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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춘계학술대회
버스

정류장명 : 강남세브란스병원
•간선버스(파랑) 141, 147, 340, 420, 461

•지선버스(초록) 3422

일시 : 2019년 4월 6일(토) 08:30-17:30

남부순환로 : 양
 재역 → 매봉역 지나 좌회전 → 매봉터널 → 매봉터널 빠져
자가용

지하철

나오면 왼편
강북 → 동호대교 : 계
 속 직진 후 역삼역 지나 1㎞ 직진 → 농협 사거리에서 좌회전
올림픽대로 : 성
 수대교로 빠진 후 계속 직진 → 관세청 → 르네상스호텔 →
매봉터널
강남대로 (강남→양재) : 뱅뱅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약 1.5㎞ 직진

장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본관 2동 3층 대강당
평점 : 대한의사협회 6평점

도곡역(3호선) : 2번 출구 뒤 버스정류장 → 셔틀버스 이용
매봉역(3호선) : 2번 출구 → 셔틀버스 이용
분당선 한티역 : 7번 출구 → 셔틀버스 이용 6번 출구에서 직진(도보 10분 소요)
논현역(7호선) : 3번 출구 → 간선버스 420번(청색) 이용
학동역(7호선) : 7번 출구 → 간선버스 147번(청색) 이용
역삼역(2호선) : 1번 출구 뒷편 → 셔틀버스 이용
선릉역(2호선) : 3번 출구 → 07번이용(녹색-구 4428번 마을버스)

주제 : Ultrasonography of the Shoulder:
‘아는 것, 모르는 것, 아는 줄 알았던 것’ 총정리

센트럴시티 (구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역(지하철 3호선)승차 → 도곡역 하차 (2번 출구) →
병원셔틀버스 이용(5분, 25분, 45분)
•강변역(지하철 2호선)승차 →선릉역에서 분당선 환승 → 한티역 하차(7번 출구)
→ 병원 셔틀버스 이용(10분, 30분, 50분)

남부시외버스 터미널
수서역
•SRT 수서역 3번출구 옆 셔틀버스 승하차장 → 병원셔틀버스 이용

서울역(KTX포함)
철도

•서울역(국철 1호선)승차 → 종로3가역 3호선으로 환승 → 도곡역 하차 (2번
출구) → 병원셔틀버스 이용
•서울역(4호선)승차 → 충무로역 3호선으로 환승→ 도곡역 하차 (2번 출구) →
병원셔틀버스 이용

영등포역
•영등포역(국철 1호선)승차 → 종로3가역 3호선으로 환승 → 도곡역 하차 (2번
출구) → 병원셔틀버스 이용

인천국제공항
•리무진 버스 : 삼성동노선승차 → 삼성동 공항버스 터미널 하차 → 마을버스
07번 환승(승차장소:삼성역 5번 출구 방향, 인터콘티넨탈호텔 앞) →
강남세브란스병원 하차
•가락시장(609번)노선 승차 → 도곡역 하차(2번출구) → 병원 셔틀버스 이용

비행기

김포공항
•리무진 버스 : 삼성동노선승차 → 삼성동 공항버스 터미널 하차 → 마을버스
07번 환승(승차장소:삼성역 5번 출구 방향, 인터콘티넨탈호텔 앞) →
강남세브란스병원 하차
•지하철 : 김포공항역(지하철 5호선) → 종로3가역 3호선으로 환승 → 도곡역
하차(2번출구) → 병원 셔틀버스 이용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남부터미널역(지하철 3호선)승차 → 도곡역 하차 (2번 출구) → 병원셔틀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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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 동서울 터미널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재활의학과
Tel : 02)958-8567 Fax : 02)958-8557
E-mail : kanms.sono@hanmail.net

고속
버스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모시는 글

프로그램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추위로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고, 포근한 햇살과 상큼한 바람
이 다가오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따스한 봄날에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11회 춘계학술
대회를 행사를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열렸던 10회 춘계학술
대회는 많은 회원들의 참여 속에 ‘척추 질환에 대한 초음파
활용’에 관한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임상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과 함께 심도 깊은 프로그램으로 초음파의
해부학적 실전 tip과 다양한 술기 방법에 대해 소개가 되었으
며, X-ray 및 MRI의 실전응용에 대하여 영상의학과 강의와
초음파를 이용한 Core Muscle Exercise 방법 적용 등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4월 6일에 열리는 11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견관절부
초음파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하에 그 동안 견관절부에 대하
여 알고 있던 모든 초음파 지식을 정리하고 심도있게 접근하
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임상에서 실제 많이 접하는
견관절부 질환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술기와 치료의 최신
지견을 소개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해부학적
실전 tip들에 대하여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초음파와 비교
하여 MRI의 실제소견에 대한 영상의학 교수님의 강의와 심화
과정으로 견관절부 주위 신경에 대한 초음파 접근 방법도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그동안 회원 여러분이 접해온 견관절
부위 초음파에서 ‘아는 것, 모르는 것, 아는 줄 알았던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를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골격계 초음파 중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견관절부위
질환에 대한 초음파 활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하
고 계신 회원들부터 경험이 많으신 분들까지 그동안의 궁금증
을 해소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학회 회원은 물론, 신경근골격초음
파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08:30-08:50 등록
08:50-09:00 개회사
좌장: 조강희(충남의대)
Part 1. Essential Knowledge of the Shoulder
이종화(동아의대)
09:00-09:25 Clinico-pathological Correlation of Shoulder Anatomy &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회 장 조 강 희
이사장 안 재 기

