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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대한골절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대한골절학회 제45차 학술대회를 아름다운 해변, 멋과 맛이 충만한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대한골절학회는 외상 및 골절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회로서 학문의 

발전을 선도하여 왔으며 골절 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 45차 학술대회는 학회 역사상 최초로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 모두 종일 동안 

시행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우수한 연제 발표는 필두로 하여, 부위별 골절의 치료의 어려운 점을 커버할 

증례토론, 다발성 골절 및 관절주위 골절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그리고 워크샵까지 다양한 형태의 학술 

프로그램을 준비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에는 일본 골절치료학회, 대만골과외상학회, 태국정형외과학회의 회장 및 대표분 들을 초청

하여, 우리 골절학회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주위 나라에서의 전문가들의 앞선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 유럽, 아시아 각지의 세계적인 골절치료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이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대규모의 국제 학술대회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골절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회원 여러분들이 치료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이번 학술 대회

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금번 학술대회를 준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학술대회가 빛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회원 여러분과 교실의 열정적인 참여와 토론을 

기대합니다.

골절 및 정형외과 외상분야의 지식은 정형외과 학문의 근본이 되는바, 대한골절학회는 정형외과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스태프 선생님, 대학 

및 수련 병원의 전공의 선생님, 수술 및 외래에서 외상 환자를 진료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참여

하시어 새로운 지식을 경험하고 토론하며, 골절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환자들에게, 보다 발전된 치료로서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인이 될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하며 초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노고를 기울이신 이근배 학술위원장님과 학술

위원님들, 그리고 행사준비에 아낌없는 수고를 해주신 총무 오형근교수님 및 사무국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대한골절학회 회장  오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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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erachai Apivatthakakul    Chiang Mai University, Thailand 

Surapong Anuraklekha    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 Thailand

Omar Sabri    St George's University Hospital, United Kingdom

Tomoyuki Noda     Okayama University, Japan

Brett D. Crist    University of Missouri, USA

Vivek Trikha    All India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India

Christian Krettek    Hannover Medical School, Germany 

Guest speakers 

Tim Pohlemann    University of Saarland, Germany

Masahiro Shirahama     Kurume University, Japan

Ching-Hou Ma    I-shou University,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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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ng-Chao Chou    Chang Gung Memorial Hospital, Taiwan

Chao-Ching Chiang    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Taiwan 

Tomohiro Matsumura   Jichi Medical college, Japan

Etsuo Shoda     Hyogo Prefectural Nishinomiya Hospital, Japan

Hiroaki Minehara    Kitazato University, Japan

Keiichi Murata    Nara City Hospital, Japan

Masayuki ITO     Fukushima Medical University, Japan

Masanori Yorimitsu     Okayama Rosai Hospital, Japan

Yoto Oh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Japan

Takahiro Niikura     Kobe University, Japan

Guest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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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ing Fellows

Chien-Shun Wang 
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and National Yang Ming University, Taiwan

Kenji Shigemoto 
Toyama Municipal Hospital, Japan

Shimpei Kitada 
Hyogo Prefectural Nishinomiya Hospital, Japan

Sunchai Sae-Be 
Bangkok Hospital Phuket, Thailand

Tana Rattanakitkoson
Maharat Nakhon Ratchasima Hospital, Thailand

Noriyuki Shimizu     Okayama Rosai Hospital, Japan

Tadahiro Hori     Okayama Rosai Hospital, Japan

Kenta Kamo      Yamaguchi Red Cross Hospital, Japan

Yung-Heng Hsu      Chung Gung Memorial Hospital, Taiwan

Chin-Hsien Wu     E-DA Hospital, Kaohsiung, Taiwan

Guest speakers 



10 대한골절학회  제45차 학술대회 11

Yong Cheol Yoon    Gachon University Gil Hospital, Korea

Jong Woong Park    Korea University, Korea

Hyoung Keun Oh     Inje University, Ilsan Paik Hospital, Korea

Ki Chul Park     Hanyang University, Korea

Jong Keon Oh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Korea

Byung-Woo Min     Keimyung University, Korea

Seung-Jae Lim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Jun Young Lee    Chosun University, Korea

