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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구IC를 통해 오시는 길

    북대구IC(안동, 칠곡방향으로 진입) → 동변동(우회전) → 산격대교 → 종합유통단지 → 호텔인터불고엑스코

- 동대구역,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오시는 길

    택시 - 소요시간 15분

- 공항에서 오시는 길

    택시 - 소요시간 10분

- 버스

    300, 304, 306, 323, 323-1, 413, 503, 653, 937

※ 본 저작물의 표지는 ‘대구향교’ 전경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이미지를 제공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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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환영사

존경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4월에 제62차 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를 대구.경북 지회 합동으로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는 학회의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조명하고, 새롭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나아

갈 방향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분과학회 별로 

최근 각광 받고 있는 핵심주제와 미래의 정형외과 영역을 이끌어 나갈 분야를 주제로 한 심포지움들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전공의의 춘계학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공의 초음파 워크샵과 전공의 퀴즈대회가 준비되어 있고, 

전공의 인성교육을 위한 인문학 강좌로 미술 감상과 클래식 음악 감상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준비하였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계절에 대구를 찾으신 많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대한정형외과

학회 춘계학술대회가 학문적으로는 물론 회원간 친목과 우애를 다지는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사로운 봄기운이 가득한 4월에, 제 62차 대한정형

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에서 개최합니다. 각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와 주제별로 심포지움과 워크샵을 구성

하였고, 특히 미래의 정형외과를 이끌고 갈 전공의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

하였습니다. 전공의 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인문학과 음악을 포함한 전공의 

인성 교육, 전공의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초음파 워크샵, 논문 작성법 등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

록 배려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많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 62차 춘계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한  정  수

대한정형외과학회 주최

대한정형외과학회 대구-경북 지회 주관

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신 덕 섭

사무총장  경 희 수

학술위원장  최 창 혁

홍보위원장  조 영 호

총  무  박 철 현위원장  신 덕 섭 사무총장  경 희 수 학술위원장  최 창 혁 홍보위원장  조 영 호 총  무  박 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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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학회 대구-경북지회 학술대회 개요

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대한정형외과학회

•회       장 

•부 회 장

•자 문 위 원  

•감      사

•이      사

•총      무

•회         장

•이   사   장

•총 무 이 사

•차 기 회 장

•차기이사장

•차기총무이사

•이         사

한정수

최종혁

천용민

손원용

김학선

한승환

강준순, 경희수, 구경회, 권영호, 김경택, 김병헌, 김용민, 김준식, 민병우, 박민종, 

박수성, 성일훈, 성진형, 신덕섭, 안재성, 윤경호, 윤택림, 이규열, 이병창, 이상홍, 

이   송, 이주홍, 이홍근, 장재혁, 정순택, 정양국, 주석규, 최수중, 한수홍, 한승범

•위  원  장    신덕섭

•사 무 총 장   경희수

•학술위원장  최창혁

•홍보위원장  조영호

•총        무  박철현

2018년도 대구·경북지회에서 주관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2차 춘계학술대회는 4월 19일(목) 제1차 지도전문의 

입문교육을 시작으로 해외연자 초청강연과 자문위원 특별강연을 비롯해 10개 분야의 심포지움과 4개 분과학회(대한

관절경학회, 대한족부족관절학회, 대한골관절종양학회, 대한정형외과 컴퓨터수술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며 대한정

형외과학회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 워크샵, 보험위원회 워크샵, 수련교육위원회&고시위원회 합동워크샵 등이 진행

됩니다.

또한 전년도에 처음 시작한 전공의를 위한 초음파워크샵 프로그램이 좀 더 확충되었고 제3회 전공의 퀴즈대회가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개최됩니다.

특히 전공의 인성교육을 위한 의료윤리 관련 프로그램과 논문작성법에 대한 특별 강연도 마련했습니다. 