사전등록 안내

Biomechanics

•견관절의 질환과 관련되는 해부학 및 생역학적 특징
•초음파 검사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해부학적 구조들 및 tips

09:25-10:00

문승규(건국의대)

Essentials of the Shoulder
•임상의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견관절 및 견관절 주위의 MRI 소견
•MRI에서 초음파와 다르게 표현되는 구조들과 artifact

사전등록 기간
등록 방법

학회 홈페이지(www.sono.or.kr)에서 등록하신 후 사전등록비 입금
계좌에 참가자 실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 후 취소할 경우 행사 2일전 까지는 수수료 5,000원을 제외하고 환불
하여 드립니다.(등록 후 행사 2일전까지 사전 취소요청 없이 불참하실 경우에
는 환불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등록비
구분

10:00-10:20
Part 2. In-depth reviewⅠ

Coffee break & Poster Presentation

좌장: 김희상(경희의대)
임상에서 초음파 검사에 도움이 되는 견관절 주위 구조물의 해부학 및 초음파 소견
초음파 유도주사 tips (with Video Demonstration)

10:20-10:50

원선재(가톨릭의대)
Suprascapular Nerve & Quadrilateral Space
(Upper Trunk Level, Suprascapular Notch, Teres Major/
Minor, Axillary Nerve 등)

10:50-11:20

Thoracic Outlet & Brachial Plexus
(1st rib, Subclavian Vessel, Scalene Muscle, Pectoralis
Minor 등)

민경훈(차의대)

11:20-11:50

Shoulder Girdle & Dorsal Scapular/ Spinal Accessary Nerve
(Trapezius, Levator Scapulae, Rhomboid 등)

강석(고려의대)

11:50-12:00 지정토론
12:00-12:20 제11차 정기총회
12:20-13:20 점심식사
Part 3. Scientific Session
13:20-14:20 연구논문 구연발표
Part 4. In-depth review Ⅱ
14:20-14:55

김은국(한국체육대)

좌장: 김철(인제의대), 최은석(가톨릭의대)

좌장: 서정환(전북의대)

김재윤(중앙의대)

임상의 및 초음파 검사에 도움이 되는 어깨의 관절경
해부학 및 관절경 소견 기초(with Video Demonstration)

도종걸(성균관의대)

Rotator Interval & Coracohumeral Ligament
(with Video Demonstration)
•임상적 의미 및 초음파 해부학, 초음파 검사의 tips 및 한계

임길병(인제의대)
15:20-15:30 지정토론
15:30-15:50 Coffee break & Poster Presentation
Part 5. Recent Update & Debates in Common Shoulder Problem
좌장: 박시복(한양의대)

15:50-16:20

Rotator Cuff Tear Update

16:20-16:50

Calcific Tendinitis Update

16:50-17:10

주요 견관절 질환에 대한 증례를 통한 쟁점 토의

17:10-17:20
17:20-17:30

지정토론

이호준(동국의대)

•초음파 소견 및 보존적 치료전략(with Video Demonstration)
•수술은 안해도 되나? 한다면 어떤 경우에 하나?

한재영(전남의대)

•초음파 소견 및 보존적 치료전략
•Barbotage는 어떤 경우에 하나? 어떻게 하나?(with Video Demonstration)
•수술은 안해도 되나? 한다면 어떤 경우에 하나?

권동락(대구가톨릭의대)

1. Calcific Tendinitis
2. Rotator Cuff Tear

학술상 시상 및 폐회선언

전문의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 및 기타

사전등록

현장등록

회원

5만원

7만원

비회원

8만원

10만원

회원

4만원

6만원

비회원

7만원

9만원

* 회 원: 학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입회비 2만원 납부한 회원(로그인 가능)
* 비회원: 학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가입 후 입회비 2만원 미납한
회원(로그인 불가능)

등록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381-268996, 예금주: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문의처

•이학적 검사, 초음파, MRI 소견과 관절경 소견과의 비교

14:55-15:20

2019년 3월 4일(월)~ 3월 29일(금)까지

이창형(부산의대)

전화 : 02) 958-8567 팩스 : 02) 958-8557
E-mail : kanms.sono@hanmail.net
Homepage: www.sono.or.kr

초록접수
2019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자유 연제 구연발표
및 포스터발표를 위한 초록을 모집합니다.
•주제 : 신경근골격초음파학과 관련한 모든 연구
(다른 학회에 발표한 연구도 가능)
•접수 기간 : 2019년 2월 25일(월) ~ 3월 15일(금)
•접수 유형 : 원저 또는 Case Report
(Case Report는 포스터로만 발표하실 수 있으며, 구연은 불가능합니다.)
•발표 유형 : 구연 또는 포스터(사전 접수 시 구분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 홈페이지 내 사전 등록 페이지 ▶ 초록접수 페이지에서 형식에
맞게 작성
•구연 발표 시간은 5-8분 발표, 3분의 토의로 진행됩니다.
•포스터 판넬 크기는 대략 가로 1.00m, 세로 1.60m입니다.
•초록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구연발표 연제 또는 포스터발표 연제로 채택
되시면 초록 제출자에게 채택 통지서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접수된 구연 및 포스터 중 학술상을 선정하여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할 예정
입니다.
•작성 요령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 다음 항목에 대하여 채점을 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창의성
2. 연구방법의 체계 및 타당성
3. 연구의(결과) 완성도
4. 학문적 기여도
※연
 제 채택 이후 발표 형식이나 발표자 등을 변경할 경우, 다음 초록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