Hak Jae Lee     Ulsan University, Korea

Keun Bae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Hak-Jun Kim     Korea University, Korea

Ji Wan Kim     Ulsan University, Korea

Soo-Hong Han    C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orea

Seung-Beom Han    Korea University, Korea

Guest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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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t a glance

April 26, 2019 (Friday)

Time Room A Room B Room C

09:00-09:30 Ankle I Knee I Hip I 

09:30-10:00
Symposium I. 

Management of Complex  
tibia fractures

Theerachai Apivatthakakul 
Omar Sabri 

Ki-Chul Park 
Jong-Keon Oh  

Shoulder I Subtrochanteric femur               

10:00-10:30
English session

Hip 
(Etsuo Shoda)

Pelvis/Spine

10:30-10:50 Coffee break

10:50-11:20
Lecture from Chair of 

trauma section, RCOST
Surapong Anuraklekha 

Dista radius                                    

11:20-11:50
English session

Femur
(Masahiro Shirahama)                            

Pediatric fractures                          Tibia I                                               

11:50-12:20
JSFR president lecture

Masahiro Shirahama

English session    
Pelvis

(Surapong Anuraklekha)                                        

12:20-13:20 Fellowship report & Luncheon symposium

13:20-13:50
TOTA president lecture   

Ching-Hou Ma
Femur I                                          

13:50-14:20 AOTrauma seminar I
Challenges and solutions

Christian Krettek
Vivek Trikha

Upper extremity                              Femur neck                                     

14:20-14:50 Hand Perprosthetic femur                        

14:50-15:10 Coffee break

Skills lab
(Synthes, Stryker)15:10-15:40 Guest lecture

Omar Sabri                             
Brett D. Crist

Symposium II.                
Management of  
trauma patients                                                       15:40-16:10

16:10-16:40
Symposium III.

Update on the treatment 
of acetabular fractures

Tomoyuki Noda
Masayuki ITO

Tim Pohlemann
Hyoung-Keun Oh
Seung-Beom Han

Elbow                                        Geriatric                                          

16:40-17:20 Patella                                        English session              
Femur/Tibia                                     

 April 27, 2019 (Saturday)

Time Room A Room B Room C

08:30-09:00 Hip II Ankle II                                   Distal humerus                                 

09:00-09:30 Fracture forum
Approach for both column 

acetabular fractue 
“Why I prefer...” 

Fracture forum
Salvage of difficult nonunions

Fracture forum
Overcoming difficulties 

in complex upper 
extremity fractures09:30-10:00

10:00-10:20 Coffee break

10:20-10:50
AOTrauma seminar II

High energy trauma fractures
Tim Pohlemann

Theerachai Apivatthakakul

Polytrauma                                    
Symposium IV.         

Update on the treatment of upper 
extremity fractures     

Ying-Chao Chou          
Vivek Trikha        

Soo-Hong Han   
Jong-Woong Park   

10:50-11:20 Atypical femur       

11:20-11:50
English session                    

Ankle                                           
(Chao-Ching Chiang)                                             

Acetabulum                                     Humerus                                         

11:50-12:20
KFS Past president lecture

Byung Woo Min
Tibia II                                          Forearm                                          

12:20-13:30 Lunch & Best research paper

13:30-14:00
Symposium V.

What's new on femur fractures
Etsuo Shoda                            
Brett D. Crist                  

Christian Krettek                         
Seung-Jae Lim                    

English session
Wrist                                         

(Ching-Hou Ma)                                           

14:00-14:30 Knee II                                 

14:30-15:00 English session              
Nonunion                                       Calcaneus                                         

15:00-15:20 Coffee break

15:20-15:50
Symposium VI.                      