제61대 집행부와 대구·경북지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학술대회인 만큼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 등록 안내

   - 본 학회 등록만으로 모든 일정(관련학회 및 워크샵 등)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공의 초음파 워크샵 실습은 

      사전 신청자만 가능

   - 현장 등록은 학회 기간 중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등록처에서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4월 19(목) 12:00-17:00 / 4월 20일(금) 07:00-17:00  / 4월 21일(토) 07:00-12:00

사전등록 현장등록

정회원 100,000원 정회원 110,000원

전공의·군의관·간호사 80,000원 전공의·군의관·간호사 90,000원

비회원 130,000원 비회원 140,000원

* 국내에서 연수중인 외국인 의사 등록자는 전공의 등록비용과 동일합니다.

 •등 록 비:  홈페이지 사전등록 시 카드 결제 가능

                   무통장 입금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반드시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요망 

 •학회장에는 명찰을 패용하셔야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 완료 후 등록취소 및 환불 가능 기간은 4/4(수)까지 입니다. 이후에는 취소하더라도 환불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신덕섭

최창혁, 이종민

김익동, 강창수, 김홍태, 인주철, 권굉우, 편영식, 김풍택, 안종철, 손승원, 박병철, 김신근, 김세동, 

안면환, 변영수

배기철, 유찬훈

오창욱, 오승훈, 김대망, 김종필, 남일현, 단진명, 조철현, 박삼국, 조영호, 민우기, 김희수, 배상근, 고상봉

박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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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교육 제목 좌장 / 연자

09:00-09:05 (5분)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수련교육위원장 김희중

좌장 : 이준모(전북의대)

09:05-09:45 (40분) 연차별 수련교육 내용 신병준(순천향의대)

09:45-10:25 (40분) 수련프로그램 평가 김영호(한양의대)

10:25-10:40 (15분) 휴   식

좌장 : 김희중(서울의대)

10:40-11:10 (30분) 전문의 자격 취득 요건 신규호(연세의대)

11:10-12:00 (50분) 폭력예방은 나의 관심에서 시작 이은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연수평점 안내

   - 사전등록 후 학회에 불참할 경우 평점이 부여되지 않으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 연수평점 인정 기준의 강화로 정확한 입,퇴실 확인을 위한 바코드 출결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합니다.

   - 입, 퇴실 시간별 부분 평점이 부여되오니 아래 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 4~6 평점 신청 : 2회 이상 출석 확인시 인정(부분평점 있음)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평점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4평점   

•4시간 초과 - 5시간 이하 ⇒ 5평점      

•5시간 초과 ⇒ 6평점 

   -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 변경사항 중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와 관련하여 필수과목 평점을 포함한 일자별 

      이수 가능 평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4월 19일(목) : 5점(필수과목 1점, 일반 4점 )  

•4월 20일(금) : 6점 

•학술대회 전 일정에 참석하시면 최대 11점

•일자별 인정되는 연수평점이 다르고 필수과목 평점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찰 바코드 출결 시스템 이용 안내

  · 연수평점 이수가 필요하신 회원들은 반드시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출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참석일자별 첫 바코드 인식은 입실 시간, 마지막 바코드 인식은 퇴실 시간입니다.

  · 중간에 중복 인식하셔도 처음과 마지막 시간만 확인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차 지도전문의 입문교육 안내

   - 본 학회의 2018년도 제1차 지도전문의 입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일      시 : 2018년 4월  19일(목), 09:00 ~ 12:00

•장      소 :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지하1층 아이리스

•교육내용 : 1) 연차별 수련교육 내용                     2) 수련프로그램 평가

                    3) 전문의 자격 취득 요건                    4) 폭력예방은 나의 관심에서 시작

•등록안내: 1) 참가비 : 사전등록 30,000원, 현장등록 40,000원

                    2) 사전등록마감 : 2018년 4월 13일(금)

                    3) 참가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대한정형외과학회)

                *수강신청서는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교육 이수 여부는 학회 종료 후 병원협회 또는 

                  대한의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앱 다운 안내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대한정형외과학회”를 검색하시어   앱을 다운받으세요. 

