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대한의학유전학회

제28차 대한의학유전학회

2018 춘계연수강좌 및 춘계학술대회
일시 : 2018년 4월 19일(목)

장소 :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관 대강당 및 소강당

모시는 글
존경하는 대한의학유전학회 회원 여러분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생동감이 넘치는 연록색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학회
회원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제56차 대한의학유전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제28차 임상유전학 연수강좌 춘계연수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연수강좌 프로그램은 부담없이 듣는 흥미로운 의학유전학 이야기와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과
미진단 희귀질환 진단프로그램, 새로운 나노 테크놀로지의 소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기의 화두인 인공지능이 의학유전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특강과 데모 session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의 많은 유전자 검사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제공하고
있는 치명적 유전질환의 성인 보인자 선별검사가 국내에서 필요한가에 관한 debate session 도
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진행되는 심포지움으로는 유전자 치료법의 전임상 개발현황과 임상유전학의
문제들로 후성유전학적인 성장장애, 유전질환의 재활치료, 유전적 난청 등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대한의학유전학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교류와 토론의
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시어 새롭고 유익한 지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회
회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본 학회 일정을 공유하여, 많은 분들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 및
교류증진,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학회가 크게 발전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대한의학유전학회 회장

춘계연수강좌

일시 : 2018년 4월 19일(목) 오전 9:00 – 11:45

유한욱

장소 :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관 대강당

Session I

좌장: 채종희 (서울의대)

09:00-09:30

흥미로운 의학유전학 이야기 I (Medical Genetics, Basic I)

김종일 (서울의대)

09:30-10:00

흥미로운 의학유전학 이야기 II (Medical Genetics, Basic II)

최무림 (서울의대)

10:00-10:15

Question & Answer

10:15-10:30

Coffee break

Session II

좌장: 김종원 (성균관의대)

10:30-11:00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과 한국 미진단 희귀질환 진단프로그램 소개
(Diagnostic strategy, Undiagnosed Disease Program in Korea)

채종희 (서울의대)

11:00-11:30

신기술: Nanopore (New technology: Nanopore, Where we are)

문장섭 (서울의대)

11:30-11:45

Question & Answer

춘계학술대회
13:00-13:10

일시 : 2018년 4월 19일(목) 오후 13:00 – 17:30

장소 :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관 대강당 및 소강당

회장 유한욱 (울산의대)

개회사

Session I

좌장: 유한욱 (울산의대)

특강 (Plenary Lecture)
13:10-13:40

장소: 아산생명과학연구관 대강당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내 유전자 이야기
(My personal genome and health record on distributed AI)

김주한 (서울의대)

13:40-14:30

희귀유전질환의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의 적용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evaluation of rare genetic disorders)
-소개 및 데모 (The technology and demo)
-국내 연구 적용 가능성 (Research possibilities & summary of research)
Nicole Fleischer (Face2Gene, U.S.A), 장대현 (가톨릭의대)

14:30-14:50

Coffee break

Concurrent Session II
1. 기초 유전학 : 유전자 치료 (Basic Genetics : Gene Therapy)
좌장: 정성철 (이화여대) 장소: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관 대강당
14:50-15:20

Zebrafish를 사용한 지체장애 유전자의 기능적 분석연구
(Functional validation of candidate genes for mental disorders using zebrafish)
김철희 (충남대)

15:20-15:50

샤르코-마리-투스병의 치료를 위한 유전자가위 개발
(Genome editing for the treatment of Charcot- Marie-Tooth disease)

15:50-16:20

이정민 (툴젠)

VM202 (donaperminogene seltoplasmid) 개발 사례로 본 유전자치료제 개발
(Development of Gene herapy: Case Study of VM202 (donaperminogene seltoplasmid)
유승신 (바이로메드)

2. 임상유전학 (Clinical Genetics)
좌장: 황도영 (함춘여성크리닉) 장소: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관 소강당
고정민 (서울의대)

14:50-15:20

후성유전학적 성장 질환 (Epigenetic growth disorder)

15:20-15:50

유전질환과 재활치료 (Rehabilitation for genetic disorders)

15:50-16:20

난청 유전질환의 진단, 치료 및 유전상담
(Diagnosis, treatment and genetic counseling of deafness)

16:20-16:40

장대현 (가톨릭의대)
최병윤 (서울의대)

Coffee break

Session III

좌장: 전종관 (서울의대)

Pros & Cons 유전체시대에 가임기여성의 보인자 선별검사 우리나라에서 필요한가? (Expanded carrier screening debate)

장소: 아산생명과학연구관 대강당

16:40-17:00

Pros:

금창원 (3billion)

17:00-17:20

Cons:

기창석 (성균관의대)

17:20-17:30

폐회사 (Closing)

회장 유한욱 (울산의대)

사전등록
■ 사전등록 기한 : 2018년 4월 13일까지

■ 등록비

연수강좌 (정회원)

학술대회(정회원)

사전등록

4만원

5만원

당일등록

6만원

7만원

연수강좌 (준회원)

학술대회(준회원)

사전등록

3만원

4만원

당일등록

5만원

6만원

* 연수강좌 점심 제공 됩니다

■ 등록비 환불 불가
■ 입금 안내 : 외환은행 253-910013-07504 (대한의학유전학회)
■ 사전등록 신청 : 학회 홈페이지 http://ksmg.or.kr
■ 등록문의 : Tel: 02-3010-8189, E-mail:ksmg@ksmg.or.kr

평점안내
학술대회

연수강좌

평점 3점

평점 2점

오시는 길

지하1층
대강당/소강당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지하1층 대강당 및 소강당

지하철
잠실나루역(2호선)에서 내려서 1번 출구 도보 10분 거리 (또는), 3번 출구 4318번 이용
잠실역(2, 8호선)에서 내려서 7번 출구 4318번 이용
천호역(5호선)에서 내려서 9번출구 4318, 112-5번 이용

v

병원 순환버스

극동 APT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후, 풍납중학교 앞 병원 순환버스 이용
운행코스 : 풍납중학교 ↔ 서울아산병원(동관 후문 버스 승강장)
운행시간 : 평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30분 (10분 간격)
토요일 - 오전 8시 30분 ~ 낮 12시 30분
(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버스
4318 : 사당역 - 이수역 - 고속터미널 - 압구정역 - 삼성역 - 신천역 잠실나루역 - 서울아산병원 - 천호역 (5~10분 간격)
112-5 : 하남(소방서-하남우체국) - 상일동 - 길동 - 천호역 - 영파여고 서울아산병원 (10분 간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