Current concepts in foot and 
ankle fractures

Chao-Ching Chiang                        
Jun-Young Lee                              
Hak-Jun Kim                          
Keun-Bae Lee

Pelvis/Femur head                       

15:50-16:20 Shoulder II                                     

16:20-17:00 Femur II                                           Wrist

17:00-17:30 General meeting of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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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춘계학술대회 심포지엄 구성

April 26 (Friday) April 27 (Saturday)

Room A Room A

Room C

Room C

11:50~12:20    JSFR president lecture  Chair: Byung Woo Min

 Treatment for the fragility fractures of the hip and pelvis using a new implants and new method 
   Kurume University, Japan | Masahiro Shirahama

13:20~13:50    TOTA president lecture  Chair: Jong-Woong Park  

 Management of failed treatment of elbow fracture-dislocation  
   E-DA Hospital / I-Shou University Taiwan | Ching-Hou Ma

10:50~11:20    Lecture from Chair of trauma section, RCOST Chair: Kyu-Hyun Yang

 Sacral fracture and spinopelvic dissociation  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 Thailand | Surapong Anuraklekha 

13:50~14:50    AOTrauma seminar I. Challenges and solutions  Chair: Young-Soo Byun/Chang-Wug Oh

 1. Joint transplantation - Is it an option for posttraumatic articular destruction?  
   Hannover Medical School, Germany | Christian Krettek 

 2. Combined pelvic-acetabular injuries  All India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New Delhi, India | Vivek Trikha 

09:30~10:30    Symposium I    Management of complex tibia fractures Chair: Chang-Wug Oh

 1. Posterior tibial plateau, how to approach   Chiang Mai University, Thailand | Theerachai Apivatthakakul 

 2. Experience of the use of the supra-patellar nail for tibial fixation  
   St Gerorge’s Hospital, London, United Kingdom | Omar Sabri

 3. Proximal tibial fractures – tips & tricks to avoid complications   Hanyang University, Korea | Ki-Chul Park

 4. Pilon fractures – fracture pattern driven fixation strategy  Korea University Hospital, Korea | Jong-Keon Oh    

15:10~16:10     Symposium II    Management of trauma patients 
중증외상센터가 아닌 병원에서의 중증 외상환자 처치 – 체계적인 시스템 만들기  좌장: 이강현/박기철

 1. 중증 외상팀/중환자실 운영 –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울산의대 | 김지완

 2. 서울지역 외상센터 – 답은 없는가?  울산의대 | 이학재

 3. 현 중증 외상센터 시스템의 문제점 – level II trauma center는 필요한 것인가? 가천의대 | 윤용철

16:10~17:20    Symposium III    Update on the treatment of acetabular fractures   Chair: Byung Woo Min

 1. Direct reduction techniques for roof impaction in acetabular fractures  Okayama University, Japan | Tomoyuki Noda

 2. Hip arthroscopy during ORIF of acetabular fracture may reduce postoperative hip pain 
   Fukushima medical university, Japan | Masayuki ITO  
 3. Geriatric acetabulum fractures: reconstruct or replace?  University of Saarland, Homburg, Germany | Tim Pohlemann 
 4. Infra-acetabular screw fixation in pelvic-acetabular fractures Inje university, Korea | Hyoung-Keun Oh  
 5. Indications for combined anterior and posterior approaches Korea university, Korea | Seung-Beom Han  

11:50~12:20    KFS past president lecture   Chair: Chang-Wug Oh

 1. What's new in atypical femur fracture  Keimyung University, Korea | Byung-Woo Min

13:30~14:30    Symposium V     What's new on femur fractures  Chair: Seung-Beom Han

 1. Occult femoral trochanteric fractures – plain X-ray is enough for diagnosis? 
   Hyogo Prefectural Nishinomiya Hospital, Japan | Etsuo Shoda

 2. eriprosthetic femur fractures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USA | Brett D. Crist 

 3. MagicTube & other new options with motorized nails for the management of large bone defects 
   Hannover Medical School, Germany | Christian Krettek 

