터, 우수연제상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Invitation | 초대의 글

PROGRAM | 프로그램

대한근감소증학회 회원 여러분

08:30-08:50 등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추계학술대회에서도
국내 근감소증의 진단방법과 기준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고, 또 최근 유럽노인병학회에서는 EWGSOP 지침의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AWGS에서도 아시아인에 적합한 진단방법과
기준을 설정하고자 아시안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토대로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개정된 EWGSOP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또 논의 중인 AWGS
개정에 대해서도 대만 Liang-Kung Chen 교수의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춘계 학술대회의 시작은 오랜 기간 근감소증을 연구하신 권기선
박사님의 최근 연구결과인 근감소증의 biomarker로 시작하여 근육
질환의 병태생리를 살펴보는 세선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근감소증은
일부나라에서는 ICD10-CM, M62.84라는 질병코드를 사용하게 되어,
질병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조만간 ICD10이 개정되면,
질병으로 인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서 근감소증이 가지고 있는 임상적 의미를 살펴보고,
근감소증의 치료에 중요한 근간인 운동 중재요법에 대하여 논의하는

좌장: 김 탁, 서재명

13:20-13:45 Osteosarcopenia: New geriatric syndrome		
중앙의대 정형외과 하용찬 교수
		
경북대 정형외과 백승훈 교수
13:45-14:10 Osteoarthritis and sarcopenia

09:00-09:25 Prediction of sarcopenia using a combination of multiple serum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기선 박사
biomarkers

14:10-14:35 Musculoskeletal problems in sarcopenic obesity		
인제의대 내분비내과 김태년 교수
		

09:25-09:50 Muscle quality and Myosteatosis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

14:35-14:45 Discussion

08:50-09:00 Opening Remarks
09:00-10:00 Session I. 기초 및 중개연구

대한근감소증학회는 국내 근감소증의 연구 활성화와 임상지침 개발에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근감소증에

회장 장학철

09:50-10:00 Discussion

14:45-15:10 Coffee break/Poster presentation

10:00-10:20 Coffee Break
10:20-11:00 Session II. Special Lecture
10:20-10:50 Muscle stem cell

좌장: 김신윤
경북대 수의대 정규식 교수

10:50-11:00 Discussion
11:00-12:00 Session III. Recent Update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Sarcopenia
좌장: 원장원, 임재영
11:00-11:25 Sarcopenia: revised European consensus on definition and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김미지 교수
diagnosis (EWGSOP2)
11:35-11:50 New AWGS National Yang Mi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Liang-Kung Chen
		
11:50-12:00 Discussion
12:00-12:20 Luncheon Symposium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13:20-14:45 Session IV. 근골격계질환(골다공증, 골관절염, 척추질환) 및 		
근감소증
좌장: 민용기, 이윤환

경하홀 1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근감소증의 관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근감소증에 대한 연구 발표가

PROGRAM | 프로그램

좌장: 장학철

12:00-12:20 당뇨병과 근감소증, 노쇠, 노인증후군 서울의대 내분비내과 김정희
12:20-13:20 Lunch

15:10-16:10 Session V. 근감소증 중재: 운동 및 물리치료 중심		
		
좌장: 김준철, 김돈규
15:10-15:35 Update of exercise interventions for sarcopenia; Clinical trial 		
가천의대 김일영 교수
reviews (근감소증 운동중재 관련)
15:35-16:00 근감소증에서 전기자극치료 효과: Critical review		
울산의대 재활의학과 김 원 교수
		
16:00-16:10 Discussion
16:10-17:10 Session VI. Special Considerations of the Cancer Patient 		
with Sarcopenia
좌장: 박형무, 김일영
16:10-16:35 Sarcopenia in oncology: Prediction and assessment tools for 		
중앙의대 혈액종양내과 김희준 교수
clinical practice
16:35-17:00 Maintaining muscle health in cancer survivors: When and how 		
서울대 체육교육과 송 욱 교수
to intervene
17:00-17:10 Discussion
17:10-

Closing Remarks

관심이 있는 많은 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월
대한근감소증학회 회장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과
장 학 철 드림

경하홀 2
Parallel Session
<scientific Presentation Session>
13:20-14:40 Oral presentation
14:40-15:10 Coffee break/Poster presen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