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기   차

1. 기차를 타고 오실 경우 조치원역이나 혹은 오근장역 하차.

2. 조치원역에서 내리실 경우

 (오근장역행 열차로 환승하거나 / 502번 버스 이용 가경시외버스터미널

  에서 105번 으로 환승하거나 / 택시 이용 등)

3. 오근장역에서 내리실 경우 : 택시 및 시내버스

KTX

1. 오송역에서 하차.

2.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를 갈아타고 조치원이나 오근장역에서 하차.

3. 또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를 이용.

청주공항 택시 이용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1. 가경동 고속버스 혹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하차

2. 가경동 터미널 하차시 시내 버스 노선 번호 : 

* 105 좌석버스 이용

* 그외 노선 이용 시 사창사거리나 상당공원에서 하차하여 111~119번 

  버스(증평,내수,신흥고 방면)로 환승

3. 북청주 터미널에서 하차시 택시 이용(기본요금)

자가용
(서울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 그랜드 플라자 
청주호텔

1. 경부고속도로를 이용 청주 I.C로 진입.

2. 청주 T.G를 지나 청주시내방향 쪽으로 나와 직진 후 터미널 사거리에서 좌회전.

3. 계속 직진 제 2순환도로를 지나 동부우회도로로 계속 직진.

4. 성모병원을 지나 주성사거리에서 우회전.

5. 직진 후 좌회전 그랜드 플라자 청주호텔

중부고속도로
(오창 I.C이용) 

→ 그랜드 플라자 
청주호텔

1. 중부고속도로를 이용 오창 I.C로 진입.

2. 오창 I.C를 지나 직진으로 약 2.72km 지점에서 오른쪽 진입(청주방향).

3. 17번 국도를 따라 약 3.8km까지 직진

4. 율량고가도로 사거리(고가도로 밑)에서 좌회전 한다음 36번 국도를 따라 직진

5. 주성사거리에서 우회전 후 직진으로 내려오다 좌회전. 그랜드 프라자 청주호텔.

자가용
(대전방면에서)

중부고속도로 이용
(회덕분기점) 
서청주 I.C

1. 서청주 T.G를 나오자마자 바로 좌회전, 약200m 전방 서청주교사거리에서 또다시 좌회전

2. 계속 직진 제 2순환도로를 지나 동부우회도로로 계속 직진.

3. 성모병원을 지나 주성사거리에서 우회전.

4. 직진 후 좌회전 그랜드 플라자 청주호텔

경부고속도 
→ 그랜드 플라자 

청주호텔

1. 청원 I.C에서 오른쪽으로 진입 청원 T.G를 지나 외천사거리에서 좌회전.

2. 미평사거리에서 직진으로 오다 석교육거리에서 11시 방향 그후 직진.

3. 내덕칠거리에서 1시방향.

4. 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14 (율량동)   T. 043-290-1000

www.koa.or.kr

2017 대한정형외과학회

제 61차 춘계학술대회
2017년 4월 13일 (목)~15일 (토)  |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The 61st Spring Congress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학회장소 및 교통 안내 

오창인터체인지

청주국제공항

오근장역

율량교차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청주산업단지

서청주교차로

터미널사거리

청주가로수길 고속버스터미널
롯데마트

시외버스터미널

충북중앙도서관

예술의전당

청주성모병원

청주시청

청주신흥
고등학교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신흥고등학교

호텔후문 정차(고객 하차)

지하주차장 입구 정   문

호 텔  후 문  진 입 로

일반차량 주차장
대형버스 A 주차장

The 61st Spring Congress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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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인  사  말

존경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의 아름다운 날에 제61차 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를 대전.충청 지회 합동

으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는 학회의 반세기 역사를 뒤로하고 새롭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나아

갈 방향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호응이 좋았던 전공의 참여 프로그램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기초 의학과 연계된 

연구분야 및 각 분야별 최신 지견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제61차 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학문적으로는 

물론 회원간 친목과 우애를 다지는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향긋한 봄꽃과 푸르름이 묻어나는 4월, 제61차 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플라타너스 가로수 길의 도시 청주에서 개최합니다. 

