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별납

오시는 길

동서울우편집중국

MAP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지하철 이용시
2호선 : 신촌역 3번 출구 → 도보 8분

지선버스(초록) : 03, 04, 05, 76, 567, 770, 6714, 7017, 7613, 7720, 7024,
7726, 7727, 7728, 7713, 7737
광역버스(빨강) : 1000, 1200, 1900, 2000, 2000-1, 7106(M), 7111(M),
7613(M), 8880, 9714
공항버스 : 6011

대한신장학회 사구체 신염연구회

간선버스(파랑) : 153, 163, 171, 172, 272, 470, 472, 601, 606, 672, 673,
700, 707, 708, 710, 773, 750A, 750B, 751, 800, 8153

0 3 7 2 2

버스 이용시 (정류장명 : 세브란스병원앞, 연세대학교앞)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신촌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Tel : 02-2228-5357 / E-mail: hjum@yuhs.ac

3호선 : 독립문역 4번 출구 → 470, 710, 750, 7737 버스 환승
경복궁역 1번 출구 → 272, 606버스 환승

Invitation

Program

초대의 글

Registration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대한신장학회 사구체신염 연구회에서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2017년 5월 대한신장학회 연구회로 인정된
사구체신염 연구회는 사구체신염의 역학,
병태생리기전,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발족되었습니다. 사구체신염은 우리나라 만성콩팥병의 중요한
원인질환군이며, 말기신부전의 3대 원인 중의 하나로 신장내과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질환군입니다.
2017년 11월 첫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올해 두번째
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흥미로운 주제로 세 세션을 구성하였습니다.
첫번째 세션은 루프스신염의 병리학적 임상적 접근과 치료를
다루고, 두번째 세션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Complement
관련 사구체 질환을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 세션에는
그동안 구축해놓은 사구체 연구회 후향적 자료를 이용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연구회는 학술대회를 사구체신염의 최신지견과 국내 연구결과를
참여자 모두와 함께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모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 학술대회도 사구체신염의 이해와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2018년 8월
대한신장학회 사구체신염 연구회 회장 진 호 준

08:00-08:30

사전등록 안내

Registration

사전등록 신청기간 : 2018년 10월10일(수) ~ 2018년 11월03일(토)

Session 1. Lupus Nephritis: What's New?		
▶ 연수평점
좌장 : 서울대 김성권 명예교수
		
대한의사협회 4평점, 신장분과전문의 4평점
08:30-08:55 Histopathologic predictors of renal outcome in		
한양대 장기석
lupus nephritis
▶ 사전등록은 행사 홈페이지 (ksngr.pentaid.com)에서 받습니다.
08:55-09:20

Disease activity assessment of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Application to clinical trial and real 		
서울대 이은영
world practice

09:20-09:45 Recent advances in the management of lupus nephritis		
경북대 박선희
		
09:45-10:00 Panel discussion		
		전남대 배은희, 서울대 문경철, 을지의대 이성우
10:00-10:15

10:15-10:40

Pathology and pathogenesis of C3 glomerulopathy		
동국대 한강민
and atypical HUS
10:40-11:05 C3 glomerulopathy: Diagnosis and management
성균관대 이정은
		
Atypical HUS: Diagnosis and management

서울대 강희경

11:30-11:45 Panel discussion		
		연세대 임범진, 한림대 신동호, 서울대 이하정
11:45-12:00

Break

Session 3. Clinical Analyses using Retrospective Database
좌장 : 한림대 김성균
		
12:00-12:15
12:15-12:30

고려대 안신영
Glomerulonephritis in the elderly
Blood pressure and CKD progression in patients
연세대 한승혁
with glomerular diseases

12:30-12:45

Renal outcome of biopsy-proven acute tubular necrosis 		
and acute tubulointerstitial nephritis
고려대 오세원
		
12:45-13:00

구

분

전문의, 전공의

사전등록

현장등록

20,000원

30,000원

▶ 입금계좌
신한은행 110-234-346465 (예금주: 진호준)
▶ 사전등록 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Break

Session 2. Complement and Glomerular Disease
좌장 : 부산대 이동원
		

11:05-11:30

▶ 등록비

Clinical manifestation and prognosis of C1q 		
서울대 진호준
nephropathy

▶ 문의처 : 신촌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e-mail문의 권장)
Tel : 02-2228-5357 / E-mail: hjum@yuhs.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