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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님들께 

안녕하세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등산, 나들이 등으로 주중에 쌓였던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충전 하십시요. 대한뇌전증학회는 올해부터 가을에 지방에서 뇌전증의 날 

행사와 함께 Annual Update of Epilepsy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일요일에 개최하여서 교수,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선생님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올해는 대구에서 첫번째 심포지엄을 하는데 주제는 뇌전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최신 정보입니다. 

전국에서 그 분야에 가장 지식이 많고 유명한 교수님들을 연자로 모시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대구, 경북 지역 뇌전증 환자들을 치료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일시  2017. 11. 19 (일) 09:00-16:10
장소  대구가톨릭대병원 루가관(7층) 강당 
평점  대한의사협회 6점
대상  교수, 봉직의, 대원의, 전임의, 전공의

09:00-10:20 Updates on basic concept of epilepsy 권순학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상호 (동아대병원 신경과)

09:00-09:20 
Recent Classification of seizure types, epilepsy syndrome 
& status epilepticus

김재문
 (충남대병원 신경과)

09:20-09:40 
Recent advances in genetic investigations of patients with 
epilepsy

김기중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09:40-10:00
Epileptic encephalitis : Neuroinflammation & autoimmune 
mechanism in epileptogenesis

최지은 
(보라매병원 소아청소년과) 

10:00-10:20 Recent advances in electrophysiological biomarkers in epilepsy 구용서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10:20-10:30 Q & A 

10:30-10:40 Coffee break 

10:40-12:00 New trends in diagnostic tools in Epilepsy   김지언 (대구가톨릭대병원 신경과)
권오영 (경상대병원 신경과)

10:40-11:00 Neuroimaging in Epilepsy: Novel findings & its application 박강민 (해운대백병원 신경과)

11:00-11:20
Recent advances in the analysis of EEG/MEG & its source 
localization

문진화 (한양대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11:20-11:40 Recent trends in long-term EEG monitoring at EMU & ICU 이상건 (서울대병원 신경과) 

11:40-12:00 Co-morbidities of epilepsy: depression, anxiety, suicide 박성파 (경북대병원 신경과)

12:00-12:10 Q & A

12:10-13:10 Lunch

13:10-14:30 Updates of pharmacological & other non-surgical 
therapeutics in epilepsy

  이세진 (영남대병원 신경과)
김준식 (계명대동산의료원 소아청소년과)

13:10-13:35
The advent of new AEDs: novel targets and different action 
mechanism

이윤정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13:35-14:00
Optimal pharmacological management of refractory epilepsy: 
recent evidences

이병인
 (해운대백병원 신경과) 

14:00-14:20
New approaches in Ketogenic diet, cannabinoid & repurposed 
medications 

김흥동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14:20-14:30 Q & A 

14:30-14:40 Coffee break 

14:40-16:00 Updates of surgical treatment in drug resistant epilepsy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황성규 (경북대병원 신경외과)

14:40-15:00
When to consider surgery and how to select surgical 
candidate?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15:00-15:20
Classification of epilepsy surgery and indication of different 
surgical procedures

홍석호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15:20-15:40
Stereo-EEG, thermocoaluation and Laser-assisted epilepsy 
surgery

손영민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15:40-16:00
Neurostimulation therapy: Vagus Nerve Stimulation and Deep 
Brain Stimulation

고은정 (전북대병원 신경외과)

16:00-16:10 Q & A 

16:10- Closing  
대한뇌전증학회 회장  홍승봉  

2017년 9월 4일

인사말 Opening 및 인사말: 홍승봉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