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Orthopaedic Ultrasound Society

Korean Orthopaedic Ultrasound Society

Korean Orthopaedic Ultrasound Society

사전등록안내

등록안내

찾아오시는 길

사전등록비

자유연제 발표를 위한 초록투고 안내

(정회원 구분은 대한정형외과 초음파학회 입회 등록하신 회원님들을 말합니다.)

1. 초록접수 기간: 2019년 10월 21일 (월) 자정까지

구 분

학술대회 학술대회
사전
현장
등록비
등록비

학술대회 +
초음파워크샵
(워크샵은 정형외과
선생님만 참석 가능)

대한정형외과초음파
학회 정회원
(군의관,공보의 포함)

5만원

6만원

15만원

대한정형외과 개원의
의사회 정회원

6만원

7만원

15만원

비회원 전문의
(군의관,공보의 포함)

7만원

9만원

20만원

전공의, 간호사

4만원

5만원

10만원

2.	워크샵은 사전등록으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선착순 30명 마감 예정)
3.	워크샵은 학회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 가능하며, 워크샵
참가 정원은 30명으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초음파 장비
준비 상황에 따라 등록인원 조정 될 수 있음)
4.	등록방법 : 사전등록 기간 내에 등록비 입금 후
학회홈페이지(www.ossono.or.kr) 팝업창 또는
메인화면의“사전등록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하시면
됩니다.

(Basic course)
자가용 이용시

신한은행 110-454-083506 예금주: 임태강(총무)

1. 사전등록 기간
2019년 11월 11일 (월) 자정까지

제25차
근골격계 초음파 워크샵

4. 초록양식
-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고 원저의 경우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결론으로 기술
- 증례보고의 경우 증례와 관한 중요한 사항을 요약 기술
- 전체 자자명들을 기입하여 주시고 발표자는 밑줄로 표기
- 	채택여부는 접수자의 이메일로 연락드리오니 저자의
이메일을 정확하게 기재 요망

	대한의사협회 6점, 근골격 초음파 평점 30점
1.	평점안내: 평점인정 기준이 강화되어 당일 입장시간 및
퇴장시간을 기입하셔야 평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 방법

제14차
추계학술대회 및

3.	초록접수 방법: 초록접수 기간 내에 학회홈페이지
(www.ossono.or.kr) 팝업창과 메인화면의
“초록접수 바로가기”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연수평점

학술대회 사전등록 신청 후 취소할 경우 수수료 5,000원을
제외하고 환불하여드립니다. 단, 사전등록 후 연락 없이
불참하실 경우 환불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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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정형외과 초음파학회

2. 자유연제는 원저 및 증례 보고 모두 가능합니다.

입금계좌

환불안내

대한정형외과 초음파학회

2. 의사협회 부분평점 지침 안내
			 -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평점
			 -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4평점
			 - 4시간 초과 ~ 5시간 이하 → 5평점
			 - 5시간 초과 → 6평점

의과대학 본관 지하 주차장, 교수 연구동 옆 철골 주차장,
안암병원 외래 주차장, 또는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장례식장 주차장과 학회장의 거리는 도보로 1분 정도 소요됩니다.)

지하철 이용시
6호선 안암역(안암병원) 1번출구 도보(3분 소요)
(자세한 안내는 도면에 보이시는 화살표 방향으로 오시면 됩니다.)

일시 _ 2019년 11월 17일(일) 08:40~18:15
장소 _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안암)
(근골격계 초음파워크샵 3층 315~316호)
주관 _ 대한정형외과 초음파학회
후원 _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견·주관절학회, 대한관절경학회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연수평점 _ 대한의사협회 6점, 근골격 초음파 평점 30점

문의 및 연락처 (학회사무국)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정형외과
교수 임태강(총무)· 비서 김란영
Tel : 02-970-8036 / FAX : 02-973-3024
H.P : 010-4228-2281
E-mail : ossonokorea@naver.com
학회홈페이지 : www.osson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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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프로그램
존경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늦가을의 정취를 함께하며, 제
14차 대한정형외과 초음파학회 추계학술
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Coffee break			

08:10-08:40 등록		
08:40-08:50 개회사

학술위원장 순천향의대

민경대

08:50-09:28 Symposium 1: 초음파로 주로 무엇을 보나요? (Diagnostic US)

좌장: 아산충무병원 김정만 / 울산의대 고상훈

15:55-16:40	Symposium 2: 초음파를 이용한 주사 치료시 좋은 방법 없나요?
(Video session : Tips and Cautions for US-guided injection)

좌장: 선정형외과 선승덕 / 가톨릭의대 김양수

08:50-08:57	Shoulder

15:55-16:02 Shoulder

08:57-09:04 Hand and Elbow
09:04-09:11 Hip and Knee
09:11-09:18 Foot and ankle

생각합니다.