  기존 앱을 사용하신 분들도 2018년 버젼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1

앱 홈화면에서 인증코드 버튼을 선택하여 코드 

koaspring18을 입력하여 가이드를 다운 받으세요.2
인증코드 koaspring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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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Program at a glance

4.19(Thu)

B1F Grand Ballroom A B1F Blue Bell B1F IRIS 3F Raon

13:00 - 13:10 Opening Ceremony

13:10 - 14:10
Symposium

(Knee)
Symposium

(Hip)
Education of humanism 
for Medical ResidentsⅠ

14:10 - 15:10
Symposium
(Shoulder)

Symposium
(Hand)

Education of humanism 
for Medical ResidentsⅡ

15:10 - 15:30 Coffee Break Coffee Break

15:30 - 16:30
Plenary Lecture I

(Plenary guest speaker I)
Symposium

(Foot & Ankle)

Ultrasound Workshop
for Medical Reidents

Education and Training 
Committee & Examination 

Committee 
Join Workshop16:30 - 17:00 Special Lecture I

Symposium
(Fracture)17:00 - 17:20

Academic-Industrial 
Symposium I 

17:20 - 17:30 Coffee Break

17:30 - 18:20 Symposium (Spine)

4.20(Fri)

B1F Grand Ballroom A B1F Blue Bell B1F IRIS 3F Raon

08:00 - 09:00
Symposium
(Pediatric)

Symposium
(Osteoporosis)

The Korean Society for 
Computer-Assisted 

Orthopaedic Surgery

Insurance and Policy 
Committee Workshop

09:00 - 09:20
Academic-Industrial 

Symposium Ⅱ Special Lecture Ⅱ

Pediatric orthopaedics 
case conference

09:20 - 10:20
Plenary LectureⅡ

(Plenary guest speakerⅡ)

The Korean Foot & Ankle 
Society

10:20 - 10:40 Coffee Break

10:40 - 11:40
The Korean Arthroscopy 

Society11:40 - 12:40 Symposium (Tumor)

12:40 - 13:00 Luncheon Symposium                                                                                                     

13:00 - 13:40 Lunch

13:40 - 15:40
The Korean Arthroscopy 

Society
The Korean Foot & Ankle 

Society
The Korean Bone & Joint 

Tumor Society 
Editorial Committee of 

JKOA∙CiOS &
Research Ethics

15:40 - 16:00 Coffee Break

16:00 - 18:00
The Korean Arthroscopy 

Society
The Korean Foot & Ankle 

Society
The Korean Bone & Joint 

Tumor Society  

4.21(Sat)

B1F Grand Ballroom A B1F Blue Bell B1F IRIS 3F Raon

08:00 - 09:00 "Medical Resident 
Quiz Tournament"09:00 - 10:00

10:00 - 10:20 Coffee Break

10:20 - 11:20
Special Lecture for 
Medical Residents

11:20 - 12:20 Special Lecture Ⅲ

12:20 Closing Ceremony

4.19(목)

지하1층 그랜드볼룸 A 지하1층 블루벨 지하1층 아이리스 3층 라온홀

13:00 - 13:10 개회식

13:10 - 14:10
Symposium

(Knee)
Symposium

(Hip)
전공의 인성교육 Ⅰ

14:10 - 15:10
Symposium
(Shoulder)

Symposium
(Hand)

전공의 인성교육 Ⅱ

15:10 - 15:30 Coffee Break Coffee Break

15:30 - 16:30
초청강연 I

(Plenary guest speaker I)
Symposium (Foot & Ankle)

전공의 초음파 워크샵

수련교육위원회 
& 고시위원회
합동 워크샵16:30 - 17:00 특별강연 I (자문위원)

Symposium (Fracture)17:00 - 17:20 산학세션 I (SK케미칼)

17:20 - 17:30 Coffee Break

17:30 - 18:20 Symposium (Spine)

4.20(금)

지하1층 그랜드볼룸 A 지하1층 블루벨 지하1층 아이리스 3층 라온홀

08:00 - 09:00 Symposium (Pediatric) Symposium (Osteoporosis)

대한컴퓨터수술학회
학술대회

보험위원회 워크샵

09:00 - 09:20 산학세션 Ⅱ(삼진제약) 특별강연Ⅱ(자문위원)

