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우체국

요금후납

제1회
대한신장학회 노인신장학연구회
심포지엄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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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안내
자동차
지방에서 오실 경우  경부고속도로 종점에서 한남대교를 건너시면 한남
고가가 나오는데 고가를 타지 마시고 고가 밑에서 11시 방향 좌회전 하나은행
쪽으로 들어오시면 100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8시 방향 좌회전 후 계속직진
하시면 강변북로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올림픽 대로를 이용하실 경우  잠실에서 공항방면은 동호대교 지나서
한남대교를 타고 오시다가 한남 고가 밑에서 11시 방향 좌회전 하시면 됩니다.
일산, 공항 방향  강변북로에서 반포대교 지나면 한남동 방향 고가
타시고 한남역 삼거리 방향 좌회전 후 다시 좌회전 한 번 더 하시고 사거리에서
다시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기차이용 시
(서울역 하차)
(청량리역 하차)

일시

402 (환승센터 이용) / 9000 90001 5500
청량리역(지상) → 경의중앙선 한남역 하차

장 소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동은대강당

고속버스이용 시(서울고속버스 터미널)
142 / 3호선 신사역, 7호선 논현역에서 하차. 광화문방향 버스로 환승

주 최 대한신장학회 노인신장학연구회
평점 대
 한의사협회 3평점

순천향대학부속
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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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신장분과전문의 3평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1401호

주 차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주차장(등록시 무료주차권 교부)

THE KOREAN SOCIETY OF GERIATRIC NEPHROLOGY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9 (Tel. 02-709-9114)

대한신장학회 노인신장학연구회

셔틀버스
순천향병원 ↔ 한남역간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08:15부터 17:30까지 운행합니다. (출발시간 기준))

2020년 2월 8일(토) 13:30~18:00

제1회
대한신장학회 노인신장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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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제1회 대한신장학회 노인신장학연구회 심포지엄

13:30~13:50

등록

13:50~14:00

인사말
축사

안녕하신지요.
대한신장학회 소속 노인신장학 연구회에서 제1회 학술대회를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고령화에 따라 국내 노인 환자는 급증했고, 80대 이상의
초고령 환자도 임상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신장학 연구회는 급속히 늘고 있는 노인 신장질환자에 대한

신성준

대한신장학회 차기 이사장

양철우

좌장 ┃ 한동철 (순천향대), 임춘수 (서울대)
14:00~14:30

노인의학의 최근동향

14:30~15:00

분당서울대병원 노년내과

김광일

Current Guideline Review for Elderly CKD Patients ;
what is know and what we have to prepare

동국대

신성준

15:00~15:30

Decis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in CKD patients

전주예수병원

선인오

15:30~15:45

Panel discussion

가톨릭대
울산대
성균관대

홍유아
유경돈
현영율

15:45~16:00

coffee Break

개최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0년 이 후 고령화는

노인신장학연구회 회장

다학제적 접근과 포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신장학에
대한 진료와 연구, 그리고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자 2019년 3월
대한신장학회의 인정 하에 설립되었습니다.

좌장 ┃ 진동찬 (가톨릭대), 권순효 (순천향대)

이번 학술대회는 노인신장학 연구회가 설립된 후, 처음 개최하는
학술대회입니다. 두 세션으로 구성하였고, 첫 세션은 노인의학에 대한

16:00~16:30

General care of elderly CKD patient

건양대

황원민

최근 동향과 노인 만성콩팥질환에 대한 주요 진료지침, 그리고 말기

16:30~17:00

Strategies to increase the survival rate of elderly HD patients

계명대

박우영

또는 임종기에 있어 혈액투석과 관련된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다루고,

17:00~17:30

일본의 노인의료 현장을 가다

조선일보

김철중

17:30~17:45

Panel discussion

가톨릭대
경북대
순천향대

정성진
조장희
유병철

17:45~18:10

창립 총회 및 폐회

두 번째 세션에서는 노인 만성콩팥질환에 대한 전반적 관리 및 노인
혈액투석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대해 최근 연구결과와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폭넓게 다룰 것입니다. 아울러,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님을 특별히 모시어 심각한 고령사회 문제를 이미 겪고
있는 일본에서의 노인의료 현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구회는 노인신장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과 활발한 교류와
협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술대회가 노인신장학 분야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노인신장학에 대한 이해와 진료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GISTRATION
사전 등록 방법
등록 사이트

https://forms.gle/tKseFMj8ngVphzhu8
사이트를 통해 사전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등록 마감일 2020년 2월 3일(월)

대한신장학회 노인신장학 연구회 회장

문의 메일(ksn-ksgn@naver.com)을 통해서도 사전등록 가능합니다.

우편신청은 불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현장등록만 가능합니다.

신 성 준

등록비(교재포함)
의사
간호사 / 전공의 / 의과대학생

사전등록

현장등록

10,000

20,000

무료

무료

등록비 입금 계좌번호
< 하나은행 : 516-910045-71305 예금주 : 황원민 >
등록비 입금은 사전 등록 시 기재한 입금자명으로 입금하여 주십시오.

문의
ksn-ksg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