 4. Percutaneous reduction techniques in intertrochanteric fra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 Seung-Jae Lim   

15:20~16:20    Symposium VI    Current concepts in foot and ankle fractures     Chair: Jun-Young Lee

 1.  Arthroscopic reduction and percutaneous screws fixation for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s  
  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Taipei, Taiwan | Chao-Ching Chiang

 2. Deltoid ligament rupture in ankle fractures: ignore it or repair it Chosun University, Korea | Jun-Young Lee

 3. Talar neck and body fractures: ORIF and complications Korea University, Korea |  Hak-Jun Kim

 4. Syndesmosis injuries: When to fix and how to redu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Keun-Bae Lee

10:20~11:20    AOTrauma seminar II. High energy trauma fractures    Chair: Key-Yong Kim/Ki-Chul Park

 1.  Trauma Registry, Trauma Network and Certification, what scientific societies 
can do to to ensure a nationwide standard   University of Saarland, Homburg, Germany | Tim Pohlemann 

 2. Surgical approach for Hoffa fractures   Chiang Mai University, Thailand | Theerachai Apivatthakakul 

10:20~11:20    Symposium IV    Update on the treatment of upper extremity fractures   Chair: Jong-Woong Park

 1.  Posterior global approach for the treatment of terrible triad injury of the elbows:  
A single surgeon series of 74 cases   Chang Gung Memorial Hospital, Taiwan | Ying-Chao Chou

 2. Proximal humerus complex 3, 4 part fractures: How to manage  
   All India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New Delhi, India | Vivek Trikha 
 3. Multiple plates fixation for complex humeral shaft fractures   
   C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orea | Soo-Hong Han

 4. Management of comminuted distal radius fractures  Korea University, Korea | Jong-Woong Park

15:10~16:10    Guest lecture   Chair: Chang-Wug Oh

 1. Management of Polytrauma patients in UK Major Trauma Centres  
   St Gerorge’s Hospital, London, United Kingdom | Omar Sabri

 2. Hip osteochondral allografts—what works and what doesn’t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USA | Brett D. C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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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6 [A Room]

Registration (08:00~08:50)

　

Opening Ceremony (08:50~09:00)

　

Scientific Paper Session A1 (09:00~09:30)  Ankle I  좌장: 김학준/강찬

1

Sanders II형 및 Sanders III형 종골 골절에서 족근동 접근법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의 결과 비교
(Comparison of functional outcomes after operative treatment for intra-articular fractures of the calcaneus 
using sinus tarsi approach: Sanders II versus Sanders III)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이건우, 최승원, 이근배

2

Syndesmosis 손상이 동반된 Danis-Weber C형 족관절 골절에서 TightRope와 나사못을 이용한 정복
(Syndesmosis reduction using combined TightRope and screw fixation in Danis-Weber type C ankle fractures 
with syndesmosis injury)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박철현

3
후과 골절에서의 금속 나사 고정; 카데바 및 임상 연구
(Screw fixation of the posterior malleolus fragment in ankle fracture: Cadaveric and clinical studies)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¹ | 이기수, 강찬, 원유건¹, 송재황¹

Discussion 12minutes

Symposium I (09:30~10:30)  Management of Complex tibia fractures
(each lecture: 12 minutes)  Chair: Chang-Wug Oh

1
Posterior tibial plateau, how to approach 
 Chiang Mai University, Thailand | Theerachai Apivatthakakul 

2
Experience of the use of the supra-patellar nail for tibial fixation 
 St Gerorge’s Hospital, London, United Kingdom | Omar Sabri

3
Proximal tibial fractures – tips & tricks to avoid complications  
 Hanyang University, Korea | Ki-Chul Park

4
Pilon fractures – fracture pattern driven fixation strategy 
 Korea University Hospital, Korea | Jong-Keon Oh    

Discussion 12minutes

Coffee Break  (10:30~10:50)