소아정형외과
증례토론회

09:20 - 10:20
초청강연Ⅱ

(Plenary guest speakerⅡ)

대한족부족관절학회
학술대회

10:20 - 10:40 Coffee Break

10:40 - 11:40 대한관절경학회
학술대회

11:40 - 12:40 Symposium (Tumor)

12:40 - 13:00
Luncheon Symposium 

(한국화이자제약)     

13:00 - 13:40 Lunch

13:40 - 15:40
대한관절경학회

학술대회
대한족부족관절학회

학술대회
대한골관절종양학회

학술대회 국영문학회지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워크샵

15:40 - 16:00 Coffee Break

16:00 - 18:00 대한관절경학회 학술대회 대한족부족관절학회 학술대회
대한골관절종양학회 

학술대회

4.21(토)

지하1층 그랜드볼룸 A 지하1층 블루벨 지하1층 아이리스 3층 라온홀

08:00 - 09:00
전공의 퀴즈 대회

09:00 - 10:00

10:00 - 10:20 Coffee Break

10:20 - 11:20 전공의 특별강연

11:20 - 12:20 특별강연Ⅲ(음악관련)

12:20 시상 및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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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시간표(TIME SCHEDULE)

4.19(목, Thursday)

Board Meeting

2018. 4. 19(목) 08:00 ~ 09:00     수련교육위원회 워크샵 장소: 3F RaonHall

09:00 ~ 12:00 지도전문의 입문교육 장소: B1F IRIS

12:00 ~ 17:00 등록(Registration)

13:00 ~ 13:10 개회식(Opening Remark) 사회 : 총무이사 천용민 (연세의대)

13:10 ~ 14:10  Symposium (Knee)   장소: B1F Grand Ballroom A 

Decision making & treatment of the acute ligament injury 좌장: 서승석 (해운대부민병원), 경희수 (경북의대)

1. Anterior cruciate ligament(10분) (10분) 배지훈 (고려의대)

2. Posterior cruciate ligament(10분) (10분) 손욱진 (영남의대)

3. Medial collateral ligament(10분) (10분) 김진구 (건국의대)

4. Lateral collateral ligament/Posterolateral complex(10분) (10분) 김창완 (인제의대)

5. Medial patellofemoral ligament(10분) (10분) 유재두 (이화의대)

Discussion (10분)

13:10 ~ 14:10 Symposium (Hip) 장소: B1F BlueBell

Destination of Hip Joint Surgery 좌장: 서근택 (부산의대), 김신윤 (경북의대)

1. Bearing Surface (10분) 구경회 (서울의대)

2. Revision Arthrolasty: Assessment of Bone Defect, Best Options for Severe 
Bone Defect 

(10분) 이우석 (연세의대)

3. Arthroscopic Surgey (10분) 윤필환 (울산의대)

4. Rehabiliaton in Senile Patients after Fixation or Arthoplasty (10분) 하용찬 (중앙의대)

5. Periprosthetic Fractures of the Femur after Hip Arthroplasty (10분) 임승재 (성균관의대)

Discussion (10분)

13:10 ~ 14:10 전공의 인성교육 Ⅰ 장소: B1F IRIS

좌장: 김희중 (서울의대) 

"도대체 현대미술은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미술사학자와 읽어가는 현대미술" (60분) 김석모 (큐레이터)

14:10 ~ 15:10 Symposium (Shoulder) 장소: B1F Grand Ballroom A

회전근개 치료의 현재와 미래 좌장: 이용걸 (경희의대), 최창혁 (대구가톨릭의대)

1. 보전적치료 (10분) 정웅교 (고려의대)

2. 관절경적 봉합술 (10분) 조남수 (경희의대)

3. 관절경적 보완치료 (10분) 윤종필 (경북의대)

4. 개방적 치료(봉합술 및 건이전술) (10분) 염재광 (인제의대)

5. 역행성 관절치환술 (10분) 정진영 (가톨릭의대)

Discussion (10분)

