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AOTrauma Basic Principles Course
안녕하십니까?
AOTrauma Korea 에 보내 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늘 감사 드립니다. 오는 2015 년 8 월에 개최되는 AOTrauma Basic
Principles Course 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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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AOTrauma Korea



후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골절학회



일시 및 장소: 2015 년 8 월 26 일(수)–28 일(금), 그랜드 하얏트 인천

이번 8 월 Course 부터 3 일 Full day 일정으로 진행하며 마지막 날 종료예정시간은
오후 5 시입니다. 코스 참석에 차질 없도록 미리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및 자격:



–

정형외과 전문의 및 레지던트 3 년차 이상 선생님 (정원 96 명)

–

참석 확정 공문을 받으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www.aotrauma.org에서 유료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시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100 USD / 등록비와 별도)

등록사항 (필독!!!) :



–

등록일: 7 월 7 일 화요일 오전 09:00 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일체 등록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첨부 등록양식을 빠짐없이 정확히 작성하시어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만 가능)

–

1) 신청서와 2)등록비 납부가 동시에 확인된 후에 등록 리스트에 명단이 올라갑니다. 신청서와 등록비
납부 둘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을 경우 등록 리스트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선착순 등록 마감이 원칙이나 등록 마감 후 AOTrauma Korea 회장단에서 지역별/병원별 Seat 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참석자로 확인된 분들께 한해서만 참석확정 공지문이 발송됩니다. (최대 2 주 소요)

등록 접수 후

모든 연락은 이메일로 보내드리오니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 주시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AOTrauma Principles Course 에 등록 신청은 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으신 선생님들을 우선적으로
등록을 배려할 예정입니다.

–

입금이 확인되었더라도 정원이 초과될 시에는 별도 공지 후 환불해 드릴 예정입니다.


등록비 환불 규정 - 코스 시작 3 주 전까지 (8 월 4 일) 등록을 취소할 경우: 100 % 등록비 환불
- 코스 시작 2 주 전까지 (8 월 11 일)등록을 취소할 경우: 50 % 등록비 환불
- 그 이후는 환불이 불가



문의: aotraumakorea@gmail.com, 홈페이지: http://www.aotraumakorea.or.kr/



첨부: 등록서류

AOTrauma Korea Chairperson
오 종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