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

오시는길

■사전등록 마감일: 2019년 11월 17일(일)
■대한의사협회 평점: 6평점
의생명연구원

■등록비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

100,000원

150,000원

전공의·군의관·전임의

50,000원

100,000원

간호사·물리치료사·운동치료사

50,000원

100,000원

연수강좌

※사전등록시 평점신청을 위하여 의사면허번호가 필요합니다.
■사전등록 방법
온라인 접수-학
 회 연수강좌 홈페이지(http://kossm.bjsolution.
co.kr/register/2019_training/entry/inf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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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505-854894 신한은행 (예금주: 한혁수(대정스포츠의학회))
- 문의 및 연락처
사무실: 02-765-5217
E-mail: office@kossm.or.kr
행사 담당자: 010-9623-3337(김병국 부장)

2019년 제5차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2019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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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TS아파
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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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TS아파
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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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프로그램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
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결실
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스포츠 손상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연구하고, 제시함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의학의 발전에 앞
장서 왔습니다. 본 학회에서는 2015년 제1회 연수강좌를 개
최한 이래 해마다 연수강좌를 통하여 정형외과 스포츠 의
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속해오고 있습니
다. 올해에도 새로이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실 분들과, 개원
의 중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정성을 다
해 연수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타 분과 학회에서 흔히 반복해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달리,
흔히 접하는 스포츠로 인한 급성 손상과 만성 손상을 부위
별로 체계적인 개념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수술적 치료보다는 일선에서
가장 필요한 운동 치료와 수상 후 운동 복귀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본 연수강좌는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회원 여러분과
스포츠 손상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여러 전문의 선생님
들뿐 아니라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08:30-09:00
09:00-09:05
09:05-09:47
09:05-09:17
09:17-09:29
09:29-09:41
09:41-09:47
09:47-10:22
09:47-10:02
10:02-10:17
10:17-10:22
10:22-10:40
10:40-11:36
10:40-10:52
10:52-11:04
11:04-11:16
11:16-11:28
11:28-11:36
11:36-12:18
11:36-11:48
11:48-12:00
12:00-12:12
12:12-12:18
12:18-13:20
13:20-14:16
13:20-13:32
13:32-13:44
13:44-13:56
13:56-14:08
14:08-14:16
14:16-14:58
14:16-14:28
14:28-14:40
14:40-14:52
14:52-14:58
14:58-15:20
15:20-16:16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회장

최남홍

15:20-15:32
15:32-15:44
15:44-15:56
15:56-16:08
16:08-16:16
16:16

2019년 제5차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 연수강좌
등록
개회사
회장 최남홍 (을지의대)
Session 1. Common general sports injury I
좌장: 박태수 (한양의대), 고상훈 (울산의대)
Muscle injury: hamstring strain/rupture, tennis leg
윤필환 (울산의대)
Tendinopathy: Pathology, general treatment
김종필 (단국의대)
Stress fracture: Tibia, metatarsal bone
정비오 (경희의대)
Discussion
Session 2. Common general sports injury II
좌장: 최남홍 (을지의대), 하철원 (성균관의대)
Compartment syndorme: Lower leg
심재앙 (가천의대)
Growth plate injury: Physeal bar formation, angular deformity
장우영 (고려의대)
Discussion
Coffee break
Session 3. Common acute injury in sports I
좌장: 이광원 (을지의대), 김진환 (인제의대)
Shoulder injury: Instability, SLAP
지종훈 (가톨릭의대)
Elbow injury: Fracture/dislocation, strain/sprain
김정우 (원광의대)
Hand & wrist injury: Finger fracture/ligament injury, carpal fracture
김재광 (울산의대)
Spine injury: Whiplash injury, cervical fracture/dislocation
김상범 (충남의대)
Discussion
Session 4. Common acute injury in sports II
좌장: 조윤제 (경희의대), 경희수 (경북의대)
Hip & thigh injury: Femoral stress fracture, apophyseal injury, injury of cartilage
유기형 (경희의대)
Knee & leg injury: Internal derangement
김동휘 (조선의대)
Foot & ankle injury: Achilles injury, turf toe
강 찬 (충남의대)
Discussion
Lunch
Session 5. Common overuse injury in sports I
좌장: 김영규 (가천의대), 한수홍 (차의대)
Shoulder injury: Muscle strain, tendinopathy
손민수 (국립의료원)
Elbow injury: Valgus extension overload syndrome, sports injry of ulnar nerve
송현석 (가톨릭의대)
Hand & wrist injury: ulnar impaction syndrome, gamekeeper thumb
이재성 (중앙의대)
Spine injury: Degenerative spine disease, spondylosis
장동균 (인제의대)
Discussion
Session 6. Common overuse injury in sports II
좌장: 김경택 (동의의료원), 황득수 (충남의대)
Hip & thigh injury: FAI with labral tear, flexor/adductor strain
황정모 (충남의대)
Knee & leg injury: Patellar tendinopathy, iliotibial syndrome
이상훈 (SNU 서울병원)
Foot & ankle injury: Plantar fasciitis, Achilles tendinitis
성기선 (성균관의대)
Discussion
Coffee break
Session 7. Exercise treatment and guideline of return to sports after common sports injury
좌장: 박진영 (네온정형외과), 은승표 (코리아정형외과)
Shoulder injury: Bankart, SLAP
박형빈 (경상의대)
Elbow injury: LUCL/MUCL injury
황정택 (한림의대)
Knee & leg injury: ACL reconstruction
김세준 (대한체육회)
Foot & ankle injury: Ankle sprain
김학준 (고려의대)
Discussion
폐회사
회장 최남홍 (을지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