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LOCATION

※ 사전등록 방법
등록비를 아래의 계좌 번호로 입금하신 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
시어 문의처의 이메일(leesboss@hanmail.net) 또는 팩스
(032-340-2671)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사전 등록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 사전등록 마감: 2018년 8월 27일 (월)

2018 CUMC

※ 입금계좌: KEB하나은행 189-890179-69007
(예금주: 문찬웅)

Knee Symposium

※ 등 록 비: 교재 및 중식 제공
전문의
6만원
8만원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공의(군의관, 공보의 포함)
3만원
5만원

간호사 및 기타
3만원
5만원

Management of Early
Osteoarthritis of the Knee

SUBWAY

※ 주의사항
입금시 반드시 참가자 본인의 성함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등록 마감 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사전 등록 마감일
까지 등록비가 입금되지 않으면 사전 등록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등록신청서 �

� 2호선 : 서초역 (7번출구)
� 3호선 : 고속터미널역 (가톨릭의과대학방면/2,7번 출구)
� 7호선 : 고속터미널역 (가톨릭의과대학방면/3,4번 출구)
� 9호선 : 고속터미널역 (가톨릭의과대학방면/7호선 3,4번 출구)

주차는 병원 내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권은 등록처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참가자성명:
의사면허번호:
소

속:

등 록 구 분: □전문의 □전공의(군의관, 공보의) □간호사 및 기타

문의처

입 금 자 명:
입금일:
연락처: H∙P
E-mail:

입금액:
Tel

1464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소사동 2번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 의국
담당자: 이성숙 (의국비서)
전화: 032-340-2260, 팩스: 032-340-2671
이메일: leesboss@hanmail.net
Design by _ URI Medicine Company 02-2266-2752

일 시: 2018년 9월 1일 (토)
장 소: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
주 관: 가톨릭의대 슬관절연구회
주 최: 대한슬관절학회
연수평점: 6점

INVITATION

08:00-08:30

Registration

08:30-08:35
08:35-08:40

Opening
Welcome Address

가톨릭의대 슬관절연구회장/
아산충무병원/

고해석
김정만

SESSION 1. Non-operative Cares for Early OA Patient
아산충무병원/ 김정만∙동의의료원/ 김경택

안녕하십니까?

08:40-08:47
08:47-08:54
08:54-09:01
09:01-09:10

올 한해도 선생님의 안녕과 건투를 기원합니다.

SESSION 2. Cartilage Repair

저희 가톨릭의대 슬관절연구회에서는 2018년 9월 1일 (토) 국내
외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젊은 환자에서의 슬관절 관절염의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특별히 최남용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면
서 2018 CUMC Knee Symposium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적극적인 체육 활동 등으로 인한 젊은 환자
에서의 슬관절 관절염 치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점차 넓어
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여전히 증가 추세인 근위 경골 절골술
(HTO)과 단일 구획 인공 관절 치환술(UKA) 등의 관절 보존 술식
들 뿐만 아니라, 젊은 환자에 있어서의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TKA) 같은 다양한 치료법들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유수의 경험이
풍부하신 선생님들의 강의와 토론의 장을 준비하였습니다. 기본
적인 이론 및 술기에 대한 강의 외에도 보다 복잡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들에 대한 치료들에 대해서도 궁금
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보존적 치료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Dr. Takenori
Akiyama (Kyushu University Akiyama Clinic, Japan), Professor
Hiroshi Nakayama (Hyogo College of Medicine, Japan)
등 저명한 해외 연자를 초청하여 퇴행성 관절염에서의 HTO에
대한 해박하고 유용한 강의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5주년을 맞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폭 넓은 강의와 토론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실제 임상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지식을 얻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와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희 연구회의 심포지엄이 자리
를 잡고 더욱 발전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9:10-09:17
09:17-09:24
09:24-09:31
09:31-09:40

Non-pharmacological Management
Choice of Oral Medication
Choice of Intraarticular Injection
Discussion (9 min)

09:47-09:54
09:54-10:01
10:01-10:10

순천향대/

한림대/
차의대/
성균관대/

서영진
최원철
하철원

What is the Best Technique? (My Experience and Surgical Tips)
경희대/ 윤경호
ACL Reconstruction in Early OA Patient (Pros) 성균관대/ 왕준호
전남대/ 선종근
ACL Reconstruction in Early OA Patient (Cons)
Discussion (9 min)
이화여대/

노권재∙울산대/ 빈성일

10:10-10:17

For Better Result (My Experience and Surgical Tips)

10:17-10:24
10:24-10:31
10:31-10:40

MAT in Early OA Patient (Pros)
MAT in Early OA Patient (Cons)
Discussion (9 min)

10:40-10:55

Coffee Break

14:05-14:12
14:12-14:19
14:19-14:26
14:26-14:35

최남홍
이대희
염윤석

14:55-15:05

바른세상병원/

The Timing and Efficacy of around the Knee Osteotomy for
Early Knee OA in regards to Prevention of OA Progression (20 min)
Kyushu University Akiyama Clinic, Japan/ Dr. Takenori Akiyama
Discussion (10 min)
서재곤링커병원/