벚꽃이 만발한 가운데 각 분야의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여러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는 분야별, 주제별 심포지움 및 각종 워크샵

을 통해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며, 다양한 주요 현안을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학술

대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전공의 초음파 워크샵, 건강보험 워크샵, 정형외과 의료

분쟁의 예방 심포지움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유익

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부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로 발전적이며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서 정 탁

대한정형외과학회 주최

대한정형외과학회 대전-충청 지회 주관

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 광 원

사무총장  김 영 모

학술위원장  김 하 용

홍보위원장  김 상 범

총  무  차 수 민

위원장  이 광 원 사무총장  김 영 모

학술위원장  김 하 용 홍보위원장  김 상 범 총  무  차 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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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학회 대전·충청지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

•회      장  이광원

•이 사 장  김영모

•자문위원  곽명헌, 김원유, 박건영, 유문집, 이광진, 이규성, 이종철, 조성수, 최원식, 황득수, 나상연, 

 김환정, 박찬희, 신현대

•감      사 성진형

•이      사 허윤무, 김상범, 이진웅, 안재성, 김용민, 김동수, 최의성, 박종석, 김준범(순천향), 홍창화,  

 강신택, 김하용, 김갑중, 박상은, 지종훈, 정재중, 선두훈, 송인수, 전재균, 서중배, 박희곤,  

 김종필, 권순행, 류재덕, 변기용, 권   희, 박보연, 엄의용, 이창환, 전경철, 한현수, 전택수, 

 엄성문, 이근백, 박재국, 류천환, 김진일, 위영훈

•총      무 차수민

•회         장

•이   사   장

•총 무 이 사

•차 기 회 장

•차기이사장

•차기총무이사

•이         사

서정탁

백구현

이영호

한정수

최종혁

천용민

경희수, 권순용, 권영호, 김병헌, 김용민, 김준식, 김진혁, 김학선, 문경호, 민병우, 

박민종, 박수성, 박종호, 변기용, 서근택, 성일훈, 신덕섭, 안재성, 윤경호, 윤택림, 

이규열, 이병창, 이상홍, 이   송, 이주홍, 이홍근, 최수중, 한   석, 한수홍, 한승범

•위  원  장    이광원

•사 무 총 장   김영모

•학술위원장  김하용

•홍보위원장  김상범

•총        무  차수민

학술대회 등록 안내

2017년도 대전·충청지회에서 주관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1차 춘계학술대회는 4월 13일(목) 제1차 

지도전문의 입문교육을 시작으로 해외연자 초청강연, 자문위원 특별강연과 12개의 심포지엄, 초음파

세션, 4개 분과학회(대한관절경학회, 대한족부족관절학회, 대한골관절종양학회, 대한정형외과 컴퓨터수술

학회)학술대회, 대한정형외과학회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 워크샵, 보험위원회 워크샵, 수련교육위원회&

고시위원회 합동 워크샵 등이 개최됩니다.

또한 올해는 전공의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음파 워크샵’을 개최하여 초음파 시연 강의를 진행하고 전년

도에 처음 시행한 ‘전공의 퀴즈대회’가 한층 더 알차고 풍성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정형외과 의료분쟁의 예방”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많은 회원들에게 깊이 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 안내

   - 본 학회 등록만으로 모든 일정(관련학회 및 워크샵 등)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장 등록은 학회 기간 중 그랜드 플라자 청주호텔 등록처에서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4월 13일(목) 12:00-17:00 / 4월 14일(금) 07:00-17:00  / 4월 15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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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등록자는 전공의 등록비용과 동일합니다.

 •등 록 비:  홈페이지 사전등록 시 카드 결제 가능

                계좌이체 국민은행 269101-04-008077 / 예금주 대한정형외과학회  

*반드시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요망 

 •대회장에는 명찰을 패용하셔야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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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교육 제목 좌장 / 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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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_ 강용구(가톨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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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손원용(고려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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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12:00 (50분) 大學: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가 이춘기(서울의대)

■ 연수평점 인정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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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평점 인정 기준의 강화로 정확한 입,퇴실 확인을 위한 바코드 출결 시스템을 도입

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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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평점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4평점   

•4시간 초과 - 5시간 이하 ⇒ 5평점      

•5시간 초과 ⇒ 6평점 

   -  의사협회 연수교육 변경 지침에 따라 일자별 교육신청이 구분되어 평점이 인정되오니 

아래와 같이 일자별 이수 가능한 연수평점을 안내드립니다.

