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추계학술대회 및 제42회 연수강좌

Registration

2018 추계학술대회 및 제42회 연수강좌

http://www.koreanosteoporosis.or.kr

● 평점 안내 : 10월 13~14일 ICO 2018 - 대한의사협회 각 6평점
10월 13일 준의료인 연수강좌 - 대한의사협회 4평점
10월 14일 추계 연수강좌 - 대한의사협회 6평점, 대한내과학회 분과점수 6점
※1일 최대 이수평점은 6평점입니다.

● 골다공증학회 사전등록 안내
- 사전등록 마감일 : 2018년

10월 8일(월)

- 입금계좌 : 국민은행 462237-01-002296 (예금주: 대한골다공증학회)
- 문 의 처 : 대한골다공증학회 오성희
- 문 의 처 : 전화: 031-558-9896, 팩스: 031-557-9896, E-mail: work@koreanosteoporosis.or.kr
- 문 의 처 : 홈페이지: http://www.koreanosteoporosis.or.kr 에서도 사전등록 가능
- 문 의 처 : ※사전등록시 성명, 소속, 전공분야, 의사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송금일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평생회원 등록을 하시면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 등록비 면제 혜택을 드립니다.

● 등록비 안내 :

금번 연수강좌는 추계학술대회 및 ICO 와 같이 진행됩니다.
ICO 및 추계학술대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추계연수강좌 등록비 (10월 14일)

http://www.koreanosteoporosis.or.kr

회원구분

사전등록

평생회원
정회원
ㅤ
비회원
(인터넷회원,
준회원)

현장등록

추계연수강좌 + ICO2018
등록비
사전등록

현장등록

등록비 무료(사전등록 필수)

ㅤ

전임의, 공보의, 군의관

7만원

8만원

13만원

14만원

개원의 , 봉직의

8만원

9만원

14만원

15만원

전임의, 공보의, 군의관

8만원

9만원

14만원

15만원

개원의 , 봉직의

9만원

10만원

15만원

16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6만원

전공의, 간호사, 연구원, 기사

ICO 2018 및 추계학술대회 등록비 (10월 12일~14일)
회원구분
평생회원

사전등록

http://www.ico2018seoul.or.kr

현장등록

등록비 무료(사전등록 필수)ㅤ

정회원

10만원

12만원

비회원

11만원

13만원

5만원

7만원

준의료인 연수강좌 등록비 (10월 13일)

사전등록

현장등록

http://www.koreanosteoporosis.or.kr

10만원

12만원

준회원
(Fellow, 전공의, 간호사, 연구원, 기사)

2018 추계학술대회 및 제42회 연수강좌

준의료인 연수강좌 Program
Grand Ballroom 1

Oct. 13 Saturday

Time
08:00

ICO Programs
Grand Ballroom 2

09:00

Symposium 1

Oral 1

10:00

Epidemiology

Basic

Plenary 1 Clinical

12:00
13:15

Symposium 2

14:00

Diagnosis

14:15-14:30

신장질환, 간질환 등이 동반된 환자의 약물치료

김유미 가톨릭관동의대

14:30-14:45

골다공증 약제 부작용의 이해

최희정 을지의대

14:45-14:55

Discussion

Understanding of osteoporosis and sarcopenia I

14:55-15:15

Coffee Break

Luncheon symposium

09:05-09:20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성 골절의 역학 (국내)

윤보현 연세의대

08:25-08:45

Pathophysiology of sarcopenia

박석원 차의과학대

Session 6

Fragility fractures

Oral 2

09:20-09:35

Discussion

08:45-09:05

Understanding of dysmobility syndrome

박재민 연세의대

15:15-15:30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의 이해

백승훈 경북의대

Session 2

골다공증의 진단

09:05-09:20

Discussion

15:30-15:45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의 이해

신동은 차의과학대

09:35-09:50

영상적 진단

박진성 고려의대

Session 2

Understanding of osteoporosis and sarcopenia II

15:45-16:00

Subsequent fractures 의 예방

황희진 가톨릭관동의대

09:50-10:05

골다공증에 이용되는 실험실적 검사

한건희 서남병원

16:00-16:15

Discussion

10:05-10:20

다양한 이차성골다공증의 감별

최용준 아주의대

10:20-10:35

Clinical
Paramedical Session
(Korean)

좌장 : 구승엽 서울의대, 이정근 아주의대

좌장 : 서창희 아주의대, 김영훈 가톨릭의대

Session 1

좌장 : 박예수 한양의대, 이재철 순천향의대

좌장 : 이득주 녹십자아이메드, 이태용 이화여대

좌장 : 민병우 계명의대, 전득수 가천의대

09:20-09:40

Diagnosis of osteoporosis (BMD, FRAX, BTM and more)

조문경 전남의대

Session 7

Future perspectives

Discussion

09:40-10:00

Diagnosis of sarcopenia

김광준 연세의대

16:15-16:30

Trabecular bone and cortical bone in osteoporosis

오광준 성민병원

10:35-10:55

Coffee Break

10:00-10:20

Peak bone mass and osteopenia 관리

정윤지 가톨릭의대

16:30-16:45

Genetics and individualized assessment of fracture risk

홍상모 한림의대

Session 3

골다공증성 골절의 이해

10:20-10:35

Discussion

16:45-16:55

Discussion

10:55-11:15

고관절 골절

유기형 경희의대

10:35-10:55

Coffee Break

11:15-11:35

척추골절

김상일 가톨릭의대

Session 3

Medical treatment I

11:35-11:55

골절 후 재활 및 이차 골절의 예방

김광균 건양의대

10:55-11:15

영양관리 (칼슘, 비타민, 운동)