Lecture from Chair of trauma section, RCOST (10:50~11:20)
  Chair: Kyu-Hyun Yang

1
Sacral fracture and spinopelvic dissociation 
 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 Thailand | Surapong Anuraklekha 

Discussion 5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A2 (11:20~11:50) Femur (English) 
   Chair: Masahiro Shirahama/Jae-Ang Sim

1
Surgical treatment of atypical femoral fracture based on the subtype classification
 Department of Orthopaedic and Trauma Research,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okyo, Japan | Yoto Oh

2

How to avoid stress riser between side plate of sliding hip screw and shaft plate fixation in ipsilateral femoral 
neck-shaft fractures? : 3-dimensional finite element study.  
 aOrthopedic Department, Maharat Nakhon Ratchasima Hospital, Nakhon Ratchasima, Thailand 
 bInstitute of Biomedical Engineering, Faculty of medicine,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Songkhla, Thailand 
 COrthopaedic department, Faculty of medicine,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Songkhla, Thailand 
 | aTana Rattanakitkoson, bAtichart Kwanyuang, CWich Orapiriyakul, CApipop Kritsaneephaiboon

3

The influence of the proximal femur canal size on reduction of intertrochanteric fracture with  
cephalomedullary nail
 Department of Orthopedics and Traumatology,  
 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and national Yang Ming University, Taipei, Taiwan 
  | Chie-Shun Wang, Chao-Ching Chiang, Hsuan-Hsiao Ma, Chun-Cheng Lin, Ming-Chau Chang 

Discussion 12minutes

JSFR president lecture (11:50~12:20)
  Chair: Byung Woo Min

1
Treatment for the fragility fractures of the hip and pelvis using a new implants and new method 
 Kurume University, Japan | Masahiro Shirahama

Discussion 5minutes

Lunch (12:20~13:20)  좌장: 이근배

Fellowship report (12:20~12:30) Eskenazi Hospital, USA 연수 
 대구파티마병원 | 조영호 

Luncheon symposium (12:30~12:50) Advances in the osteoporosis management with Denosumab  
 인제의대 | 오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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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 president lecture (13:20~13:50)
  Chair: Jong-Woong Park  

1
Management of failed treatment of elbow fracture-dislocation
 E-DA Hospital / I-Shou University Taiwan | Ching-Hou Ma

Discussion 5minutes

AOTrauma seminar I. Challenges and solutions (13:50~14:50)
  Chair: Young-Soo Byun/Chang-Wug Oh

1
Joint transplantation - Is it an option for posttraumatic articular destruction?
 Hannover Medical School, Germany | Christian Krettek 

2
Combined pelvic-acetabular injuries
 All India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New Delhi, India | Vivek Trikha 

Discussion 10minutes

Coffee Break  (14:50~15:10)

Guest lecture (15:10~16:10) 
  Chair: Chang-Wug Oh

1
Management of Polytrauma patients in UK Major Trauma Centres
 St Gerorge’s Hospital, London, United Kingdom | Omar Sabri

2
Hip osteochondral allografts—what works and what doesn’t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USA | Brett D. Crist 

Discussion 10minutes

Skills lab (14:50~16:10), Meeting room(2F)

A Meeting Room (211호) – Synthes
TFNA for intramedullary fixation of proximal femur fractures 
 Moderator: 고려의대 오종건, 성균관의대 임승재

B Meeting Room (213호) – Stryker
PRO System (Pelvis Reduction and Osteosynthesis plating system)
 Moderator: 고려의대 한승범, 한림의대 유제현

Symposium III (16:10~17:20)  Update on the treatment of acetabular fractures  
(each lecture: 12 minutes)  Chair: Byung Woo Min

1
Direct reduction techniques for roof impaction in acetabular fractures 
 Okayama University, Japan | Tomoyuki Noda

2
Hip arthroscopy during ORIF of acetabular fracture may reduce postoperative hip pain 
 Fukushima medical university, Japan | Masayuki ITO  