•4월 13일(목) -6점  

•4월 14일(금) -5점

•4월 15일(토) -3점  

•학술대회 전 일정 참석 시 최대 14점

•일자별 인정되는 연수 평점이 다르오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코드 출결 시스템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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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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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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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지도전문의 입문교육 안내

   - 본 학회의 2017년도 제1차 지도전문의 입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일     시: 2017년 4월 13일(목), 09:00 ~ 12:00

•장     소: 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 3F, 우암홀

•교육내용: 1) 연차별 수련교육 내용

                2) 수련프로그램 평가

                3) 전문의 자격 취득 요건

                4) 大學: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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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등록마감: 2017년 4월 7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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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금 후 필히 강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의신청서는 학회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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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t a glance(Korean) Program at a glance(English)

4.13(목)

Grand Ballroom A,B홀 Grand Ballroom C홀 우암홀 직지홀 A 직지홀 B

13:00 - 13:10 개회식

13:10 - 14:10
Symposium

(Knee)

Symposium

(Hip)

14:10 - 15:10
Symposium

(Shoulder)

Symposium

(Hand)

15:10 - 15:30 Coffee Break

전공의 

초음파 워크샵

Coffee Break

15:30 - 16:10
초청강연 I

(Plenary guest speaker I)

보험위원회 

워크샵

16:10 - 16:40 특별강연 I 

16:40 - 17:00
산학세션 I 

SK케미칼

17:00 - 18:10
Symposium

(Spine)

Symposium

(Pediatric)

4.14(금)

Grand Ballroom A, B홀 Grand Ballroom C홀 우암홀 직지홀 A 직지홀 B

08:00 - 09:00
Symposium

(Foot & Ankle)

Symposium

(ResearchⅠ)

09:00 - 09:20
산학세션 Ⅱ

삼진제약

Symposium

(Research Ⅱ)

09:20 - 10:00
초청강연 Ⅱ

(Plenary guest speaker Ⅱ)
대한컴퓨터

수술학회

학술대회

국영문학회지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워크샵

10:00 - 10:20 Coffee Break Coffee Break

10:20 - 11:20 대한관절경학회

학술대회

대한족부족관절학회 

학술대회

Symposium 

(Tumor)

11:20 - 12:20 초음파 세션

12:20 - 12:50
Luncheon Symposium

                                                  대원제약・LG화학                       Grand Ballroom A, B홀

12:50 - 13:40 Lunch

13:40 - 15:40
대한관절경학회

학술대회

대한족부족관절학회 

학술대회
수련교육위원회 

& 고시위원회 

합동 워크샵

대한골관절

종양학회

학술대회

15:40 - 16:00 Coffee Break Coffee Break

16:00 - 18:00
대한관절경학회

학술대회

대한족부족관절학회 

학술대회

대한골관절

종양학회

학술대회

4.15(토)

Grand Ballroom A, B홀 Grand Ballroom C홀 우암홀 직지홀 A 직지홀 B

08:00 - 09:00
전공의 

퀴즈 대회09:00 - 10:00
Symposium

(Osteoporosis)

10:00 - 10:20 Coffee Break

10:20 - 11:20

특별강연 Ⅱ

4차산업혁명 의사의 

일자리 위협하나?

11:20 - 12:20
Symposium

(정형외과 의료분쟁의 예방)

12:20 시상 및 폐회식

4.13(Thu)

Grand Ballroom A,B Hall Grand Ballroom C Hall Uam Hall Jikji Hall A Jikji Hall B

13:00 - 13:10 Opening Ceremony

13:10 - 14:10
Symposium

(Knee)

Symposium

(Hip)

14:10 - 15:10
Symposium

(Shoulder)

Symposium

(Hand)

15:10 - 15:30 Coffee Break

Ultrasound 

Workshop

for Medical 

Reidents

Coffee Break

15:30 - 16:10 Plenary Lecture I

Insurance and 

Policy Committee

 Workshop

16:10 - 16:40 Special Lecture I  

16:40 - 17:00
Academic-Industrial 

Symposium I 

17:00 - 18:10
Symposium

(Spine)

Symposium

(Pediatric)

4.14(Fri)

Grand Ballroom A, B Hall Grand Ballroom C Hall Uam Hall Jikji Hall A Jikji Hall B

08:00 - 09:00
Symposium

(Foot & Ankle)

Symposium

(ResearchⅠ)

09:00 - 09:20
Academic-Industrial 

Symposium Ⅱ

Symposium

(ResearchⅡ)