14:10 ~ 15:10 Symposium (Hand) 장소: B1F BlueBell

Arthroscopy vs open surgery in wrist disease 좌장: 박민종 (성균관의대), 박종웅 (고려의대)

1. Arthroscopy
(10분) 이주엽 (가톨릭의대)

(10분) 이영근 (전북의대)

2. Open surgery

(10분) 한수홍 (차의과대)

(10분) 김지형 (서울의대)

(10분) 박삼국 (영남의대)

Discussion (10분)

14:10 ~ 15:10 전공의 인성교육 Ⅱ 장소: B1F IRIS

좌장: 김희중 (서울의대) 

폭력 예방을 위한 나의 한걸음 - 의료현장에서의 성폭력 (60분) 이은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5:10 ~ 15:30 Coffee Break

15:30 ~ 16:30 초청강연 I (Plenary guest speaker I) 장소: B1F Grand Ballroom A

좌장: 최인호 (중앙의대)

1. An Overview of Skeletal Dysplasia (15분)

William MacKenzie(U.S.A)2. Management of the Spine in Skeletal Dysplasia (15분)

3. Management of the Extremities in Skeletal Dysplasia (15분)

Discussion (15분)

15:30 ~ 16:20 Symposium (Foot & Ankle) 장소: B1F BlueBell

All about ankle sprain 좌장: 이상욱 (가톨릭의대), 이호승 (울산의대)

1. Treatment of acute ankle sprain: Evidence-based-medicine (10분) 조병기 (충북의대)

2. Surgical treatment of chronic lateral ankle instability: repair vs 
reconstruction (arthroscopic repair포함) 

(10분) 박영욱 (아주의대)

3. Conservative management and postop rehabilitation: (10분) 김학준 (고려의대)

4. Management of high ankle sprain (10분) 이준영 (조선의대)

Discussion (10분)

16:30 ~ 17:00 특별강연 I 장소: B1F Grand Ballroom A

좌장: 차기회장 손원용 (고려의대)  

정년 후의 삶 (30분) 노성만 자문위원 (동아병원)

17:00 ~ 17:20 산학세션 I - SK케미칼 장소: B1F Grand Ballroom A

16:30 ~ 17:30 Symposium (Fracture) 장소: B1F BlueBell

Pelvic ring injury : Update in the treatment 좌장: 변영수 (대구파티마병원), 양규현 (연세의대)

1. Emergency management of hemodynamically unstable injury of pelvic ring (10분) 김지완 (인제의대)

2. Fix it or not ? Indications of surgery (10분) 오창욱 (경북의대)

3. APC injury - how to fix it? (10분) 오종건 (고려의대)

4. How to fix the posterior ring? (10분) 오형근 (인제의대)

5. Sacral fractures - how to manage? (10분) 박기철 (한양의대)

Discussion (10분)

17:30 ~ 18:20 Symposium (Spine) 장소: B1F Grand Ballroom A

OPLL of the cervical spine 좌장: 강철형 (계명의대), 민우기 (경북의대)

1. Anterior surgical treatment (10분) 박종범 (가톨릭의대)

2. Posterior surgical treatment (10분) 석경수 (연세의대)

3. Emerging surgical technique (10분) 이동호 (울산의대)

4. Biologic treatment (10분) 이근우 (영남의대)

Discussion (10분)

15:30 ~ 18:30 전공의 초음파 워크샵 장소: B1F IRIS

개회사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회장 
박진영 (네온정형외과)

Session 1 전공의를 위한 초음파 기초 좌장: 박진영 (네온정형외과), 고상훈 (울산의대)

15:30~16:35

초음파 영상의 기본 원리 (10분) 이봉근 (한양의대)

초음파 기본 검사 방법 (Equipment / Probe 잡는 법 / 환자 자세) (10분) 손민수 (국립중앙의료원)

견관절 초음파 해부학 (10분) 정웅교 (고려의대)

견관절 초음파 표준 영상 - 정상 소견 (15분) 김철홍 (부산미래병원)

견관절 초음파 표준 영상 - 병적 소견 (15분) 김명선 (전남의대)

