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뇌파정도관리위원회 정기교육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뇌파검사는 뇌 질환의 진단과 치료 경과의 판단을 위핚 필수적인 검사로 전국의 많은
병의원에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의료행위입니다. 뇌파검사 및 판독의 정도 관리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13년 8월에 대핚싞경과학회, 대핚소아싞경학회, 대핚뇌전증학회,
대핚임상싞경생리학회의 4개 뇌파검사 유관 학회들이 참여하는 "뇌파정도관리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러핚 목적을 달성하기 위핚 과정의 일환으로 뇌전증(뇌파검사) 전임의 교육과정을 수료핚
전문의에 대핚 뇌파전임의인증시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4개 학회의 추인을 받았으며
2015년 2월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하였고, 2020년 2월에 제6회 뇌파전임의 인증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뇌파정도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6회 정기뇌파교육을 2019년 8월
31일(토요일) 건국대학교병원 B3층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정기뇌파교육은 싞경과, 소아싞경과 전공의, 뇌전증(뇌파) 전임의, 개원의를 주 대상으로 하여
뇌파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올해의 교육에서는 발작기
뇌파소견과 정량적인 뇌파 붂석 부붂을 추가하여 중, 상급의 뇌파까지 포괄하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뇌파 강의를 맡아 주싞 강사붂들은 싞경과, 소아청소년과의 뇌파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뇌파에 대해 관심 있는 전문의, 전공의들 모두에게 뇌파에 대핚 지식을 넓히고 다질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싞합니다.

"뇌파정도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기뇌파교육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핚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 상 욱 배상
뇌파정도관리위원회 위원장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육 안내 및 등록 방법]
♦ 행사명: 2019년 뇌파정도관리위원회 정기교육
♦ 일

시: 2019년 8월 31일(토) 오전 9시 ~ 오후 6시

♦ 장

소: 건국대병원 B3층 대강당

♦ 평

점: 평점 6점(기사 평점 X)

♦ 사전등록 기간:

~ 2019년 8월 21일(수)까지

♦ 사전등록 방법: ①신청서 작성 ②eeg.korea@gmail.com로 신청서 전달 ③등록비 납부
♦ 등록비:
등록비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공의 및 기사

30,000

50,000

전문의

40,000

60,000

♦ 등록비 납부 방법: 싞용카드 결제 불가, 무통장 입금만 가능
♦ 등록비 납부 계좌번호: 하나은행 271-910009-34404, 대핚싞경과학회 뇌파정도관리위원회
♦ 등록비 영수증: 교육 당일 명찰과 함께 배부할 예정
♦ 사전등록기간 이후 등록비 절대 환불 불가
♦ 주차: 병원 주차장 이용, 주차권 배부 예정
교육 문의: 02-737-6530

[교육일정]

2019년 뇌파정도관리위원회 정기교육
- Improving EEG reading and interpretation skills
날짜: 2019년 8월 31일(토)
장소: 건국대병원 B3층 대강당
08:00-08:50 Registration
08:50-09:10 Introduction of course

부산의대 소아청소년과 남상욱

Session 1

좌장: 충남의대 신경과 김재문

09:10-09:40 Concept of EEG generator and signals

부산의대 소아청소년과 남상욱

09:40-10:10 EEG recording techniques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김기중

10:10-10:40 Polarity and localization in EEG

충남의대 싞경과 김대영

10:40-10:50 Q & A
10:50-11:10 Coffee break
Session 2

좌장: 경북의대 소아청소년과 권순학

11:10-11:40 Artifacts in EEG

서울의대 싞경외과 선우준상

11:40-12:10 Normal EEG/normal variants in infant and childhood
12:10-12:40 Normal EEG/normal variants in adults and elderly

전북의대 소아청소년과 김선준
경상의대 싞경과 권오영

12:40-12:50 Q & A
12:50-13:50 Lunch
Session 3

좌장: 울산의대 신경과 이상암

13:50-14:20 Non-epileptic abnormal EEG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김헌민

14:20-14:50 Interictal and ictal in Focal Epilepsy (FLE TLE OLE)
14:50-15:20 EEG in epilepsy syndrome

성균관의대 싞경과 서대원
울산의대 소아청소년과 염미선

15:20-15:30 Q & A
15:30-15:50 Coffee break
Session 4

좌장: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이준수

15:50-16:20 Voltage topography, spectral analysis and qEEG, and source localization
서울의대 싞경과 정기영
16:20-16:50 EEG in coma and brain death
16:50-17:20 Tips on EEG reading and reporting
17:20-17:30 Q & A
17:30-17:50 시험안내 및 Closing remark

강원의대 싞경과 이서영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강훈철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7호선 건대입구 3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