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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근감소증학회
The Korean Society of Sarcopenia

사전등록 신청서 사전등록 안내

등록비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 30,000원 50,000원

군의관, 보건의, 전공의,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원, 대학원생 등

20,000원 40,000원

사전등록 마감일 : 2018년 2월 23일 (금)까지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 6평점

등록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402-800754 (예금주 : 대한근감소증학회)

사전등록 안내
학회 홈페이지 (www.sarcopenia.co.kr)를 통해서 온라인 사전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포스터, 우수연제상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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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성 명

소 속

직 위

전  공  과

의사면허번호

연   락   처

 Tel.

 H.P.

 E-mail.

구  분
□ 전문의

□ 공보의, 군의관, 전공의, 간호사, 의료기사 등

참  가  비

 입금자명.

 입금일자.                    월 일

 금금일액. 원

상기 본인은 “2018년 대한근감소증학회 

제 5차 학술대회”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TH
E 

KO
RE

AN
 S

OC
IE

TY
 O

F 
SA

RC
OP

EN
IA

THE KOREAN SOCIETY OF SARCOPENIA THE KOREAN SOCIETY OF SARCOPENIA

지하철 

미금역 3번 출구 정류장 → 2, 33-1, 51, 101, 720-2 버스 탑승 → 헬스
케어혁신파크, 가스공사 정류장 하차

오리역 2번 출구 정류장 → 2-1, 101, 116, 720-2 버스 탑승 → 헬스케어
혁신파크, 가스공사 정류장 하차

정자역 3번 출구 정류장 → 2, 111 (마을) 버스 탑승 → 헬스케어혁신파크, 
가스공사 정류장 하차

버   스 

헬스케어혁신파크, 가스공사 정류장 하차
광역 : 9401, 9403, 9404, 9408
일반 : 101, 116, 2, 2-1, 303, 33-1, 51, 720-2 

학회장

헬스케어혁신파크



모시는 글
일자 │ 2018년 3월 10일 (토)       장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4층 미래홀

2018년 대한근감소증학회 제 5차 학술대회
THE KOREAN SOCIETY OF SARCOPENIA

대한근감소증학회 회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작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또 

최근 보고에 의하면 2030년에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이 세계 

최초로 90세를 넘을 것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특유 질환의 하나인 근감소증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이 경과하면 골다공증처럼 노인의 대표적인 질환

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대한근감소증학회가 정식 학회모임으로 결성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근감소증이 질환으로 부각되어, 미국에서는 

M62.84라는 질병코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질병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조만간 근감소증은 

하나의 독립된 질환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8년 제5회 춘계학술대회는 제2기 집행부가 새롭게 

학회를 시작하는 첫 학술대회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근감소증 연구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호트 연구와 만성

질환에서 근감소증이 어떤 임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 임상 연구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연구 

방법의 통일을 모색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국내 근감소증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근감소증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2월

대한근감소증학회 회장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과

장 학 철  드림

08:30~08:50 Registration   
08:50~09:00 Opening Remarks 회장  서울의대 내분비내과│장학철

Session I  근감소증 역학 - 국내코호트 좌장 : 민용기, 이윤환

09:00~09:25 한국 노인 노쇠 코호트 경희의대 가정의학과│원장원
09:25~09:50 병원 기반 노인 코호트 서울의대 내분비내과│임   수
09:50~10:15 고관절 골절 코호트 중앙의대 정형외과│하용찬
10:15~10:25 Discussion 

10:25~10:40 Coffee Break 

Session II  만성질환과 근감소증 좌장 : 김   탁, 박용순

10:40~11:05 만성호흡부전 환자에서 근감소증 연세의대 호흡기내과│박혜정
11:05~11:30 만성신질환 환자에서 근감소증 차의과대 신장내과│김준철
11:30~11:55  골다공증 환자에서 근감소증 연세의대 내분비내과│이유미
11:55~12:00 Discussion   

 Luncheon Symposium 좌장 : 장학철

12:00~12:30 당뇨병과 근감소증 서울의대 내분비내과│김정희
12:30~13:10 Lunch 
13:10~14:00 Poster Presentation 

Session III 진단 Update 좌장 : 김신윤, 김태년

Parellel session 자유연제 I - 제5세미나실

14:00~14:15 근감소증에서 MR vs CT 한림의대 영상의학과│최정아
14:15~14:30 초음파를 이용한 근감소증 진단 서울의대 재활의학과│이상윤
14:30~14:45 보행속도 측정 이슈 : Static/Moving Start, Usual/Fastest, Automatic/Manual 경희대 체육학과│김미지
14:45~15:00 근육량 측정 이슈 : DXA vs BIA 서울의대 내분비내과│김경민
15:00~15:10 Discussion   

15:10~15:30 Coffee Break 

Session IV   근감소증 치료, 중재 좌장 : 임재영, 송   욱

Parellel session 자유연제 II - 제5세미나실

15:30~15:55 근감소증에서 약제 Update 서울의대 치의과학과│이윤실
15:55~16:20 근감소증 노인에 대한 Wearable Device 중재 동아대 건강관리학과│박현태
16:20~16:45 근감소증과 연하재활 중앙의대 재활의학과│김돈규
16:45~16:55 Discussion  

16:55~ Closing Remarks Parellel session : 자유연제 II - 제5세미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