서재곤∙해운대부민병원/ 서승석

Coffee Break

SESSION 12. TKA for Young Patients 1
서울성심병원/

Osteotomies around the Knee for Early and Advanced OA of the
Knee (20 min)
Hyogo College of Medicine, Japan/ Prof. Hiroshi Nakayama
Discussion (10 min)

16:04-16:11
16:11-16:20

경희대/ 송상준
Comparison of Patient’s Satisfaction (HTO vs. UKA vs. TKA)
연세대/ 이우석
Pros and Cons (TKA vs. HTO or UKA)
성민병원/ 오광준
Discussion (9 min)

SESSION 13. TKA for Young Patients 2
16:20-16:27

김진구
김성환
김창완

16:27-16:34
16:34-16:41
16:41-16:48
16:48-17:00

SESSION 7. HTO vs. UKA 1

청주성모병원/

이기병∙명지병원/ 김형수

11:55-12:02

Comparison of General Indications (HTO vs UKA vs TKA)

2018년 8월

12:02-12:09
12:09-12:16
12:16-12:25

I prefer HTO
I prefer UKA
Discussion (9 min)

12:25-13:25

Luncheon Symposium

계명대/
인제대/
중앙대/

법무부 의료과/

배기철
나경욱
이한준

배대경∙부산의료원/ 서정탁

Comparison of Survival (HTO vs. UKA vs. TKA)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건국대/
연세대/
인제대/

임홍철∙원광대/ 전철홍

15:35-15:50

15:57-16:04

My Experience and Surgical Tips
I prefer to Repair in Early OA Patient
I do Not prefer to Repair in Early OA Patient
Discussion (9 min)

김영후∙서울스타병원/ 조우신

Cause of Failure after TKA: Comparison between the Young and
the Elderly
성균관대/ 정화재
성균관대/ 문영완
Considerations in Young TKA Candidate
Strategies to Enhance the Longevity of TKA
강원대/ 한계영
Patellar Preservation vs. Resurfacing in Young Patient
울산대/ 최영준
Discussion (12 min)

SESSION 14. Revision

성애병원/

우영균∙서울대/ 이명철
이화여대/
고려대/
고려대/
조선대/

유재두
배지훈
한승범
김동휘

가톨릭의대 슬관절연구회장/

고해석

17:00-17:07
17:07-17:14
17:14-17:21
17:21-17:28
17:28-17:40

HTO Complications & Prevention
UKA Complications & Prevention
Treatment for failed HTO
Treatment for failed UKA
Discussion (12 min)

17:40-17:45

Closing

18:00-

Adjourn

김주오∙전북대/ 이주홍

Therapeutic Benefits of Single IA HA Injection, Synovian�:
CM병원/ 이상훈
What does it Solve?

장종범
정운화
왕 립

15:12-15:19
15:19-15:26
15:26-15:35

SESSION 6. Medial Meniscal Posterior Horn Root Repair
계명대/ 손승원∙연세대/ 최종혁
11:25-11:32
11:32-11:39
11:39-11:46
11:46-11:55

서울대/
무룹병원/
동아대/

Distal Femoral Osteotomy (My Experience and Surgical Tips)
서울대/ 이용석
Joint Line Obliquity & Dual Osteotomy
가천대/ 심재앙
Osteotomy for PFJ Instability
중앙보훈병원/ 윤정로
Discussion (9 min)

15:50-15:57
전남대/

경희수
한혁수
김경태
김재균

한창동∙보강병원/ 이동철

HTO with or without Cartilage Repair
HTO with or without Meniscal Root Repair
HTO with ACL Insufficiency
Discussion (9 min)

SESSION 11. Osteotomy 2
15:05-15:12

경북대/
서울대/
서울성심병원/
고려대/

서울부민병원/

SESSION 10. Invited Lecture 2

송은규∙서울대/ 강승백

SESSION 5. Invited Lecture 1

11:15-11:25

을지대/
성균관대/
울산대/

Open Wedge HTO
Closed Wedge HTO
Fixed Bearing UKA
Mobile Bearing UKA
Discussion (12 min)

SESSION 9. Osteotomy 1

정영복∙동천동강병원/ 조성도

SESSION 4. Meniscal Allograft Transplantation

10:55-11:15

13:25-13:32
13:32-13:39
13:39-13:46
13:46-13:53
13:53-14:05

14:35-14:55
현대병원/

감사합니다.

가톨릭의대 슬관절연구회 회장 고 해 석
가톨릭의대 관절경연구회 회장 최 남 용

송무호
장기모
송시영

이병일∙인하대/ 김명구

Augmented Microfracture
Injectable Cell Therapy
Operative Cell Therapy
Discussion (9 min)

SESSION 3. ACL Reconstruction
09:40-09:47

동의의료원/
고려대/
한림대/

SESSION 8. HTO vs. UKA 2 (My Experience and Surgical Tip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현기∙국군수도병원/ 이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