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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의 글 |

안녕하십니까, 

이젠 늦더위가 기승 부리는 올 여름 끝자락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신경외과 초음파학회를 아끼고 성원하여 주시는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우리 초음파학회는 신경외과 공동체의 적극적 후원과 배려 

아래 2014년 9월 출범 후, 올해는, 3월 4차 학술대회와 함께, 네 차례에 걸친 근골격계 

관절 별 초음파 세미나 및 워크숍, 한 차례의 척추 및 말초신경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계획하여 진행하여오고 있습

니다. 금번에는 “섬유근통 및 경추부 초음파의 최신 지견”이란 실용적인 주제를 가지고 제5차 학술대회 및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경외과 회원님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임상 진료에 적용 할 수 있도록 대학과 개원

가의 최고의 강사진으로 알찬 강의를 준비 하였사오니, 금번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되는 교육 일정에도 

부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보람찬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난 기간 동안 보내주신 신경외과 전회원님들의 단합된 성원과 따뜻한 지적 그리고 감동 어린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오며 기쁜 마음으로 선후배·동료 여러분을 2016년 10월 16일 제5차 정기학술대회와 총회에 초대합니다. 

본격적인 가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 허  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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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 안내 |

■ 사전 등록 인원 및 사전 등록 신청 마감일 : 250명 / 2016년 10월 7일 (금요일)

■ 등록신청 방법 

-  작성된 등록신청서 및 입금증을 Fax 또는 E-mail로 전송하거나 
 온라인 사전등록 홈페이지(www.ibmed.kr/kanus2016)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비는 아래의 입금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 IBK 중소기업은행 034-079203-01-010 (예금주 : 윤종옥)

■ 사전등록 문의처 (준비사무국)

- Tel : (02) 2273-8551      Fax : (02) 2273-7651  
- E-mail : kanus@ibmed.co.kr

■ 등 록 비 (참석비에는 교육비, 교재비, 식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등록 : 전문의 5만원 / 군의관 3만원 / 전공의 2만원 / 간호사 무료 / 기존 원로회원(65세 이상) 등록 무료
기존 종신회원 등록 50% 할인 (사전등록 25,000원, 현장등록 5만원)

현장등록 : 10만원
정회원 등록 및 사전등록 10만원 / 종신회원 등록 및 사전등록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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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

08:10~08:40  등     록  

08:40~09:00  인사 말씀 및 일정 소개
 개 회 사                                                           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장  허   철
 축     사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장진우
 일정소개                                               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 차기회장  박세혁

Session I.  섬유근통                                          좌장: 한양대 명예교수 오석전, 서울대 이상형

09:00~09:30  섬유근통의 역학, 병인론 및 진단                                                  서울대 내과 신기철
09:30~10:00  섬유 근통 치료, 추적 및 예후                                                민도준류우마내과 민도준

10:00~10:20  Coffee break   

Session II.  경추부 초음파                                            좌장: 가톨릭대 명예교수 박춘근, 고려대 박정율

10:20~11:00  경추의 표면 및 응용 해부학                                                       에스신경외과 양승민
11:00~11:30  경추의 초음파 해부학 및 초음파 가이드 신경 중재 치료 조은마디병원 목영준
11:30~12:00  경추부 초음파시연                                                                조은마디병원 목영준

12:00~12:20  총회 

12:20~13:20  Photo-time 및 점심
   
Session III.  근골격초음파 (상지 1)   좌장: 교하제일의원 정종필, 서울아산신경과 의원 정종필

13:20~13:50  어깨 초음파를 위한 해부학                                                    청주 마디신경외과 홍석기
13:50~14:20  어깨 초음파시연                                                              청주 마디신경외과 홍석기
 

Session III.  근골격초음파 (상지 2)    좌장: 수락신경외과 김문간, 서울신경외과의원 한동석

14:20~14:50  팔꿈치, 손목과 손 초음파를 위한 해부학                                         연세수재활의학과 정호익
14:50~15:20  팔꿈치, 손목과 손 초음파 시연                                                 연세수재활의학과 정호익

15:20~15:40  Coffee break   

Session IV.  상지 말초신경초음파:  Carpal tunnel syndrome 좌장: 충북대 김동호, 한림대 조용준

15:40~16:10  Review of US parameters for carpal tunnel syndrome                                       한림대 박세혁
16:10~16:40  Demonstration of US parameters for carpal tunnel syndrome   원주의대 허   철

16:40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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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 제5차 학술대회 및 총회

“섬유근통 및 경추부 초음파 최신지견”

* 교통편

지하철 2호선 : 한양대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지하철 2, 5호선 : 왕십리역 6번 출구에서 도보 20분

① 의대 제 1의학관

② 의대 제 2의학관

③ 의대 본관

④ 국제협력병원/종합검진센타

⑤ 병원본관

⑥ 류마티스병원

⑦ 대학본관

⑧ 박물관

⑨ 동문회관

⑩ 한양종합기술연구원 (HIT)

한양종합기술연구원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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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5th Conference
Korean Association of Neurosurgical 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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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

제5차 학술대회 및 총회

주 최 ■ 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    주 관 ■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   후 원 ■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Tel : 033-741-0594 

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 준비사무국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7   Tel : 02-2273-8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