09:20 - 10:00 Plenary Lecture Ⅱ The Korean 

Society for 

Computer-

Assisted 

Orthopaedic 

Surgery

Editorial 

Committee of 

JKOA∙CiOS &

Research Ethics

10:00 - 10:20 Coffee Break Coffee Break

10:20 - 11:20
The Korean Arthroscopy 

Society 

The Korean Foot & Ankle 

Society

Symposium 

(Tumor)

11:20 - 12:20
Ultrasound 

Session

12:20 - 12:50 Luncheon Symposium                        Grand Ballroom A, B Hall   

12:50 - 13:40 Lunch

13:40 - 15:40
The Korean Arthroscopy 

Society 

The Korean Foot & Ankle 

Society  

Education 

and Training 

Committee &

Examination 

Committee 

Join Workshop

The Korean Bone 

& Joint Tumor 

Society  

15:40 - 16:00 Coffee Break Coffee Break

16:00 - 18:00
The Korean Arthroscopy 

Society 

The Korean Foot & Ankle 

Society  

The Korean Bone 

& Joint Tumor 

Society  

4.15(Sat)

Grand Ballroom A, B Hall Grand Ballroom C Hall Uam Hall Jikji Hall A Jikji Hall B

08:00 - 09:00
Medical Resident 

Quiz Tournament09:00 - 10:00
Symposium

(Osteoporosis)

10:00 - 10:20 Coffee Break

10:20 - 11:20 Special Lecture Ⅱ

11:20 - 12:20

Symposium

(Prevention of Orthopaedic 

Medical Disputes)

12:20 Closing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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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시간표 (TIME SCHEDULE)

4. 13 (목, Thursday)

09:00 - 12:00   지도전문의 입문교육 장소: 3F 우암홀

12:00 - 17:00   등록 (Registration)

13:00 - 13:10   개회식 (Opening Remarks) 진행 / 이영호 (총무이사)

   Symposium (Knee)                                                                        장소: 3F Grand Ballroom A,B홀

13:10 - 14:10  What’s new in the basics of TKA 2017 좌장 / 송은규 (전남의대), 조성도 (울산의대)

1. Alignment:  Any better strategy than neutral and mechanical
   alignment? (12분)

경희수 (경북의대)

2. Balance: The best way to achieve optimal balance in TKA (12분) 이명철 (서울의대)

3. Implant:  New implant design and material can make forgotten knee? (12분) 최충혁 (한양의대)

4. Fixation: Can we expect 30-year TKA? (12분) 강승백 (서울의대)

Discussion (12분)

   Symposium (Hip)                                                                           장소: 3F Grand Ballroom C홀

13:10 - 14:10   Atypical Femoral Fracture - Hot topics 좌장 / 장재석 (울산의대), 손현철 (충북의대)

1. General features : incidence and etiology (12분)  김기철 (단국의대)

2. Incomplete Fracture: Prophylactic Fixation? (12분) 박재형 (성균관의대)

3. Complete Fracture : Surgical Treatment (12분) 김지완 (인제의대)

4. Medical treatment : Perioperative management (12분) 임승재 (성균관의대) 

Discussion (12분)

Symposium (Shoulder)                                                                  장소: 3F Grand Ballroom A,B홀

14:10 - 15:10    New treatment modalities for Massive 

Rotator Cuff tears
좌장 / 이광진 (대전한국병원), 이용걸 (경희의대)

1. Massive Rotator Cuff tears (12분) 김양수 (가톨릭의대)

2. Partial rotator cuff is enough – results and controversies (12분) 오주한 (서울의대) 

3.  Patch augmentation VS superior capsule reconstruction– 
   results and controversies (12분)

지종훈 (가톨릭의대)

4. 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 results and controversies (12분) 김영규 (가천의대)

Discussion (12분)

Symposium (Hand)                                                                        장소: 3F Grand Ballroom C홀

14:10 - 15:10   Hand & Wrist: What is the optimal treatment? 좌장 / 정덕환 (경희의대), 신현대 (충남의대)

1. Mallet finger(tendinous and bony) : Conservative vs. Operative (10분) 박상은 (가톨릭의대)

2.  Unstable long oblique fracture of proximal phalanx : 
   CR with percutaneous pinning vs.ORIF with screw (10분)

이주엽 (가톨릭의대)

3.  Acute scapholunate ligament injury : CR with percutaneous 
pinning vs. ligament repair (10분)

김병성 (순천향의대)

4.  Perilunate Dislocations with a purely ligamentous disruption:  
Closed percutaneous pinning vs. Open ligament repair (10분)

