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

오시는길

■사전등록 마감일 : 2018년 11월 10일(토)
■대한의사협회 평점 : 5평점
■등록비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

100,000원

150,000원

전공의·군의관·전임의

50,000원

100,000원

간호사·물리치료사·운동치료사

50,000원

100,000원

서울대 의과대학

융합의생명교육연구관
양윤선 홀

※사전등록시 평점신청을 위하여 의사면허번호가 필요합니다.
■사전등록 방법
온라인 접수-학회 연수강좌 홈페이지(http://kossm.bjsolution.
co.kr/register/2018_training)를 통한 접수
- 연수강좌 홈페이지 내 사전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 주십시오.
- 개인 명의로 한 분씩 등록하시고 단체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 결제는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만 가능합니다.
- 입금 시, 송금인과 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여 등록이
누락될 수 있으니 연수강좌 홈페이지 내 ‘사전등록 확인’에서 등록과
입금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처 안내
- 627-910010-58805 하나은행 (예금주: 강찬(대정스포츠의학회))
- 문의 및 연락처
사무실 : 042-280-7342
E-mail : office@kossm.or.kr

■버스이용
연건캠퍼스로 오는 시내 버스는 정문 방향인 혜화(마로니에공원)역과 후문 방향인 창경궁역에서 정차합
니다. 마을 버스는 학내 서울대학교병원 앞까지 운행하며 종로4가(연금매장 앞)와 종로3가(단성사)역에서
승차할 수 있습니다.
- 혜화역 간선(파랑) : 101, 102, 104, 106, 108GS아파트, 108GS아파트(심야), 108TS아파트, 108TS아
파트(심야), 108골프장, 108골프장(심야), 109, 140, 143, 149, 150, 151, 160, 161,
162, 273, 301, 407
지선(초록) : 1018, 1018(심야), 1148, 2112
- 창경궁역 간선(파랑) : 101, 102, 104, 106, 108GS아파트, 108GS아파트(심야), 108TS아파트, 108TS아
파트(심야), 108골프장, 108골프장(심야), 140, 143, 149, 150, 151, 160, 161, 162,
171, 172, 272, 301, 407
지선(초록) : 1018, 1018(심야), 1148
광역(빨강) : 602-1공항
- 마을버스 : 종로 12번 노선
서울대학교병원본관 → 종로5가입구 → 종로4가종묘(01196) → 종로3가역 → 돈화문 → 여전도회관 → 서울
대학교치과대학
※ 각 버스의 자세한 운행노선은 버스노선검색 웹사이트(http://bus.seoul.go.kr)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지하철이용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연건캠퍼스)으로 오시려면 지하철은 4호선 혜화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오시거나 3호
선 안국역에서 하차하여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거나 3호선 종로3가역에서 하차하여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하철 4호선 혜화역(3번 출구)
3번 출구로 나와 서울대학교병원 방면으로 20M 정도 직진하면 우측에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정문이 보
입니다.
- 지하철 4호선 혜화역(3번 출구)
6번 출구로 나와 종로경찰서 방향으로 직진하여 버스 109, 151, 162, 171, 172, 272, 602-1(공항)번을 이용
하여 창경궁 앞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 지하철 4호선 혜화역(3번 출구)
10번 출구로 나와 단성사 앞에서 마을버스-종로12(서울대학교병원본관)번을 이용하여 연건캠퍼스 내부까
지 오시면 됩니다.

2018년 제4차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연수강좌
|일시| 2018년 11월 25일(일)
|장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의생명교육연구관 양윤선홀

인사말

08:30~08:50
09:10~09:20
09:20~10:00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돌고 단풍
이 물들기 시작하는 스포츠의 계절, 가을
이 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전세계적으로 스포츠 인구가 증가하고 따라서
스포츠 손상의 빈도도 증가하여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스포
츠의학의 중요성과 영역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에서는 2015년부터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스포츠 손상과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전공의 선생님들과 개원의 선생님들께 스포츠 손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드리기 위해 연수강좌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본 학회에서는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및 수부,
척추, 고관절, 슬관절, 족부 및 족관절 포함하는 모든 근골
격계의 스포츠 손상에 대하여 기초적인 개념부터 예방 및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를 총 망라하여 주제를 선정하
여 짜임새 있는 강좌를 준비하였으니 많이 참석하셔서 스
포츠 손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
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문의 시험 준비를 하는 전공의 선생님들과 스포츠
손상에 관심이 많으신 전문의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10:00~10:40

10:40~11:10
11:10~12:00

12:00~13:30
13:30~14:20

14:20~15:10

15:10 ~15:40
15:40~16:20

본 학회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스포츠의학이 지속적으로 발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6:20~17:10

2018년 10월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회장

조윤제
17:10~17:20

등록
개회사
Upper extremity Sports related fracture (각 연제 10분 강의)
1. Shoulder sports related fracture
2. Elbow sports related fracture
3. Hand/Wrist sports related fractures
Discussion (10분)
Lower extremity sports related injury (각 연제 10분 강의)
1. Foot/Ankle sports injury : diagnosis and treatment
2. Knee sports injury : diagnosis and treatment
3. Hip sports injury : diagnosis and treatment
Discussion (10분)
Coffee Break
Lower extremity osteoarthritis in young arthelete (각 연제 10분 강의)
1. Management of bony impingement
2. Ankle cartilage repair
3. Knee cartilage repair
4. Knee Osteotomy
Discussion (10분)
사진촬영 및 중식
Upper extremity sports related injury (각 연제 10분 강의)
1. Shoulder sports injury
2. Elbow sports injury
3. Wrist sports injury
4. Hand sports injury
Discussion (10분)
Lower extremity Sports related fracture (각 연제 10분 강의)
1. Hip sports related fracture
2. Knee sports related fracture
3. Ankle sports related fracture
4. Foot sports related fracture
Discussion (10분)
Coffee Break
Spine sports related injury (각 연제 10분 강의)
1. Cervical and Lumbar HNP
2. Spondylolysis and Spondylolisthesis
3. Scoliosis
Discussion (10분)
Exercise and rehabilitation (각 연제 10분 강의)
1. Pathology and physiology
2. Exercise in upper extremity
3. Exercise in lower extremity
4. Rehabilitation for sports related surgery
Discussion (10분)
폐회사

프로그램
조윤제 회장님
박태수(한양의대), 박진영(네온정형외과)
문영래(조선의대)
문준규(고려의대)
김재광(울산의대)
서승석(해운대부민병원), 이주홍(전북의대)
강찬(충남의대)
이상훈(CM병원)
유기형(경희의대)

이광원(을지의대), 경희수(경북의대)
이동연(서울의대)
정비오(경희의대)
하철원(성균관대)
선종근(전남의대)

은승표(코리아정형외과), 지종훈(가톨릭의대)
지종훈(가톨릭의대)
김정우(원광의대)
공현식(서울의대)
김명선(전남의대)
김경택(동의의료원), 최남홍(을지의대)
김필성(서울부민병원)
왕준호(성균관의대)
성기선(성균관의대)
양기원(을지의대)

신동은(차의대), 김진환(인제의대)
이재협(서울의대)
김진환(인제의대)
민우기(경북의대)
김형수(명지병원), 최창혁(대구가톨릭의대)
윤필환(울산의대)
전숙하(국립중앙의료원)
김학준(고려의대)
황정모(충남의대)
조윤제 회장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