김기덕 대전선병원

11:55-12:15

Discussion

11:15-11:35

Hormone replacement 와 SERMs 의 역할

이지영 건국의대

Session 4

골다공증의 약물 치료 I

11:35-11:55

골흡수 억제제의 역할 (BP and Denosumab)

오인수 가톨릭의대

13:15-13:30

영양과 운동 (칼슘과 비타민 D)

김슬기 서울의대

11:55-12:15

Discussion

Plenary 4 Basic

13:30-13:45

비스포스포네이트

서다혜 인하의대

Session 4

Medical treatment II

Luncheon symposium

13:45-14:00

SERM/TSEC/호르몬 치료

조현희 가톨릭의대

13:15-13:30

골형성 촉진제의 역할

박소영 단국의대

14:00-14:15

Discussion

13:30-13:45

Sequential and combination treatment 의 활용

전윤경 부산의대

2. 대리 출석 방지를 위해 랜덤으로 신분증 검사

Session 5

골다공증의 약물 치료 II

13:45-14:00

개발중인 약제

전성욱 인제의대

3. 출석확인 평점인정 기준

14:15-14:30

골형성 촉진제

권혁중 건국의대

14:00-14:15

Discussion

14:30-14:45

새로운 약제

홍남기 연세의대

14:45-14:55

Discussion

Official Gala Dinner

Oct. 14 Sunday
ICO Programs
Grand Ballroom 3

Goguryeo Room

09:00

Symposium 3

Oral 3

10:00

Clinical Issue

Others

CME Course
Grand Ballroom 1,2
CME Course (Korean)

Coffee break

13:15

JOS-KSO

Special Session

14:00

Symposium

-Secondary Osteoporosis
Coffee break

CME Course

Clinical Update :
Recent Issues of

16:00

사회 : 홍상모 한림의대

좌장 : 박희백 델포이내과, 김군순 대전엔도내과

김세화 가톨릭관동의대

- Bone Biology

Symposium 4

Medical treatment III

Pathophysiology of osteoporosis

Time

15:00

Session 5

08:05-08:25

Special Session

12:00

사회 : 이동옥 국립암센터

박예수 대한골다공증학회 회장

오범조 서울의대

Symposium

Plenary 3 Clinical

인사말

골다공증의 병태생리

17:00

11:00

08:00

08:50-09:05

Plenary 2 Basic

Session

08:00

박예수 대한골다공증학회 회장

Oct. 14 Sunday

Time

임정수 연세원주의대

ECTS-KSO

20:00

Oct. 14 Sunday

Time

평점 : 대한의사협회 6점, 대한내과학회 분과점수 6점

골다공증의 역사적 개요

16:00

19:00

Grand Ballroom 1, 2

평점 : 대한의사협회 6점, 대한내과학회 분과점수 6점

08:35-08:50

Paramedical Session
(Korean)

FLS Workshop

18:00

인사말

Grand Ballroom 1, 2

골다공증의 개요

Coffee break
15:00

08:25

Grand Ballroom 1

제42회 추계연수강좌 Program

Session 1

Coffee break
11:00

Oct. 13 Saturday

Time
Paramedical Session

Grand Ballroom 3

평점 : 대한의사협회 4점

제42회 추계연수강좌 Program

Osteoporosis

Close

좌장 : 이성규 을지의대, 신헌규 성균관의대

좌장 : 허준용 고려의대, 서형연 전남의대

좌장 : 황경주 아주의대, 박시영 고려의대

연수교육평점 관리 지침

좌장 : 채희동 울산의대, 최찬범 한양의대

좌장 : 민우기 경북의대, 신동혁 녹십자아이메드

좌장 : 최제용 경북대학교, 김학선 연세의대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 변경에 따라 2016년부터 개최되는 모든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의 평점부여가
부분평점으로 인정됩니다. 하기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별 평점관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숙지바랍니다.
1.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참가자들은 대회장 입, 퇴장시 시간 체크하여 2회의 출결 확인 의무화 (2회의 자필서명
or 바코드 2회 체크/ RF카드, 지문인식 등)
※ 1회 체크시 평점발급 불가하오니 시간 확인하시고 총 2회 체크를 하셔야 부분평점이 인정되십니다.
이점 숙지하시어 꼭 2회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평점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4평점

4시간 초과 - 5시간 이하 → 5평점

5시간 초과 → 6평점

이번 2018 추계학술대회 및 제42회 연수강좌의 평점은
10월 13~14일 ICO 2018 - 대한의사협회 각 6평점 (5시간 초과)
10월 13일 준의료인 연수강좌 - 대한의사협회 4평점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10월 14일 추계 연수강좌 - 대한의사협회 6평점 (5시간 초과), 대한내과학회 분과점수 6점
※1일 최대 이수평점은 6평점 (5시간 초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