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희귀난치성 신경근육질환 심포지엄 및
교과서 리뷰코스(호흡재활, 신경근육질환)

안녕하십니까?
대한호흡(숨)재활연구회와 연세의대 희귀난치성 신경근육병 재활 연구소에서는 지난 11회
에 걸친 심포지엄을 통해 신경근육계 질환 재활과 호흡재활에 대한 최신지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본적인 교과서 학습을 통해 신경근육계 질환 및 호흡재활의 기초를 다지고 지속
적인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에도 제12회 희귀난치성
신경근육질환 심포지엄 및 교과서 리뷰코스(호흡재활, 신경근육질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1부에서는 ‘Special Issue Discussion’을 준비하여 신경근육계 질환 전반에 걸쳐 우리
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에 대한 강의와 함께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2
부에서는 각 병원에서 비교적 경험이 부족한 호흡재활 및 신경근육계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대한호흡(숨)재활연구회 회장 김주섭
연세의대 희귀난치성 신경근육병 재활연구소 소장 강성웅

장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본관 2동 3층 중강당
일시 ｜ 2019년 9월 7일(토) 8:30
평점 ｜ 대한의사협회 5점
주관 ｜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 희귀난치성 신경근육계 질환 진료센터
주최 ｜ 연세의대 희귀난치성 신경근육병 재활연구소 / 대한호흡(숨)재활연구회
후원 ｜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

< 사전등록안내 >
■ 사전등록마감일 : 2019년 9월 4일(수)
■ 등록비 : 2만원
인원에 따라 현장등록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등록취소는 2019년 9월 5일(목)까지만 가능합니다. (강의록 준비 및 식사 예약 관
계로 이 이후 취소를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등록비 환불이 되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기한 내 등록 취소 시 등록비는 전액 환불해드리나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 한해 환불에 의한 인터넷 뱅킹 수수료(500원)를 제외
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9월 9일에 일괄적으로 환불해드립니다.)
■ 신청방법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QKRTNALS77@yuhs.ac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프로그램 호환의 문제로 저희 쪽에서 보내주신 사전등록 신청서가 열리지 않
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확인 및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등
록 신청서의 제목을 “사전등록 신청서_OO병원_전문의/전공의/치료사 OOO”의 형
식으로 저장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 우선적으로는
이메일을 보내주셨던 주소로 회신을 하여드리오니 신청서를 보낸 이후 이메일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입금계좌(우리은행 1005-301-886229/예금주: 대한숨재활연구
회)로 등록비를 입금하시면 1주일 이내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회신드리겠사오
니.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도 1주일 이내 연락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아래에 기재된
담당자 번호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만 보내고 입금을 하지 않으시거나, 신청서를 보내지 않고 입금만 하실 경
우에는 등록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자 이름과 입금자가 다를 경우나 한 분
이 단체로 등록을 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연락처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김은혜 Tel. 02)2019-3490 / Fax. 02)2019-4881
■ 대한의사협회 교육평점 5점이 주어집니다.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의 변경에 따라, 강의 시작 전과 종료 후 두 번에 걸쳐
출석 확인을 하게 되며, 확인 시간에 따라 평점이 부여됩니다. 출석이 한번만 확인
된 분의 경우 평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출석이 2회 이상 확인된 분에 한해서 전체
강의 시간 중 2시간이 초과된 시점부터 부분적인 평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평점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4평점
▷4시간 초과 -

: 5평점

< 일정안내 >
시 간

연 제

08:30 ~ 08:50

등록

08:50 ~ 09:00

개회사

1부 Special Issue Discussion
09:00 ~ 09:40

Endocrinologic problem in DMD

연 자

좌장 : 연세의대 강성웅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권아름

patients
09:40 ~ 10:20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연세의대 재활의학과 조한얼

Communication for NMD patients
10:20 ~ 10:30

Q & A

10:30 ~ 10;50

Coffee Break

10:50 ~ 11:20

Eating and digestion related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이장우

symptoms in DMD
11:20 ~ 11:30

Q & A

2부 Textbook Review Course
11:30 ~ 12:20

Myopathy (Braddom and Delisa)

12:20 ~ 13:30

점심식사

13:30 ~ 14:30

Motor neuron disease
(Braddom and Delisa)

14:30 ~ 15:00

Pulmonary rehabilitation (Downey)

15:00 ~ 15:20

Coffee Break

15:20 ~ 16:00

Pulmonary rehabilitation (Braddom)

16:00 ~ 16:50

Pulmonary rehabilitation (Delisa)

16:50 ~ 17:00

폐회사

한림의대 재활의학과 김동현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이장우
차의대 재활의학과 김은영

차의대 재활의학과 서미리
연세의대 재활의학과 최원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