3
Geriatric acetabulum fractures: reconstruct or replace? 
 University of Saarland, Homburg, Germany | Tim Pohlemann 

4
Infra-acetabular screw fixation in pelvic-acetabular fractures
 Inje university, Korea | Hyoung-Keun Oh  

5
Indications for combined anterior and posterior approaches
 Korea university, Korea | Seung-Beom Han  

Discussion 12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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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6 [B Room]

Scientific Paper Session B1 (09:00~09:30) Knee I  좌장: 김강일/유제현

1
대퇴골 원위부 골절에서 이중 금속판 고정술의 치료결과
(Clinical result of double-plate fixation of distal femur fracture)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김성배, 강현탁, 권석현

2

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대퇴골 삽입물 주위 골절의 치료법을 기반으로 한 분류법
(Treatment based-classification of periprosthetic femoral fractures following total knee arthroplasty)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형외과학교실¹ | 김강일, 박기철¹, 김기범, 배중권

3
경골 고평부 후외측 골절의 구역에 따른 개별화된 수술적 접근법을 이용한 치료 결과
(Individualized surgical approach for posterolateral tibial plateau fracture)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박지현, 나영곤, 권혁민, 심재앙

Discussion 12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B2 (09:30~10:00) Shoulder I 좌장: 강호정/신동주

1

급성 쇄골 간부 골절에서 쇄골 전위의 삼차원적 분석 및 쇄골 전위가 견갑골의 위치에 미치는 영향
(Three-dimensional clavicle displacement analysis and its effect on scapular position in acute clavicle midshaft 
fracture)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김정한, 서형원, 곽희철,김창완, 이창락, 김영준

2

전위된 쇄골 간부 골절 치료에 있어 수술 전 요인과 환 강선 사용 간의 상관 관계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reoperative factors and the usage of cerclage wiring in the treatment of displaced 
mid-clavicle fracture)
 좋은삼선병원 정형외과 | 박기봉, 조형래, 진홍기, 이완석

3

견갑와 전방하부 4분의 1의 분쇄 골절을 동반한 상완골 두경부 골절탈구의 관절경적 치료
(Arthroscopic treatment for rare type injury of one-fourth anterior-inferior glenoid comminuted fracture with 
humerus head and neck comminuted fracture)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학교실¹,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학교실²,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³ 
  | 강호정, 김형식², 천용민¹, 홍정준³, 이용준

Discussion 12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B3 (10:00~10:30) Hip (English) 
  Chair: Etsuo Shoda/Seung-Jae Lim    

1
The superior approach in hip hemi-arhtroplasty for hip fractures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Yamaguchi Red Cross Hospital, Yamaguchi, Japan | Kenta Kamo

2
Effect of multidisciplinary treatment approach for geriatric hip fractures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Toyama Municipal Hospital, Japan 
  | Kenji Shigemoto, Takeshi Sawaguchi, Kenichi Goshima, Shintarou Iwai, Kenji Fujita, Tomoyuki Kataoka

3

Safety of surgical hip dislocation in femoral head fracture-dislocation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orea University¹ Korea |  
 Jeong Heo, Chang-Wug Oh, Joon-Woo Kim, Kyeong-Hyeon Park, Jong-Keon Oh¹, Il Seo, Young-Seo Choi

Discussion 12minutes

Coffee Break  (10:30~10:50)

Scientific Paper Session B4 (10:50~11:20) Distal radius 좌장: 오진록/김주학

1

척골 양성 변위를 가진 손목에서 발생한 원위 요골 골절에서 시행한 신연 금속판 고정술
(Radial lengthening plating for distal radius fracture in ulnar positive wrist)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 병원 정형외과학교실¹,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정형외과학교실² | 강종우, 구봉모, 권영우¹, 박지헌², 최인철¹, 박종웅¹