Discussion (5분)

Session 2 초음파 시연
좌장: 최창혁 (대구가톨릭의대), 
민경대 (순천향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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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17:00
견관절 초음파의 실제 (20분) 송현석 (가톨릭의대)

Discussion (5분)

17:00~17:10 Coffee Break (10분)

Session 3 초음파 실습 1 Instructor

17:10~17:40 학습목표 : Biceps / Subscap / Supraspintus (30분)

정웅교 (고려의대), 김철홍 (부산미래병원), 
김명선 (전남의대), 이봉근 (한양의대), 
손민수 (국립중앙의료원), 김경천 (탄탄병원),
송현석 (가톨릭의대), 윤형문 (적십자병원), 
고경환 (인제의대), 이효진 (가톨릭의대)

Session 4 초음파 실습 2 Instructor

17:40~18:10 실습 2 ( Infra / Teres / AC / SSN ) (30분)

정웅교 (고려의대), 김철홍 (부산미래병원), 
김명선 (전남의대), 이봉근 (한양의대), 
손민수 (국립중앙의료원), 김경천 (탄탄병원), 
송현석 (가톨릭의대), 윤형문 (적십자병원), 
고경환 (인제의대), 이효진 (가톨릭의대)

18:10~ 폐회사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회장 
박진영 (네온정형외과)

15:30 ~ 17:00 수련교육위원회 & 고시위원회 합동 워크샵 장소: 3F RaonHall

15:30~16:00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수련 프로그램과 지도 전문의의 역할 (30분)
박시내 교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16:00~16:40 전문과목별 전공의 평가시험 운영 현황 (40분) 한일규 (고시위원회 차기간사, 서울의대)

16:40~17:00 영국의 전공의 평가시험 시스템 (20분) 전인호 (고시위원, 울산의대)

17:00~ Discussion

4. 20(금, Friday)

07:00 ~ 17:00 등록(Registration)

08:00 ~ 09:00 Symposium (Pediatric) 장소: B1F Grand Ballroom A

Up to date in Pediatric hip problems 좌장: 최인호 (중앙의대), 송광순 (계명의대)

1. Hip problems of  Cerebral plasy in children: (10분) 정진엽 (서울의대)

2. Neglected Developmental Diysplasia  of the hip in children: (10분) 이순혁 (고려의대)

3. Legg - Calve - Perthes disease : (10분) 김휘택 (부산의대)

4. Slipped capital  femoral epiphysis in children : (10분) 정성택 (전남의대)

5. Femoral neck fracture in Children : (10분) 신현대 (충남의대)

Discussion (10분)

08:00 ~ 08:50 Symposium (Osteoporosis) 장소: B1F BlueBell

Atypical fracture of the femur 좌장: 원예연 (아주의대), 민병우 (계명의대)

1. Epidemiology and etiology (10분) 이영균 (서울의대)

2. Prognostic factors (10분) 김상민 (고려의대)

3. Surgical tips and tricks (10분) 이경재 (계명의대)

4. Postoperative treatment (10분) 임승재 (성균관의대)

Discussion (10분)

08:00 ~ 09:00 보험위원회 워크샵 장소: 3F RaonHall

좌장: 조석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위원장 한승범 (고려의대)

08:00 ~ 08:15 상대가치의 이해 (15분) 배서영 (인제의대)

08:15 ~ 08:30 상대가치 개정 후의 변화 (15분) 신헌규 (성균관의대)

08:30 ~ 08:45 의협 상대가치 결정의 실제 (15분) 김학준 (고려의대)

08:45 ~ 09:00 Discussion (15분)

09:00 ~ 09:20 산학세션 Ⅱ - 삼진제약 장소: 1F Grand Ballroom A

좌장: 문성환 (연세의대)

Surgical site infection prevention and Taurolidine (20분) 이병호 (연세의대)

09:20 ~ 10:20 초청강연 Ⅱ (Plenary guest speaker Ⅱ) 장소: B1F Grand Ballroom A

좌장: 대구 ∙ 경북지회장 신덕섭 (영남의대)

