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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th Congress of The Korean Society of Sarcopenia

일시 ｜ 2022년 12월 3일(토) 08:50~16:40
장소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2층 컨벤션홀

평점 ｜ 대한의사협회 6평점

초록등록 안내

일반 연제 발표를 위한 초록을 널리 모집합니다. 

초록 접수는 구연과 포스터로 다양한 형태로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발표를 원하시는 연제 초록을 11월 11일(금)까지 

아래 초록등록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연제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초록등록 바로가기 >>>

사전등록 안내

사전등록 마감일 

2022년 11월 18일(금) 자정까지 현장등록 없이 사전등록만 가능합니다.

사전등록은 학회 홈페이지(www.sarcopenia.c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사전등록비 입회비

회 　 원
전문의, 교수 40,000 20,000

군의관, 공보의, 전공의,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원 등 30,000 20,000

비 회 원
전문의, 교수 60,000 -

군의관, 공보의, 전공의,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원 등 50,000 -

학생 20,000 -

　　　　　　　　　　　  신한 100-032-789269 (대한근감소증학회)

　　　　　　　　　　　  6평점

　　　　　　　　　　　    대한근감소증학회 사무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동 11층 재활의학과사무실 
TEL : 031-787-6896　FAX : 031-787-4056　 
E-mail : sarcopenia@naver.com

사전등록 바로가기 >>>

프로그램 안내

대학회장

08:50-09:00 Opening Remark 

Session I. Update of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sarcopenia and clinical research trends in Korea

좌장: 장학철 서울의대 / 원장원 경희의대

09:00-09:20 Summary of recent major guidelines of sarcopenia 김미지 경희의료원

09:20-09:40 Biomarkers for evaluating sarcopenia in the digital healthcare era 성주혜 고대안암병원

09:40-10:00 Randomized controlled trial for sarcopenia in Korea 이상윤 서울의대

10:00-10:15 Discussion

10:15-10:30 Coffee Break

Session II. Korean guidelines and consensus developments (국내지침서 개발)

좌장: 이윤환 아주의대 / 임재영 서울의대

10:30-11:00 진료지침 선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정희원 아산병원

11:00-11:30 델파이 조사 결과 및 근감소증 진료지침안 소개 백지연 아산병원

11:30-11:50 Panel discussion 김미지 경희의료원 
이상윤 서울의대 
한은정 건강보험공단 
홍남기 연세의대 내분비내과

11:50-12:10 Discussion

▶ Luncheon symposium 

12:10－12:30 TBD

12:30－13:10 Lunch

Session III. Alternative or new tests and tools

좌장: 김덕윤 경희의대 / 하용찬 서울부민병원

13:10-13:30 근육량 평가에서의 MRI/CT 윤순호 서울의대

13:30-13:50 D3 creatine dilution method to assess muscle mass 김일영 가천의대

13:50-14:10 근감소증 진단의 초음파 검사의 유용성 심가양 경희의대

14:10-14:30 Potential biomarkers for sarcopenia 김경민 연세의대

14:30-14:45 Discussion 

14:45-15:00 Coffee Break

Session Ⅳ. Nutritional interventions in sarcopenia: where do we stand?
(근감소증의 영양중재요법)

좌장: 이해정 가천대학교 / 김태년 인제의대

15:00-15:20 Association between sarcopenia and  
nutritional intake in the middle-aged and elderly  
(중장년층과 노인에서 근감소증과 영양섭취 관련성) 

연미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20-15:40 The effect of nutritional intervention for the management of 
sarcopenia in the elderly in rural areas
(농촌지역 노인들의 근감소증 관리를 위한 영양중재 효과(사례를 중심으로))

박기수 경상대 예방의학교실

15:40-15:50 Discussion

SessionⅤ. Exercise Intervention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arcopenia
(근간소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운동중재요법)

좌장: 박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송　욱 서울대학교

15:50-16:10 Sarcopenia, Menopause, and Exercise Intervention in Women
(중년여성의 근감소증과 운동중재) 

박영민 인천대학교

16:10-16:30 Well-aging: Strategies for the prevention of sarcopenia and  
frailty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tls 
(지역사회 노인의 근감소증 및 노쇠예방을 위한 웰에이징 전략)

배성류 동아대학교

16:30-16:40 Discussion

소학회장

08:50-09:00 Opening Remark 

Session Ⅵ. Basic research/Translational research (기초/중개 연구)

좌장: 권기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자생물학 / 김일영 가천의대

10:30-10:50 Role of gammadelta T cells on muscle and  
bone phenotypes during thyrotoxicosis 

이현승 충남의대

10:50-11:10 Aging-related metabolic changes of skeletal muscle 안지윤 한국식품연구원

11:10-11:30 Muscle tissue engineering for traumatic muscle injury and 
muscular dystrophy 

조승우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

11:30-11:50 Finding MMA (Markers for Muscle Atrophy) 류동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11:50-12:10 Discussion 

▶ Luncheon symposium 

12:10-12:30

12:30-13:10 Lunch

Session VII. Paper Presentation

좌장: 서재명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 유준일 경상의대

13:10-14:45

14:45-15:00 Coffee Break

Session VIII. 디지털헬스케어와 근감소증

좌장: 임재영 서울의대 / 김영상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15:00-15:20 Measurement for muscle quantity and quality 홍남기 연세의대, 메디컬아이피

15:20-15:40 Assessment for physical performance 윤성준 디파이 대표이사

15:40-16:00 AI based digital biomarker analysis and digital care solution 이후만 엑소시스템즈 대표

16:00-16:20 Digital therapy 박현태 동아대

16:20-16:35 Discussion 

　　

등록비 입금 계좌

등　　록　　비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문　　의　　처

136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본관 11층 재활의학과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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