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사전등록 기간

6월 2일(화) ~ 16일(화)

사전등록 방법(온라인 접수)
학술행사 홈페이지(www.sportsmed.or.kr)를 통해 온라인 등록 후, 입금
계좌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온라인 신청 및 등록비 입금을 모두
진행하셔야 사전등록이 완료됩니다. 일반회원 중 연회비 미납자는 연회비

2020 제1차
대한스포츠의학회
스포츠의학 연수강좌

(3만원)와 함께 등록하셔야 합니다.
*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온라인 강의 특성상 현장등록은 진
행하지 않습니다.

등록비
회원여부
회원
비회원
구분없이

항목

일시

2020. 6. 21 /일 9:00~16:00

주최

대한스포츠의학회

유형

온라인 강좌

사전등록비

전문의

60,000

군의관 / 공보의

50,000

스포츠의학 인증전문의 50평점

전공의

30,000

KATA 10평점

의사

80,000

AT 등 스포츠 관련 종사자

30,000

학부생 / 대학원생

20,000

계좌번호
KEB하나 253-890029-50304 (예금주 : 대한스포츠의학회)
반드시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환불안내
사전등록 취소는 사전등록 기한 내에만 가능합니다.

평점 인정 기준
3시간 이상 수강하셔야, 인증전문의 평점 50점, KATA 10점이 인정됩니다.
의협 평점 부여가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신규 정회원 가입 안내
대한스포츠의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평생회원(1회 납부) 또는 일
반회원(연회비 납부)의 입회비를 납부해주시면 확인 후 승인해드립니다.

문의
대한스포츠의학회
Tel: 02-3412-3733 / Homepage: www.sportsmed.or.kr

모시는 글

프로그램

2020년 어느덧 중반에 들어서며 올해도 뜨거운 여름이 예상됩니다. 예

Time

Program

Speaker

전같으면 다양한 학술대회, 연수 등으로 모두 바쁜 하루를 보내던 이때

09:00 ~ 09:05

인사말씀

나영무 / 회장

09:05 ~ 09:45

스포츠의학 총론 A

이언숙 / 일산백병원

09:45 ~ 10:25

특수한 그룹 및 환경에서의 운동

박지웅 / 순천향대서울병원

10:25 ~ 10:40

Coffee Break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 회원
여러분 모두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스포츠의학회도 2019년부터 좀 더 폭넓은 활동을 통해
회원분들의 연수강좌와 학술대회 이외의 스포츠현장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세계인의 스포츠축
제인 올림픽의 연기와 모든 스포츠대회가 중단된 세계적 재난상황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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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2부

리 학회가 준비하던 모든 행사와 활동도 중단된 것에 무척이나 안타까

10:40 ~ 11:20

운동생리 및 운동처방

오범조 / 보라매병원

운 심정입니다.

11:20 ~ 12:00

스포츠 얼굴 손상

이홍재 / 로이병원

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모든 국민의 노력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12:00 ~ 13:00

Lunch

있으며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 강의 등의 코로나 19 이전과는 사

제3부

뭇 다른 여러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현장도 온라인
중계를 통한 무관중 시합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회에서는 대면 강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비대면 온라인 연수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비대면 온라
인 연수강좌를 준비하는데 많은 고민과 걱정이 따랐으나 인증전문의를

13:00 ~ 13:40

경추 통증의 치료 및 재활

이용택 / 강북삼성병원

13:40 ~ 14:20

도핑 & TUE

한승훈 / 한양대구리병원

14:20 ~ 14:35

Coffee Break

제4부

준비하고 노력하는 많은 회원분들의 관심과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14:35 ~ 15:15

어깨 손상의 치료 및 재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15:15 ~ 15:55

팔꿈치 및 수부 손상의 치료 및 재활 이예현 / 강릉고려병원

15:55 ~ 16:00

마무리

항상 새로운 도전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번 온라인 연수과정에 회원

김준엽 / 예손병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본 연수강좌가 교육프로그램으
로써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번 연수과정을 통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학문적 이해의 폭을 넓히
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 대한스포츠의학회 제1차 스포츠의학 연수강좌
온라인 생중계 안내
2020 대한스포츠의학회 제1차 스포츠의학 연수강좌는 COVID-19로 인해
웹연수강좌로 전환되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2020년 6월

1. 교과서는 스포츠의학 4판이며, 강의록 파일은 등록하신 이메일로 사전
발송드립니다.
2. 온라인 생중계 참여 방법 및 관련 사항은 등록 마감 이후 사전등록하신

대한스포츠의학회 회장 나 영 무

분들께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