한수홍 (차의과대)

5.  Displaced distal radius fracture in elderly (>70 years) patient: 
Conservative vs. Operative (10분)

이상기 (을지의대)

Discussion (10분)

15:10 - 15:30   Coffee Break

  장소: 3F Grand Ballroom A,B홀

15:30 - 16:10   초청강연 I (Plenary guest speaker I) 좌장 / 서정탁 (부산의대)

1. Indications for fully implantable lengthening devices (FITBONE) 
Rainer Baumgart (Germany)

2. Bone transport with external and fully implantable motorized devices

장소: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3F Grand Ballroom, 우암홀

장소: 3F Grand Ballroom A,B홀

16:10 - 16:40   특별강연 I 좌장 / 한정수 (경희의대)

Compressive Neuropathy in Upper Extremity 강응식 자문위원(포브스 요양병원)

장소: 3F Grand Ballroom A,B홀

16:40 - 17:00   산학세션 I  (SK케미칼)  좌장 / 유문집 (단국의대)

Chronic Pain Management with SNRI (20분) 오광준 (건국의대)

Symposium (Spine)                                                                             장소: 3F Grand Ballroom A,B홀

17:00 - 18:00   Changes of the philosophy in spine surgery 좌장 / 김응하 (순천향의대), 염진섭 (서울의대)

1. Biomechanics in Normal Spine (10분) 이재협 (서울의대)

2. The thought for spine in ancient (10분) 석경수 (연세의대)

3. The spine surgery in the past (10분) 나기호 (가톨릭대)

4. The development and disappearance of spine surgery in todays (10분) 서형연 (전남의대)  

5. What’s the consideration for spine surgery in the future? (10분) 홍창화 (순천향의대) 

Discussion (10분)

장소: 3F 우암홀

15:05 - 18:10   전공의 초음파 워크샵

15:05 - 15:10    개회사 이광원 (을지의대)

Session 1 전공의를 위한 초음파 기초 좌장 / 민경대 (순천향의대), 송현석 (가톨릭의대)

15:10 - 16:15

초음파 영상의 기본 원리 (10분) 장석환 (인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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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민수 (국립의료원) 

견관절 초음파 해부학 (10분) 윤종필 (경북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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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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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ussion (5분)  

Session 2 초음파 시연 좌장 / 박진영 (네온정형외과), 최창혁 (대구가톨릭의대)

16:15-16:40
견관절 초음파의 실제 (20분) 정웅교 (고려의대)

Discussion (5분)  

Session 3 초음파 실습 1

16:40-17:10 학습목표 : Biceps / Subscap / Supraspintus 
(30분)

고경환 (인제의대), 공재관 (가톨릭의대), 김명선 

(전남의대), 김철홍 (메트로척추병원), 손민수 (국립

의료원), 윤종필 (경북의대), 윤형문 (적십자병원), 

이두형 (아주의대), 임태강 (을지의대), 장석환 (인

제의대), 정웅교 (고려의대)   

Session 4 초음파 실습 2

17:10-18:00 실습 2 ( Infra / Teres / AC / SSN ) (50분)

고경환 (인제의대), 공재관 (가톨릭의대), 김명선 

(전남의대), 김철홍 (메트로척추병원), 손민수 (국립

의료원), 윤종필 (경북의대), 윤형문 (적십자병원), 

이두형 (아주의대), 임태강 (을지의대), 장석환 (인

제의대), 정웅교 (고려의대)   

18:00-18:05 폐회사 이광원 (을지의대)

Symposium (Pediatric)                                                                          장소: 3F Grand Ballroom C홀

17:00 - 18:10    Recent changing paradigms of treatment 
modalities for adolescence  

좌장 / 이순혁 (고려의대)

1. Introduction and Sports Specific Acute Injury (20분) 박건보 (연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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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pper Extremity Injury (20분) 정창훈 (가톨릭의대) 

3. Lower Extremity injury (20분) 유원준 (서울의대) 

Discussion (10분)

15:30 - 17:20   보험위원회 워크샵   장소: 3F Grand Ballroom C홀

15:30 - 15:35 좌장 / 한승범 (고려의대)

15:35 - 15:55

상대가치란 무엇인가?

배서영 (인제의대)의협 상대가치위원회의 역할

상대가치 2차 개정 일정 

15:55 - 16:15

신의료 기술 기술이란?