1. Long-term results of in situ preparation for soft tissue sarcoma (25분)
Seiichi Matsumoto (JAPAN)

2. Surgical margin in bone and soft tissue sarcoma (25분)

Discussion (10분)

09:00 ~ 09:30 특별강연 Ⅱ 장소: B1F BlueBell

좌장: 회장 한정수 (경희의대)  

손상입은 대퇴골두의 재생모델 (Revitalizing Models of the damaged Femoral Head) (30분) 강창수 자문위원 (열린큰병원)

10:20 ~ 10:40 Coffee Break

11:40 ~ 12:30 Symposium (Tumor) 장소: B1F IRIS

Cutting edge advances in orthopedic oncology 좌장: 전대근 (원자력병원), 김정렬 (전북의대)

1. Denosumab in orthopedic oncology: an update (10분) 주민욱 (가톨릭의대)

2. Desmoid-type fibromatoses: a state of the art review (10분) 김승현 (연세의대)

3. Application of deep learning in orthopedic oncology (10분) 서성욱 (성균관의대)

4. 3D printing in orthopedic oncology (10분) 강현귀 (국립암센터)

Discussion (10분)

09:20 ~ 12:40 Pediatric Department Case Conference Program 장소: 3F RaonHall

09:15 ~ 09:20 개회사 (5분)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장 이한용(가톨릭의대)

Hip & Skeletal dysplasia 좌장/송광순(계명의대),김성수(동아의대)

09:20 ~ 09:24 Transtrochaneric rotational osteotomy in acute on chronic SCFE (4분) 김택훈(부산의대)

09:24 ~ 09:28 A Boy who Presented Late with Unstable SCFE (4분) 유원준(서울의대)

09:28 ~ 09:32 Complications of femur neck fracture of adolescence (4분) 신현대(충남의대)

09:32 ~ 09:36 Surgical Treatment of Sequelae of Septic Arthritis of Hip (4분) 최은석(충남의대)

09:36 ~ 09:40 Iatrogenic Retroverted Acetabulum after Pelvic Osteotomy (4분) 최인호(중앙의대)

09:40 ~ 09:44
Recurrence of hip instability after hip reconstructive surgery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4분) 정진엽(서울의대)

09:44 ~ 09:48
Varus thrust of knee joint in a girl with multiple carpotarsal 
synostosis and knee joint dysplasia 

(4분) 이순혁(고려의대)

09:48 ~ 10:20 Discussion (32분)

10:20 ~ 10:40 Coffee break 

Foot and Ankle 좌장/정진엽(서울의대), 김휘택(부산의대)

10:40 ~ 10:44 Club foot in chromosome 18q deletion Syndrome (4분) 이승현(동아의대)

10:44 ~ 10:48
Application of staple hemiepiphysiodesis for correction of 
intractable pes equinus deformity

(4분) 박수성(울산의대)

10:48 ~ 10:52 A 10-year-old boy with pes cavovarus deformity on ambulation (4분) 조태준(서울의대)

10:52 ~ 10:56 Juvenile Hallux Valgus (4분) 김현우(연세의대)

10:56 ~ 11:00 Autogenous bone peg fixation for OCD of talus in children (4분) 이시욱(계명의대)

11:00 ~ 11:04 Bilateral osteochondral lesion of lateral talar dome (4분) 이경민(서울의대)

11:04 ~ 11:08 Twelve Years Pursue of Un-classified Post Axial Polydactyly of Foot (4분) 조재호(아주의대)

11:08 ~ 11: 35 Discussion (27분)

Other diseases 좌장/이순혁(고려의대), 신현대(충남의대)

11:35 ~ 11:39 Trevor disease around ankle joint (4분) 성기혁(서울의대)  

11:39 ~ 11:43 Osteochondral Lesion of the Knee in a Patient with Trevor Disease (4분) 신창호(서울의대)

11:43 ~ 11:47 Subtrochanteric femur fracture in osteopetrosis (4분) 박경현(경북의대)

11:47 ~ 11:51
Radial Head Reduction Achieved by Ulnar Lengthening in 
Osteochondromatosis Children