2019년 대한정형외과 초음파학회
제14차 추계학술대회 및 제25차 근골격계 초음파 워크샵 (Basic course)

경희의대 조남수
성균관의대
세란병원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심재우
윤형문
김진수

09:18-09:28 Discussion

본 학회는 2006년 창립된 이래 부단한 발전을 거듭하여 명실상
부하게 정형외과 영역의 초음파 학문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09:28-10:03 초음파 시연
09:28-09:58 Hand & Elbow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족부, 수부/주관절, 고관절/슬관절, 어깨
및 척추등 근골격계 전반에 대한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한 다양한
강의 및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industry session을 통해,

좌장: 조인정형외과 변기용 / 날개병원 이태연
원광대학교 강홍제

09:58-10:03 Discussion

를 통해 모든 참가자들이 더욱 확신을 갖고 진단과 치료에 초음

10:03-10:38 근골격 초음파 워크샵 (Hand & Elbow)

Instructor 고려의대 최인철, 원광의대 강홍제,
순천향의대 김영환, 인제의대 이현일, 성균관의대 심재우

Coffee break		
10:38-11:28 Free Paper 1

좌장: 스마튼병원 이병일 / 경상의대 박형빈

11:28-12:03 초음파 시연

좌장: 을지의대 이광원 / 검단탑병원 한계영

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1:28-11:58 Foot & Ankle

이번 학술대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학술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4:50-15:15 Shoulder

2019년 11월 17일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회장 최

창혁

좌장: 연세사랑병원 김성재 / 순천향의대 민경대

김필성

전주본병원

송하헌

고신의대

김창수

16:16-16:23 Foot and ankle
16:23-16:30 Spine

16:40-17:14	Symposium 3: 나의 초음파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Industry session)
좌장: 네온정형외과 박진영 / 서울의대 오주한
가톨릭의대

송현석

16:44-16:48 SAMSUNG

충남의대

강 찬

16:48-16:52 ALPINION

전남의대

김명선

16:52-16:56 캐논 (도시바)

고려의대

정웅교

16:56-17:00 코니카 미놀타

강원의대

문성훈

17:00-17:04 Portable US

한양의대

이봉근

17:04-17:14 Discussion
17:14-18:06	Symposium 4: 초음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쉽게 할 수 있나요?
(Video session : Tips and Cautions for US-guided Nerve block)

좌장: 이화의대 신상진 / 성균관의대 유재철
17:21-17:28 Around Hand and Elbow
17:28-17:35 Around Hip and Knee
17:35-17:42 Around Foot and ankle

13:25-14:00 근골격계 초음파 워크샵 (Foot & Ankle)

Instuctor : 전주본병원 송하헌,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
충남의대 강 찬, 성균관의대 박세진, 순천향의대 원성훈


14:50-15:20 초음파시연

부민병원

17:14-17:21 Around Shoulder

12:53-14:00 Photo time & Lunch

14:00-14:50 Free Paper 3

감사합니다.

충남의대 강 찬

11:58-12:03 Discussion
12:03-12:53 Free Paper 2

백종훈

16:09-16:16 Hip and Knee

16:40-16:44 GE

현재 사용되고 있는 5개 회사의 제품과 portable US의 실제 활
용도를 높이기 위한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번 학술대회

이제형

경희의대

16:30-16:40 Discussion

하게 되었으며, 초음파는 진단, 치료 및 수술 후 경과관찰 등 진
료의 전 영역에서 필수적인 장비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온정형외과

16:02-16:09 Hand and Elbow

좌장: 대구가톨릭의대 최창혁 / 원광의대 김태균

국립중앙의료원 손민수

15:15-15:20 Discussion
15:20-15:55 근골격계 초음파 워크샵 (Shoulder)

Instuctor : 강원의대 문성훈, 탄탄병원 김경천,
센트럴병원 이승준, 동아의대 노영민, 원광의대 김종호


고광표

가톨릭의대

김동민

조선의대

김동휘

순천향의대

천동일

17:42-17:49 Around Spine

인제의대

박대현

17:49-17:56 신경차단술시 처방 및 보험청구

충남의대

강 찬

18:06-18:11 학술상 시상식 (최우수 및 우수연제 각1편)

회장 대구가톨릭의대

최창혁

18:11-18:15 폐회사

회장 대구가톨릭의대

최창혁

17:56-18:06 Discussion

18:15-18:40 제12회 총회			
좌장: 바른생각병원 이광진 / 고려의대 이순혁

한마음정형외과

18:40

저녁 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