한승범 (고려의대)신의료평가위원단의 역할

향후 신의료 기술 등재 관련

16:15 - 16:35
KDRG 개정 추진방향 및 중증도 관련 

김학준 (고려의대) 
KDRG 4.2 내용 및 향후 추진 방향

16:35 - 17:00
각 분과 학회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수가관련 현안

신헌규 (성균관의대) 

17:00 - 17:20 Discussion (20분)

Board Meeting

4. 13(목) 08:00 ~ 09:00 수련교육위원회 워크샵 장소: 2F 화랑홀

4. 14 (금, Friday)

07:00 - 17:00   등록 (Registration)

    Symposium (Foot & Ankle)                                                               장소: 3F Grand Ballroom A,B홀

08:00 - 09:00   Changing treatment modalities for Ankle OA 좌장 / 서진수 (인제의대), 정진화 (가톨릭의대)  

1. Early OA and OLT (12분)  서상교 (울산의대)

2. Moderate OA: Treatment with SMO (12분)   이명진 (동아의대)

3. Severe OA: Treatment with TAA (12분)   정비오 (경희의대)

4. Severe OA: Treatment with Arthrodesis (12분) 천동일 (순천향의대)

Discussion (12분)

 장소: 3F Grand Ballroom A,B홀

09:00 - 09:20   산학세션 II  (삼진제약)                                       좌장  /  이영호 (서울의대)

Infection control management after operation and Taurolidine (20분) 정비오 (경희의대)

장소: 3F Grand Ballroom A,B홀

09:20 - 10:00   초청강연 II (Plenary guest speaker II) 좌장 / 이광원 (을지의대)

1. Arthroscopic treatment of tibial plateau fractures
James H. Lubowitz (USA)

2. ACL Anatomy

Symposium (Research I)                                                                  장소: 3F Grand Ballroom C홀

08:00 - 08:50   Orthopaedic application-Stem cell 좌장 / 민병현 (아주의대), 김석중 (가톨릭의대)

1. Guided stem cell differentiation using biomaterials 
   with functional gradient (10분)

이진호 (한남대 신소재공학과)

2. Musculoskeletal regeneration using MSCs (10분) 김병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3. Effect of matrix metalloproteinase on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stem cells (10분) 

이수홍 (차의과대 의생명과학과)

장소: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3F Grand Ballroom, 직지홀, 우암홀

4.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for the regeneration of bone 
   and cartilage (10분) 

임군일 (동국의대)

Discussion (10분)

   Symposium (Research II)                                                                       장소: 3F Grand Ballroom C홀

08:50 - 09:20  Orthopaedic application- 3-D Print 좌장 / 문영래 (조선의대)  

1. 3D printing의 의학적 적용 (20분) 김정성 (건양대 의료신소재학과)

Discussion (10분)

10:00 - 10:20   Coffee Break

Symposium (Tumor)                                                                                             장소: 3F 직지홀 A

10:20 - 11:20    Essentials of Orthopaedic Oncology for 
General Orthopaedic Surgeons 

좌장 / 김한수 (서울의대), 김갑중 (을지의대)

1. Soft tissue mass: a systematic diagnostic approach (12분) 전영수 (경희의대)

2. Bone mass: a systematic diagnostic approach (12분) 송원석 (원자력병원) 

3. ‘Oops’ operation of a sarcoma:tips to minimize the damage (12분) 한일규 (서울의대) 

4. Orthopaedic management of patients with cancer (12분) 김준혁 (국립암센터) 

Discussion (12분)

초음파 세션                                                                                                            장소: 3F 직지홀 A

11:20 - 12:20   Orthopaedic sonography: Current Use of 
USG in Orthopaedics

좌장 / 김정만 (아산충무병원), 정웅교 (고려의대)

1. 초음파적 진단과 치료의 실제 (Shoulder) (12분) 송현석 (가톨릭의대) 

2. 초음파적 진단과 치료의 실제 (Foot) (12분) 곽희철 (인제의대) 

3. 초음파 유도 국부 마취와 수술 (상지) (12분) 고광표 (한마음정형외과) 

4. 초음파 유도 국부 마취와 수술 (하지) (12분) 강  찬 (충남의대) 

Discussion (12분)  

09:20 - 11:40    대한정형외과학회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워크샵                              장소: 3F 직지홀 B

1. 연구윤리 워크샵 (70분) 좌장 / 김신윤 (경북의대)

1) 논문작성에서 꼭 알아야 할 출판윤리 (30분) 홍성태 (의편협 회장)

