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euro Seminar: Neurotrauma
11 November, 2022, 드래곤시티호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과 선생님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6 년을 시작으로, AO Foundation 의 연구 분과인 AONeuro 에서는 Neurotrauma 를 주제로 세 차례의
Seminar 를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AONeuro 는 2018 년부터 “Global Neuro”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11 월 11 일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많은 경험과 식견을 갖고 계신 국내외 석학을 모시고 강의와
증례를 통하여 최신 지견을 함께 토론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중증
뇌손상 환자의 집중치료를 주제로 하여 평소 고민하였던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활발한
토론을 위해 외국연자들의 영어 강의 외에는 한국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하시어 평소 고민스러웠던
경험과 의견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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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2022 년 11 월 11 일(금), 드래곤시티호텔 2F 랑데부 Rendez-vous

•

참가 대상
신경외과 전공의, 신경외과 전문의, 신경외상 전문간호사 혹은 관련 의료진

•

해외 초청연자
International: Kiwon Lee (New Brunswick, USA)
Regional: Eiichi Suehiro (Narita, Japan)

•

등록사항 (등록마감일: 11 월 4 일 금요일) 현장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 사이트 방문하셔서 온라인 등록 및 등록비 납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록된 계정이 있으신 경우 로그인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크롬 또는 모바일에서 잘 작동됩니다.)
https://globalneuro.org/EN/education/event-detail/49.html
등록비: staff 이상 USD 50, 레지던트 또는 간호사 분들께는 30 % discount 됩니다.
(등록페이지에서 꼭 할인여부를 선택해주세요.)
신용카드로만 결제가능하며 VISA 또는 MASTER 만 가능합니다.
환불규정: 50% until 30 days before the event. No refund thereafter

•

첨부: 세미나 등록신청 방법 및 Program

황 금

이상구

김세혁

하은진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단국대병원

아주대병원

서울대병원

세미나 등록 신청 방법

1.

사이트 접속: https://globalneuro.org/EN/education/event-detail/49.html

2.

(1) 계정이 없으신 경우: [Register] 클릭 후 계정생성, (2)계정이 있으시면 [Log in] 먼저 하세요.

3.

로그인 후 페이지 아래쪽 [Register for the event] 클릭

4.

Billing Address 및 할인여부 체크하시고 결제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만 가능하며 VISA, Master 만 가능합니다.

Resident 또는 Nurse 분들은 꼭 선택하셔서 할인적용 받으세요.
결제취소 및 재결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