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2년 4월 1일 금요일

장소.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오키드룸 

주최. 대한고관절학회 골다공증-근감소증 연구위원회

주관. 대한고관절학회

2022 대한고관절학회 

골다공증-근감소증
심포지엄

지하철

지하철 2호선 삼성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지하로 오실 경우 파르나스몰 내 연결 엘리

베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출구 방향

146, 333, 341, 360, 740, N13, N61, 3411, 500-2, 1100, 1700, 2000, 

2000-1, 7007, 9303, 8001, 강남07, 강남08

지하철 2호선 삼성역 2번출구 방향

11-3, 917, 143, 146, 350, 401, 2413, 3422, 4318, 4319, 4419, 6900, 9407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사전등록기간

2022년 3월 25일(금) 까지

등록안내

· 현장 참석은 좌장·연자·패널 외에 사전등록 완료된 분들만 

입장 가능합니다. 

· 행사 참석인원 제한으로 인해 현장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좌장·연자·패널 외에 현장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 핸드폰번호 / 의사면허번호 / 소속]을 기재하시어,    

   사무국 메일(khs202223@naver.com)로 사전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포지움 이후, 온라인 싸이트에서“강의 다시보기”로 강의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대한고관절학회

The Korean Hip Society

REGISTRATION

INFORMATION



항상 변함 없이 진료와 연구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대한 

고관절학회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길었던 겨울이 어느새 다 지나고, 따뜻함이 우리 모두를 감싸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금방 지나갈 것 같던 COVID-19

가 이름을 바꾸어가며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봄을 만난 기

쁨이 그리 크게 실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온라인에서 벗어나 

부분적으로나마 얼굴 맞대고 2022년 대한고관절학회의 첫 번째 

심포지움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에 대한 다수의 학회를 돌아보면, 

중요한 토론은 항상 고관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상

에서 가장 중요한 고관절 골절을 중심으로 한 관리와 예방이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것에 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여, 이번 

심포지움은 철저하게 고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서 골다공

증과 근감소증을 바라보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최신 경향들이 소개되어야 하는 심포지엄의 성격 상 현재 

고관절 분야의 진료와 연구 모두 왕성한 젊은 회원들을 연자로, 

깊은 경험과 지식을 쌓으신 선배님들을 좌장으로 초빙하였으며, 

실제 임상에서 그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과 최신 지견을 총 

망라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고민

하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많이 참가하시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좋은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심포지움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세심한 준비를 

해 주신 이승준 간사님과 좋은 강의를 준비해주신 위원님들,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심포지엄 전반을 준비해 주신 유제현 총무님께 

감사드리고, 위원회를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대한고관절학

회 원예연 회장님, 이기행 부회장님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깊

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골다공증-근감소증 연구위원회 위원장

경희대학교병원 유 기 형

12:30~12:55   Registration

12:55~13:00   Welcome & Opening Remarks
 아주의대 회장 원예연 

13:00~14:00   Session 1.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검사결과와 골절 위험도
  삼육서울병원 박상원, 인하의대 강준순

13:00~13:10   Assessment of Bone Quantity and Quality  

 마라톤정형외과병원 이정범

13:10~13:20   Role of Serologic Studies for Osteoporosis  

 한림의대 곽대경 

13:20~13:30   What is the Definition & Classification of                   
                       ‘Fracture Risk’?  아주의대 김정택

13:30~13:40   The Clinical Role of FRAX  울산의대 이선형

13:40~14:00   Panel Discussion      
 인제의대 주석규, 가톨릭의대 송주현
 한림의대 이상수, 경희의대 유기형

14:00~15:15   Session 2. 고관절을 위한 골다공증의 관리전략  
 좋은강안병원 장재석, 경북의대 김신윤

14:00~14:10    What is the Target of Treatment & 
                       How can we Reach There?  차의대 변성은

14:10~14:20   Calcium & Vitamin D in a Real Life    
 전주예수병원 김태호

14:20~14:30    Proposed Algorithms of Treatment in 
                       Various Clinical Guidelines  서울의대 이승준

14:30~14:40    How to Live Long with Hip Fracture: 
                       Single-Combined-Sequential therapy  
 가톨릭의대 조우람

14:40~14:50    Osteoporosis Treatment Strategy in the Age of 
COVID-19  을지의대 차용한

14:50~15:15   Panel Discussion  
 동국의대 임군일, 충북의대 손현철
 중앙보훈병원 윤호현, 을지의대 남광우

15:15~15:35   Sponsored Lecture 1.   아주의대 원예연

                        Sequential Treatment of Osteoporosis using 
Zoledronic Acid (대웅제약)  이화의대 박장원 

15:35~15:55   Coffee Break & Group Photo

15:55~16:40    Session 3. 
                  Fracture Liaison service (FLS)은 무엇인가?

성남정병원 유명철, 남양주현대병원 윤강섭 

15:55~16:05   Definition & Necessity of FLS 

원주연세의대 정회정 

16:05~16:15   The Result of FLS in the Literatures 
순천향의대 이현욱 

16:15~16:25   Establishment of FLS in Korea
건양의대 김광균 

16:25~16:40   Panel Discussion  
연세의대 이우석, 부민병원 하용찬

한림의대 유제현, 성균관의대 박재형 

16:40~17:00   Sponsored Lecture 2.       가톨릭의대 이기행 

                       Initial Osteoporosis Treatment with 
                       Anabolic Agent (대원제약)     한양의대 김이석

17:00~18:00   Session 4. 
                   Sarcopenia는 무엇이고 Dysmobility syndrome은 

무엇인가?       서남병원 김영후, 서울의대 구경회

17:00~17:10    Sarcopenia: Updated Consensus in 
Definition and Diagnosis         경상의대 유준일

17:10~17:20    Dysmobility syndrome: Updated Consensus 
in Definition and Diagnosis

순천향의대 김창현

17:20~17:30    Non-pharmacological Management for 
Sarcopenia and Dysmobility Syndrome

연세의대 조병우 

17:30~17:40    Pharmacological Management for 
Sarcopenia and Dysmobility Syndrome

동국의대 윤재연 

17:40~18:00   Panel Discussion    
전남의대 윤택림, 광주기독병원 정영률 

경희의대 전영수, 서울의대 유정준 

18:00~          Closing Remarks       경희의대 위원장 유기형

INVITATION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