2) 표절, 중복 출간에 관한 대처 (30분) 김수영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 간사)

Discussion (10분)  

2. 편집위원회 워크샵 (70분) 좌장 / 이순혁 (고려의대)

1) 논문작성의 원칙과 기본요령 (20분) 이영균 (서울의대)

2) 심사 기준의 일관성 유지 

   (전체 심사인 간에 유사한 심사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제언) (20분)
박중원 (의편협 교육연수위원회 간사)

3) 우수한 종설 논문 유치 전략 (20분) 이은소 (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Discussion (10분)  

10:20 - 12:20    분과학회 학술대회

1. 대한관절경학회 학술대회     장소: 3F Grand Ballroom A,B홀

2. 대한족부족관절학회 학술대회 장소: 3F Grand Ballroom C홀

09:25 - 12:20    분과학회 학술대회

3. 대한컴퓨터수술학회 학술대회 장소: 3F 우암홀

장소: 3F Grand Ballroom A,B홀

12:20 - 12:35    Luncheon Symposium - 대원제약                                            좌장 / 김명구 (인하의대)

More advanced than Pelubi; PelubiCR (15분) 이한준 (중앙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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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1차 춘계학술대회

4. 15 (토, Saturday)

07:00 - 12:00   등록 (Registration)

   Symposium (Osteoporosis)                                                           장소: 3F Grand Ballroom A,B홀

09:00 - 10:00  좌장 / 안재성 (충남의대), 박예수 (한양의대) 

1. Calcium / Vitamin D (10분) 김진환 (인제의대)

2. Bisphosphonate (10분) 송광섭 (중앙의대)

3. SERM / Hormonal Therapy (10분) 김영율 (가톨릭의대) 

4. 부갑상선 호르몬 (10분) 김동수 (충북의대) 

5. New Drugs (10분) 민우기 (경북의대) 

Discussion (10분)

08:00 - 10:00    전공의 퀴즈 대회                                                   장소:  3F Grand Ballroom C홀

사회 / 송주현 (가톨릭의대), 배서영 (인제의대)  

10:00 - 10:20   Coffee Break

장소: 3F Grand Ballroom A,B홀

10:20 - 11:20   특별강연 II 좌장 / 황득수 (충남의대)

4차산업혁명 의사의 일자리 위협하나? (50분) 이병태 (KAIST)

Discussion (10분)

Symposium (정형외과 의료분쟁의 예방)                                           장소: 3F Grand Ballroom A,B홀

11:20 - 12:20   좌장 / 조석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15분) 강기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2. 정형외과적 자동개시 예방 (15분) 유정현 (명지병원 정형외과)

3. 조정을 통한 정형외과 분쟁 예방 (15분) 강명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Discussion (15분)

12:20 -           시상 및 폐회식                                                         장소: 3F Grand Ballroom A,B홀

장소: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3F Grand Ballroom 

장소: 3F Grand Ballroom A,B홀

12:35 - 12:50    Luncheon Symposium - LG화학                                              좌장 / 한일규 (서울의대)

The Rationale for Fixed- Dose Combinations Therapy 
in Arthritis (15분)

이동연 (서울의대))

12:50 - 13:40   중식 장소: 3F Grand Ballroom A,B,C홀

13:40 - 15:40    분과학회 학술대회

1. 대한관절경학회 학술대회 장소: 3F Grand Ballroom A,B홀

2. 대한족부족관절학회 학술대회 장소: 3F Grand Ballroom C홀

3. 대한골관절종양학회 장소: 3F 직지홀 A

15:40 - 16:00   Coffee Break

16:00 - 18:00    분과학회 학술대회

1. 대한관절경학회 학술대회 장소: 3F Grand Ballroom A,B홀

2. 대한족부족관절학회 학술대회 장소: 3F Grand Ballroom C홀

3. 대한골관절종양학회 장소: 3F 직지홀 A

Board Meeting

4. 14(금) 14:00 - 15:00       고시위원회 & 수련교육위원회 합동 워크샵 장소: 3F 우암홀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3F 학회장 안내도 

2017년도 제61차 춘계학술대회 항공·숙박 예약 안내

Preview Room

직지홀 A

직지홀 B

주성홀 (전시부스)

그랜드볼룸 

그랜드볼룸 C

B

A 우암홀

(주)하나투어 

•담 당 자 : 조문경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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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주소 : moonkyungcho@hanatou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