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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cademy of Foot & Ankle Medicine

제10회 대한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
| 일시 | 2018년 4월 14일(토) 8:30-16:30
| 장소 | 학술대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1002호
워크숍: 서울성모병원 6층 607, 608호 회의실
| 평점 | 대한의사협회 평점 5점(심포지엄 3점 + 워크숍 2점)
| 주제 | Clinical Foot and Ankle Biomechanics

프 로그 램
08:30-08:50
08:50-09:00

등록
개회 및 인사말

회장 (연세의대) 박정미

Part 1: Clinical Foot and Ankle Biomechanics
Session I. Biomechanics of Foot and Ankle
09:00-09:25

좌장: 일산병원 신정빈

Normal and Abnormal Foot Biomechanics
- 발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체역학

09:25-09:50

가톨릭대학교 이정수

Foot in Gait Cycle (Gait Analysis)
- 보행할 때 발의 변화 및 비정상적 보행이 근골격계에 미치는 영향

09:50-10:15

고려대학교 김우섭

Biomechanical Assessment of Foot
- 발 통증의 원인규명 및 진단을 위해 필요한 생체역학적 검사방법

10:15-10:40

대구파티마병원 이지인

Aging Foot and Ankle
- 발의 노화에 따른 생체역학적 변화

10:40-10:50
10:50-11:10

가천대학교 이주강

Q&A
Coffee break

Session II. Pathomechanics Related Foot and Ankle Problems
11:10-11:35

좌장: 연세의대 박정미

Foot and Ankle Arthrodesis
- 관절고정술 후 발생하는 발의 병태생리적 변화와 재활의학적 관리법

11:35-12:00

전주예수병원 윤용순

Short-distance Runner and Long-distance Runner
- 단거리와 장거리 달리기 운동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예방 및 치료법

12:00-12:25

인제대학교 안재기

Diabetic Foot
- 당뇨발과 신경병성관절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재활의학적 치료법

12:25-12:35
12:35~14:00

가톨릭대학교 박근영

Q&A
General Assembly and Lunch

Part 2-1: Foot and Ankle Problems of the Rheumatologic Disorders
Session III. Foot and Ankle Problems of the Rheumatologic Disorders
좌장: 분당제생병원 이태임

14:00-14:25

Clinical Features and Prognosis of the Feet and Ankles in Rheumatoid Arthritis
울산대학교 황창호

- 류마티스관절염과 관련된 족부의 임상 양상과 예후

14:25-14:50

Foot and Ankle Problems in other Autoimmune Disease
인제대학교 이홍재

- Seronegative spondyloarthropathy 등 자가면역질환에서의 발 문제에 대한 검토

14:50-15:15

Management of the Foot and Ankle Problems in Rheumatoid Arthritis
건국대학교 엄경은

- 류마티스관절염 때 발문제에 대한 재활의학적 치료법

15:15-15:30

Q&A

Part 2-2: Workshop (장소: 서울성모병원 607, 608호 회의실)
계명대학교 이소영, 충남대학교 복수경

WS 1: 발목과 발의 생체역학적 평가 및 이학적 검사

인제대학교 안재기, 가톨릭대학교 박근영

WS 2: 발 보조기와 신발 처방

14:00-15:10
15:20-16:30

WS 1, WS 2
WS 1, WS 2

등 록안 내
 사전등록 마감일 : 2018년 4월 6일(금)까지
- 등록 순서에 따라 워크숍은 총 30명으로 제한합니다.
- 워크숍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면 현장등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등록 방법 : 학회 홈페이지(http://footmed.org, http://footmed.or.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전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평점 : 대한의사협회 평점 5점(심포지엄 3점 + 워크숍 2점)
※ 연수교육지침에 따라 반드시 교육 전과 교육 후 각각 서명이 있어야 연수평점이 인정됩니다.
(부분평점 있음)

 등록비 안내
회원
구분

비회원

전공의, 일반의, 공보의,
군의관, 준회원

전문의

전공의, 일반의, 공보의,
군의관, 준회원, 기타

전문의

등록시기

사전

현장

사전

현장

사전

현장

사전

현장

심포지엄

40,000원

5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70,000원

30,000원

40,000원

워크숍

70,000원

80,000원

30,000원

40,000원 100,000원 120,000원

40,000원

50,000원

심포지엄 +
90,000원
워크숍

110,000원

40,000원

60,000원 140,000원 160,000원 60,000원

80,000원

※ 대한발의학회 회원으로 가입 후 등록을 하시면 등록비가 저렴하므로, 등록 전에 회원으로 가입 후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중 올해 전문의가 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수정을 한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안내
- 은행명: 국민은행 계좌번호: 837601-04-189513 예금주: 대한발의학회  
(반드시 등록자 본인명의로 입금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만 접수하고 등록비 미입금 시 사전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등록비 입금후 신청서 미작성 시 사전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등록인과 입금인을 동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취소
- 2018년 4월 5일(목)까지만 가능합니다.
 문의처
이메일: kafam1@naver.com
Homepage: http://www.footmed.or.kr | http://www.footmed.org

사전등록 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발의학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재활의학과 외래
Email : kafam1@naver.com

http://footmed.org, http://footme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