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비
등록

전문의/봉직의/개원의

전임의/전공의/공보의

사전

40,000원

30,000원

현장

50,000원

40,000원

요금별납

무 로2 가 우

✓ 등록 방법
1) cmcnephro.co.kr (홈페이지에서 입금여부 확인 가능)
- 입금명은 “성명(병원명)”으로 부탁 드립니다.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2-457-971349 (예금주: 반태현)
2) 등록취소 및 환불안내
- 2018년 11월 25일 이전 취소 시 100% 환불
- 2018년 11월 26일 이후 환불 불가
-등
 록 취소 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3) 문의: E. musichwa@catholic.ac.kr T. 02-2258-6854

충

✓ 등록 마감일 ~2018년 11월 25일 (일요일)

체국

서울

REGISTRATION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버 스 고속터미널 하차142, 462, 642, 9408
서울성모병원 하차 540, 740, 4425, 5413, 서초13, 서초14, 서초21
센트럴시티 하차 3414, 서초01, 3420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출구)
3호선 고속터미널역 (가톨릭의과대학방면/2, 7번 출구)
7호선 고속터미널역 (가톨릭의과대학방면/3, 4번 출구)
9호선 고속터미널역 (가톨릭의과대학방면/7호선 3, 4번 출구)

주차안내 1일 주차권 배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내과
우) 06591

LOCATION

INVITATION

PROGRAM

안녕하십니까
가톨릭의대 신장내과 연수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8:00-12:00

Registration

08:50-09:00

인사말

가톨릭의대 박철휘
AGING

어느덧 끝날 것 같지 않은 기록적인 무더운 여름을 지나 맑은
하늘, 풍요로운 햇살과 신선한 기운의 상큼한 가을이 성큼 다

Clinical issues of aging in kidney

가왔습니다.
“노화, 비만, 당뇨 & 신장”은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올해로 3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건의 최대 숙제인 “노화, 비만과 당뇨”는 신장학 분
야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대의 현안 과제입니다.

좌장: 가톨릭의대 김석영
가톨릭의대 윤선애

09:00-09:25

Hyponatremia in elderly

가톨릭의대 최범순

09:25-09:50

Hypertension in elderly

가톨릭의대 임상현

09:50-10:15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for older adults with renal dysfunction

10:15-10:35

휴식
Translation issues in renal aging

첫째 세션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신장의 변화를 기초의학

서울의대 김광일
좌장: 가톨릭의대 김용수
가톨릭의대 김병수

과 임상의학 관점에서의 현실감 있고 심도 있는 강의를 준비

10:35-11:00

Immunity in aging kidney

가톨릭의대 윤혜은

하였고, 둘째 세션은 “당뇨, 비만”에 의한 신장 손상과 새로운

11:00-11:25

Pericyte in aging kidney

가톨릭의대 반태현

치료에 대한 임상연구와 기초연구에 대한 최신지견과 연구방

11:25-11:50

Molecular mechanism and modulation in aging kidney

향을 토의하고자 합니다.

11:50-13:00

점심시간
DIABETIC NEPHROPATHY & OBESITY

이번 연수강좌를 통하여 환자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는 선생

Clinical issues in diabetic and obesity-related renal disease

님들의 최신 지견의 공유와 관련 분야의 신장학을 공부하고
자 하는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통한 의사 소통의 장이 되기
를 기대합니다.

부산의대 정해영

좌장: 가톨릭의대 진동찬
가톨릭의대 김영옥

13:00-13:25

Biomarkers in diabetic kidney disease (DKD); the present and the future.

서울의대 이정표

13:25-13:50

Obesity, metabolic abnormalities, and CKD: the effect of weight loss

연세의대 한승혁

Novel effective drugs for diabetic kidney disease? Or not?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3:50-14:15

DPP-IV inhibitors-renoprotection in DKD

14:15-14:40

SGLT2 inhibitors-renoprotection in DKD

14:40-15:00

휴식
Searching for new drugs in diabetic kidney disease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학과장

박철휘

15:00-15:25

Regulating autophagy as a therapeutic target in DKD

15:25-15:50

The role of lysophosphatidic acid in DKD

15:50-16:15

Adipokines-kidney network in DKD

가톨릭의대 홍유아
연세의대 박정탁
좌장: 가톨릭의대 양철우
가톨릭의대 김형욱
가톨릭의대 김용균
가천의대 전희숙
가톨릭의대 김예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