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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and Physical Activity with COVID-19

2021년 대한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
추계학술대회(온라인)

일시•2021년 11월 13일(토) 8:50-15:10
장소•온라인 학술대회
평점•대한의사협회 4점(예정)

인사말
대한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속되는 COVID-19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 계신 곳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두
차례 온라인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COVID-19로 일상의 삶을 잃어버린 국민
여러분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해 2021년 온라인 추계학술대회를 “Sports and Physical Activity
with COVID-19”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스포츠 활동이 전면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With COVID-19 시기에
대비하여 우리 국민들이 부분적이나마 스포츠와 체육활동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With COVID-19 시기 스포츠와 체육활동의 안전을 위한 지침, 선진국의
적용 실태, 2020 도쿄올림픽선수단 팀닥터의 경험을 소개하고, 요즘 각광받는 running과 sports
climbing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최신 지견과 관련 손상의 재활과 예방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실전과 지도 경험이 풍부한 체육학계와 의료계의 최고 연자들을 모셔서 최신 지식을
습득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유익하고 귀중한 정보
전달의 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대한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는 전문체육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유익한 생활 속 스포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포츠과학과 운동의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COVID-19 속에서도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한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 회 장 최은석
이사장 이규훈

PROGRAM
08:50-09:00 회장님 인사

I. General Issues of Sports and Physical Activity with COVID-19
좌장: 최은석 교수(가톨릭의대), 김희상 교수(경희의대)

09:00-09:30 Safety and Related Guidance of Sports and

김진용 과장(인천의료원 감염내과)

09:30-10:00

김민수 박사(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10:00-10:30
10:30-10:40
10:40-10:50

Physical Activity with COVID-19
Current Status of Sports activity During
COVID-19 Pandemic: Focus on Difference
by Nation
Team Physician’s Experience in Tokyo
Olympic Games with Covid-19
Q&A
Break Time

배문정 전문의(진천선수촌)

II. Representative Sports with COVID-19: Running
좌장: 안재기 교수(인제의대), 송욱 교수(서울대)

10:50-11:20 Introduction of Running: Benefits, Cautions, 안재기 교수(인제의대)
11:20-11:50
11:50-12:20
12:20-12:30
12:30-13:30

Right Techniques, and Equipment
What is the Optimal and Safe Training
Method to become the Best Runner?
Common Injuries and Management in
Running
Q&A
Lunch

이진일 박사(원주시청 감독)
양재혁 교수(한양의대 정형외과)

III. Emerging Sports with COVID-19: Sport Climbing
좌장: 이규훈 교수(한양의대), 정제순 교수(한국교통대)

13:30-14:00 Introduction of Sport Climbing: Benefits,

성봉주 박사(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Cautions, Right Techniques, and Equipment
김인경 박사(국민대)
14:00-14:30 What is the Optimal and Safe Training
Method to become the Best Climber?
김리나 과장(삼육서울병원)
14:30-15:00 Common Injuries and Management in
Sport Climbing
15:00-15:10 Q & A
15:10
Closing

사전등록 안내
• 사전등록만 진행합니다.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되므로 현장등록은 없습니다.
• 사전등록 기간: 11월 10일(수) 오후 5시까지
• 등록비:

구 분

사전등록

정회원

30,000원

준회원

20,000원

학부생

무료

비회원

50,000원

※학
 회는 회원가입 시 입회비 2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입회비 납부 시 이후 개최되는
학술대회 등록비 등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정
 회원: 스포츠 및 운동의학 관련분야의 전문가, 전문의, 석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자로 회원가입 후 입회비 2만원을 납부한 회원
※준
 회원: 스포츠 및 운동의학 관련분야의 전공의, 일반의, 연구원, 의료기사,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자로 회원가입 후 입회비 2만 원을 납부한 회원

• 등록비 입금 계좌
- KEB하나은행 (630-008930-151, 예금주: 대한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

• 사전 등록 방법
-학
 회 홈페이지(http://www.kassem.or.kr)에서 등록하신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자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 사전등록 후 취소할 경우 11월 10일까지: 50% 환불, 10일이후 환불 불가
-닥
 터빌 회원가입 필수(https://www.dvwebinar.co.kr/user/join)
※하
 단 내용 참고
- 사전등록 신청 및 등록비 입금 확인 후, 닥터빌 웨비나 학술대회 유입코드를 발송해 드립니다.
※ 매주 금요일 이메일 일괄 발송

• 문의처: E-mail: sportsstudy@hanmail.net

■ 닥터빌 회원가입 필수
1. 닥터빌 웨비나 세미나 개설URL
- https://www.dvwebinar.co.kr/webinar/symposium/261/1
- 닥터빌 회원가입
https://www.dvwebinar.co.kr/user/join
2. 닥터빌 웨비나 참석 이용안내
- 각 Session 마다 체크인, 체크아웃이 필요합니다.
(체크인은 시작 시간 10분전부터 가능합니다.)

사전등록 페이지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02-2297-8497 E-mail: sportsstudy@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