2
원위 요골의 고등급 개방성 골절 환자에서 일차적 수장부 금속판 고정술의 치료 결과
(Result of treatment of primary volar plate fixation in high grade open fractures of the distal radius)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강홍제, 양희석, 유현규

3

원위 요골 골절에서 수장측 잠김 금속판을 이용한 수술중 고식적 접근법과 최소 침습적 접근법의 결과비교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ults between conventional approach and minimally invasive approach in volar 
locking plate for distal radius fracture fixation)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김종필, 정필현, 강석, 김영성, 이호민, 고보성

Discussion 12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B5 (11:20~11:50) Pediatric fractures 좌장: 이순혁/정창훈

1
청소년 쇄골간부 전위 골절에서 금속판고정과 골수내정의 치료결과 비교
(Elastic intramedullary nailing versus plate fixation of displaced midshaft clavicle fractures in adolescents)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최은석, 차수민, 이숭현, 신현대

2
소아 외상 후 방사선 사진에서 골절이 보이지 않는 팔꿈치 통증에 대한 진단
(Diagnosis of posttraumatic elbow pain in children with no visible fracture in plain radiograph)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안암병원 | 장우영, 홍석하, 곽동희, 이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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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소년의 주상골 불유합의 치료에서 자가골이식과 K강선 고정술 치료결과
(Autogenous bone graft and Kirschner wire fixation could be a reliable treatment option for scaphoid nonunion 
in adolescent)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최은석, 차수민, 이숭현, 신현대

Discussion 12minutes

Lunch (12:20~13:20)

Scientific Paper Session B6 (13:50~14:20) Upper extremity 좌장: 염재광/이재훈

1

상지 중요 혈관의 외상성 손상으로 인한 급성 허혈 환자에서 재혈관화 수술
(Surgical revascularization in patients with acute ischemia of upper limb caused  
by traumatic major vascular injury)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¹ | 이정일, 박기철, 류재준, 박종웅¹

2
한국인에서의 직선형 전향적 상완골 골수내 금속정의 해부학적 적합성 분석
(Analysis of anatomical conformity of straight antegrade humeral intramedullary nail in Korea)
 대구파티마병원 정형외과 | 신동주, 최성, 김가람, 지승민 ,변영수

3
권역 외상센터에 내원한 중증 외상환자에서 원위 요골 골절의 역학적 특성
(Epidemiologic features of distal radius fractures in patients with poly trauma at the regional trauma center)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창원삼성병원 정형외과¹ | 이상현, 김동희¹, 조윤재

Discussion 12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B7 (14:20~14:50) Hand 좌장: 이영호/김주학

1

2개의 신전 제한 K-강선 기법으로 정복이 힘든 골성 추지 골절을 추가 정복하기 위한 등쪽 저항력 술식의 임상적 보고
(Supplemental method for reduction of irreducible mallet finger fractures by the 2 extension block technique: 
The dorsal counterforce technique)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이영호, 이제호, 이승후, 이요한, 김민범, 백구현

2
척측 수근중수골 관절의 골절 및 탈구에서 strut 금속판을 이용한 수배측 가교 고정술
(Dorsal bridge fixation with strut plate of ulnar carpometacarpal joint fracture dislocations)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학교실¹ | 권영우, 최인철, 박종웅, 박지헌¹

3

회전변형을 동반한 근위지골의 골절에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can achieve favorable results in proximal phalangeal fracture with 
rotational malalignment)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학교실¹ | 이준구, 홍인태¹, 한수홍¹

Discussion 12minutes

Coffee Break  (14:50~15:10)

Scientific Paper Session B8 (16:10~16:40) Elbow 좌장: 박진영/김명선

1
외상 후 발생한 팔꿈치 각 변형의 교정을 위한 이중 금속판의 효용성
(Efficacy of dual plate internal fixation for correction of post-traumatic cubitus angular deformity)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장우영, 남재준, 이순혁

2
요골두 분쇄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Internal fixation for comminuted radial head fractures)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한수홍, 홍인태, 김태호, 류한승