(4분) 김태훈(아주의대)

11:51 ~11:55 4-year-old boy with hand deformity (4분) 김지형(서울의대)

11:55 ~ 11:59 Treatment for scoliosis in cerebral palsy patient (4분) 안태영(부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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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 12:03 5-year-old-girl with neglected distal femur fracture (4분) 배정연(부산의대)

12:03 ~ 12:07
A Case of Latarjet procedure for the revision of failed arthroscopic 
Bankart repair in the case of adolescent recurrent shoulder dislocation

(4분) 정세훈(가톨릭의대)

12:07 ~ 12:35 Discussion (28분)

12:35 ~ 12:40 폐회사 (5분)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장 이한용(가톨릭의대)

13:40 ~ 16:00 대한정형외과학회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워크샵 장소: 3F RaonHall

1. 연구윤리 워크샵 (70분)
좌장: 영문학회지 편집위원장 
김한수 (서울의대)

1) 저자됨 (authorship) 과  통제   (30분) 유   영 (고려의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2) 논문 심사 잘하기 (30분) 김창수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Discussion (10분)

2. 편집위원회 워크샵 (70분) 좌장: 국문학회지 편집위원장 이순혁 (고려의대)

1) 편집인과 심사위원이 알아야 하는 연구 윤리  (30분) 김옥주 (서울의대 인문의학교실)

2) 표절과 중복 출판 (30분)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

Discussion (10분)

10:40 ~ 12:40 분과학회 학술대회

 1. 대한관절경학회 학술대회      장소: B1F Grand Ballroom A

09:30 ~ 12:40 분과학회 학술대회

 2. 대한족부족관절학회 학술대회 장소: B1F BlueBell

08:00 ~ 11:40 분과학회 학술대회

 3. 대한컴퓨터수술학회 학술대회 장소: B1F IRIS

12:40 ~ 13:00 Luncheon Symposium - 한국화이자제약 장소: B1F Grand Ballroom A

좌장: 경희수 (경북의대)

Paradigm shift to Celecoxib in pain management  (The Balance with Efficacy & Safety) (20분) 박관규 (연세의대)

13:00 ~ 13:40 중식 장소: B1F Grand Ballroom A

13:40 ~ 15:40 분과학회 학술대회

 1. 대한관절경학회 학술대회      장소: B1F Grand Ballroom A

 2. 대한족부족관절학회 학술대회 장소: B1F BlueBell

 3. 대한골관절종양학회 학술대회 장소: B1F IRIS

15:40 ~ 16:00 Coffee Break

16:00 ~ 18:00 분과학회 학술대회

 1. 대한관절경학회 학술대회      장소: B1F Grand Ballroom A

 2. 대한족부족관절학회 학술대회 장소: B1F BlueBell

 3. 대한골관절종양학회 학술대회 장소: B1F IRIS

4.21(토, Saturday)
07:00 ~ 12:00 등록(Registration)

08:00 ~ 10:00 제3회 전공의 퀴즈 대회 장소: B1F Grand Ballroom A

사회: 송주현 (가톨릭의대), 배서영 (인제의대)

10:00 ~ 10:20 Coffee Break

10:20 ~ 11:20 전공의 특별강의 장소: B1F Grand Ballroom A

좌장: 정성택 (전남의대)

어려운 논문쓰기, 쉽게 할 수 없나? (60분) 전대근 (원자력병원)

11:20 ~ 12:20 특별강연 Ⅲ 장소: B1F Grand Ballroom A

좌장: 조태준 (서울의대)

손에 잡히는 클래식 (60분) 황원구 (작곡가 겸 지휘자)

12:20 ~ 시상 및 폐회식 장소: B1F Grand Ballroom A

사회: 총무이사 천용민 (연세의대) 

그랜드볼룸 A그랜드볼룸 B

아이리스홀

블루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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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나투어 

•담 당 자 : 조문경 차장

•연 락 처 : 02-755-3451   /   H.P : 010-6748-3651 

•메일주소 : moonkyungcho@hanato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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