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탄진방향

유성방향

대전 I.C

찾아오시는 길

대전 I.C

사전등록시 등록비를 계좌로 송금해 주시고 아래의 신청
서를 작성하여 E-mail (sunrise706@daum.net)이나,
Fax (042-338-2482)로 보내 주셔야 사전등록이 완료됩니다.
사전등록비가 없는 전공의 선생님들께서도 신청서 작성 후
E-mail (sunrise706@daum.net)이나, Fax (042-338-2482)
로 보내주시면 행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 충청
골절연구회

충남도청

서대전 사거리

서대전역

대전문화예술센터
세이백화점
논산방향
옥천방향

소아동
본관
암센터 및 장례식장

문화동

관절염
재활센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보문산
무주방향

2020년 2월 3일(월요일)

2020년 제 11회

대전역

동서로 사거리

금산방향

.자가용 이용
대전IC → 동서로 사거리 → 서대전 사거리
안영IC (10분거리)

연수강좌

.기차 이용

대전역 : 지하철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1번출구 : 도보10분)
하나은행 627-910002-72204 (예금주 : 대전·충청골절연구회)

- 사전등록 후 참석하지 않는 경우 평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수기 작성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 평점인정 기준이 강회되어 출석하실때 1회, 교육종료 후 1회
총 2회의 자필 서명을 하셔야 평점이 인정됩니다.

일시 :

2020. 02. 09 (Sun) 08:00~17:10

장소 : 충남대학교병원 권역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센터 3층 대강당

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국
대전 중구 문화로 266
충남대학교병원 권역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센터 4층 정형외과의국
Tel : 042-338-2484
H.p : 010-8469-0412 (비서 : 박 혜 선)
Fax : 042-338-2482
E-mail : sunrise706@daum.net

주최 : 대전.충청골절연구회
주관 : 대전.충청지회
후원 : 대전.충청골절연구회
평점 :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6점

2020년 제 11회 대전 . 충청 골절 연구회 연수강좌

안녕하십니까?

08:00~08:20

Registration

08:20~08:25

인사말

08:25~08:30

축사

08:30~09:30

Hip and Pelvis fractures

12:10~12:20

Discussion

충남대 안재성

12:20~13:10

기념 사진 촬영 & Lunchfra

순천향대 박종석

13:10~14:10

Wrist and Hand fractures
좌장: 카톨릭대 박상은, 을지대 이상기

좌장: 순천향대 박종석, 충북대 손현철

2020년 2월 9일(일)에 여러 개원의, 봉직의 선생님들과 전공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11회 대전 .충청 골절 연수강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상지와 하지의 전반적인 골절 치료의 최신
지견과 함께 척추 골절에 대한 전반적인 review와 경험(증례)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초청 강사 두 분의

13:10~13:20

Distal ulnar fracture associated with distal radius fracture
충남대 차수민

13:20~13:30

Scaphoid fracture

단국대 김종필

08:30~08:40

Pelvic wing and acetabular fracture

08:40~08:50

Hip dislocation, femoral head and neck fracture

선병원 이봉주

13:30~13:40

Metacarpal fracture

건양대 허윤무

08:50~09:00

Femur intertrochanteric and subtrochanteric fracture
건양대 김광균

13:40~13:50

Wound coverage - Nonmicrosurgical technique

충북대 박지강

09:00~09:10

THA Periprosthetic fracture

13:50~14:00

Interesting cases

선병원 이철형

09:10~09:20

Interesting cases

14:00~14:10

Discussion

09:20~09:30

Discussion

14:10~14:55

Invited lecture II

09:30~10:30

Shoulder & Elbow fractures

골절 치료에 대한 특강을 준비하여 골절 치료에 대한 새로운

을지대 차용한

순천향대 김창현
단국대 김기철

좌장: 단국대 서중배, 카톨릭대 지종훈

좌장: 충남대 안재성
충남대 황득수

14:10~14:40

Role of hip arthroscopy in major trauma

09:30~09:40

Distal clavicle fracture and AC-CC joint injury

충남대 이우용

14:40~14:55

Discussion

09:40~09:50

Proximal humeral fracture

충북대 정호승

14:55~15:10

Coﬀee break

대전,충청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개원의와 봉직의 선생님,

09:50~10:00

Distal humeral fracture

단국대 유재성

15:10~16:10

Knee fractures

그리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에게도 골절 전반에 걸친

10:00~10:10

Elbow fracture and dislocation

순천향대 홍시전

기본 개념,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시행하는 치료 방법들을 접할

10:10~10:20

Interesting cases

센텀병원 신병기

15:10~15:20

Distal femur fracture

을지대 양대석

10:20~10:30

Discussion

15:20~15:30

Proximal tibia fracture

건양대 이도경

10:30~10:45

Coﬀee break

15:30~15:40

Patella fracture

충남대 주용범

10:45~11:30

Invited lecture I

15:40~15:50

TKA periprosthetic fracture

건양대 오병학

15:50~16:00

Interesting cases

지식을 update 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하였습니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자신합니다.

모쪼록,바쁘신 와중에도 도움을 주신 각 좌장 및 연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연수강좌를 주관해주신 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에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2020년 2월 9일에 뵙겠습니다.

대전충청골절연구회장

안재성

좌장: 충남대 신현대

좌장: 단국대 유문집, 충북대 최의성

카톨릭대 서동환

10:45~11:15

Management of intraarticular fracture of the hand

16:00~16:10

Discussion

11:15~11:30

Discussion

16:10~17:10

Foot and Ankle fractures

11:30~12:20

Spine fractures

16:10~16:20

Anklefracture(PER3,4)andMaissoneuvefracture

11:30~11:40

Treatment of osteoporotic spinal fracture

16:20~16:30

Calcaneus fracture approach

센텀병원 강동훈

11:40~11:50

Treatment of thoracolumbar spine fracture - Conservative
카톨릭대 김영율

16:30~16:40

DDx. Talar neck and body fracture

카톨릭대 정재중

16:40~16:50

Diagnosis of the lisfranc joint injury

11:50~12:00

Treatment of thoracolumbar spine Fracture - Operation

16:50~17:00

Interesting cases

12:00~12:10

Interesting cases

17:00~17:10

Discussion

17:10~

맺음말

고려대 박종웅

좌장: 충남대 김상범, 충북대 김동수
순천향대 홍창화

충남대 이호진

단국대 윤성현

좌장: 단국대 박현우, 을지대 김갑중
충북대 조병기

웰본정형외과 김준범
순천향대 김우종

충남대 황득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