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INFORMATION
개원기념 정형외과 심포지엄

▶	아래 계좌로 등록비를 입금하신 후 사전등록 홈페이지
(http://dsmcos.urimed.co.kr) 로 접속하셔서 사전등록접수
메뉴 클릭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일 시 : 2019년 9월 27일 (금) 12:30~19:30

* 사전등록시 만찬 참석여부 체크 꼭 부탁드립니다.
* 단체 등록이 불가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개인 등록 부탁드립니다.
5층 세미나실 1

▶	연수평점 : 대한의사협회 5점
2호선

▶	사전등록마감 : 2019년 9월 22일까지
▶	등록비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8-13-158802-2
(예금주:관절척추연구회 배기철)

주 소 :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성서)

동대구역
지하철：동대구역 (1호선) → 반월당 → 강창역 (2호선)
버스：급행1, 425, 524
대구역
지하철：대구역 (1호선) → 반월당 → 강창역 (2호선)
서울 방면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 서대구 진입 → 광주마산 방면(광주·대구고속도로)
으로 진입하여 약 3㎞ 주행 → 성주 방면으로 빠져나온 후 → 성서
방면 으로 약 2㎞ 주행
부산, 울산, 경주, 포항 방면

문의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형외과 사무실
Tel. 053-258-4770, 4771, 4772
E-mail. os@dsmc.or.kr

경부고속도로 이용 → 동대구나 북대구로 진입하지 말고 광주·마산
방면(광주·대구고속도로)으로 진입하여 약 3㎞ 주행 → 성주 방면
으로 빠져나온 후 → 성서 방면으로 약 2㎞ 주행
마산, 광주 방면
광주·대구고속도로 또는 중부내륙 고속도로지선 이용 →
성주 방면으로 빠져나온 후 → 성서 방면으로 약 2㎞ 주행

장 소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5층 세미나실 1
주 최 : 관절척추연구회
주 관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형외과
연수평점 : 5점

INVITATION

PROGRAM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개원기념 정형외과 심포지엄

12:30-13:00

Registration

무더운 여름이 어느덧 끝을 보이고, 일교차가 큰 가을이 다가오고

13:00-13:10

인사말

주임교수 조철현

있습니다. 진료 및 학술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13:10-13:20

환영사

의료원장 김권배

기원합니다.

13:20-13:30

축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1899년 동산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으로
시작하여 설립 120년이 지난 2019년 4월 15일에 성서캠퍼스내
1041병상을 갖춘 지역 최대규모의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개원하
여 제2의 도약과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차별화된 환자 중심의 최첨단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의료계를 선도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개원을 기념하는 정형외과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저명하신 외부 연자를 모시고 다양한 분야의
최신지견 및 술기를 바탕으로 실제 임상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치료 경향을 접할 수 있고
실질적 내용의 토론 등으로 선생님들의 진료와 학문적 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준비한 자리오니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강남병원 안종철, 중앙의대 최인호

13:30-13:45	Treatment of DDH (pelvic and femoral osteotomy
부산의대 김휘택
in the hip dysplasia)
13:45-14:00

Pathologic fracture in children

전남의대 정성택

14:00-14:15	Surgical treatment and indication of advanced
두발로정형외과 이우천
ankle arthritis
14:15-14:25

Discussion
늘열린성모병원 김홍태, 한림의대 명예교수 정영기

14:25-14:40	척추영역에서 내시경수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14:40-14:55


전주고려병원 박근호

Surgical correction of adult spinal deformity
한림의대 김영우

14:55-15:10	Experience of pediatric deformity treatment with
연세의대 김학선
Korean growing rod
15:10-15:20

Discussion

슬관절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

대한정형외과학회장 손원용

소아 & 족부

척추

심포지엄을 9월 27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고관절

남양주현대병원 정영복, 연세사랑병원 김성재

16:45-17:00

정병원 유명철, 부산부민병원 손원용

Adhesive capsulitis of the hip

서울의대 김희중

17:00-17:15	Venous thromboembolism in patients with a hip
부산의대 서근택
fracture
17:15-17:30	Pelvic discontinuity-one of the most difficult
situation in revision total hip arthroplasty
전남의대 윤택림

17:30-17:40

Discussion

견주관절
17:40-17:55


조은금강병원 이정윤, 바른생각병원 이광진

How to solve the stiffness related with RCT?
가톨릭의대 김양수

17:55-18:10	Clinical application of reverse shoulder
대구가톨릭의대 최창혁
arthroplasty
18:10-18:25	My strategy of surgical treatment of massive
을지의대 이광원
RCTs
18:25-18:35

Discussion

외상
18:35-18:50


울산의대 명예교수 김기용, W병원 인주철

Patellar fractures: Pitfalls and tips
파티마병원 변영수

18:50-19:05	New attempts in the treatment of proximal
연세의대 양규현
femoral fracture

15:20-15:35


My technique of primary ACL reconstruction
전북의대 이주홍

19:05-19:20	전이성종양에 의한 병적골절 및 임박골절에
영남의대 신덕섭
대한 수술적 치료

15:35-15:50


Graft choice in revision ACL reconstruction

19:20-19:30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

15:50-16:05

Revisional TKA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형외과 과장

16:05-16:15

Discussion

조철현

16:15-16:45

기념촬영

하기를 기원합니다.

Discussion

경북의대 경희수

& Coffee break

가톨릭의대 고해석

만찬 및 축하공연 

장소 : 대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