3

척골 원위부 및 근위부 골절에서 headless compression screw를 통한 골수내 고정
(Technique of intramedullary stabilization for distal and proximal ulnar fractures with  
headless compression screws)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오진록, 박지수

Discussion 12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B9 (16:40~17:10) Patella 좌장: 김원유/심재앙

1

슬개골 횡골절에서 장력대강선 고정술시 K-강선 깊이에 따른 골절면의 생역학적 변화 분석 – 사체를 이용한 실험 연구
(Biomechanical analysis of K-wire depth of modified tension band wiring technique in transverse patella 
fractures - An experimental study using cadaver)
 인제대학교 의학대학 해운대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¹,  
 인제대학교 의용공학부 임상생체역학연구실² | 문상원, 최영¹, 우상원², 이성재²

2

슬개골 하극 골절에서 hook 금속판을 이용한 고정술의 수술 결과
(Surgical outcome of the fixation using hook plate for the fractures of the inferior pole of patella)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부산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서울아산병원¹ | 장재훈, 이승준, 김지완¹

3

복잡 슬개골 골절의 특성: 3D CT 를 이용한 Fracture mapping study
(Multifragmentary patellar fracture characteristics: 3D Computed Tomography based Fracture Mapping Study)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조재우, 최원석, 강성현, 김범수, 여도현, 임익주, 사공승엽, 강동완, 오종건

Discussion 12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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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Paper Session C1 (09:00~09:30) Hip I   좌장: 이기행/남광우

1
고관절 골절에서 신경 차단술이 수술 후 기능회복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nerve block on postoperative functional recovery in hip fracture)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임익주, 윤재연, 김지완

2

대퇴 간부 골절 환자에서 동측 대퇴 경부의 잠재 골절 진단을 위한 수술전 “Computed Tomography Capsular Sign”
(Pre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Capsular Sign” for the detection of occult ipsilateral femoral neck 
fractures associated with femoral shaft fractures)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¹ | 박영창¹, 엄규섭, 양규현

3
대퇴골두골절의 치료와 위험 인자 분석
(Treatment and analysis of risk factor of the femoral head fracture)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정회정, 손훈상

Discussion 12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C2 (09:30~10:00) Subtrochanteric femur 좌장: 강준순/김갑중

1

단 금속정으로 고정된 전자하부 골절 모델에서 골절 위치와 간격에 따른 골-금속정에 대한 영향 - 유한 요소 분석 -
(Effect of different fracture levels and gaps on strength of bone-implant constructs in subtrochanteric fracture 
models fixed by short cephalomedullary nail - Finite element analysis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성심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¹ 
  | 유제현, 방선희¹, 장철영, 류상현, 곽대경, 이성재¹

2
전자하부 골절에 금속정 삽입술 시 외고정기를 이용한 정복 기법
(The technique of intramedullary nailing for subtrochanteric fracture using external fixator)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 | 김영우

3

대퇴골 전자하골절에서 경피적 케이블 고정술기를 이용한 수술적 결과 보고
(Technical note and surgical outcomes of percutaneous cable fixation in subtrochanteric fracture:  
A review of 51 consecutive cases over 4 years in two institutions)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문남훈, 장재훈, 신원철, 서근택, 정재윤

Discussion 12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C3 (10:00~10:30) Pelvis/Spine 좌장: 나중호/박희곤   

1

저 에너지 외상 시 골반골 골절의 발생은 골반골의 형태와 어떠한 상관 관계를 가지는가? ; 
3D 골반 CT를 이용한 선행연구
 (Is there a correlation between the incidence of pelvic bone fracture and morphology of the pelvis in  
low energy trauma? ; preliminary study with 3D pelvic CT)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학교실¹  
  | 이환희, 이세원¹, 김원유, 김용우¹, 이상헌¹, 황원하

2

흉요추부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시 척추 분절 유합술 없이 한시적인 후방 기기 고정술 시행 후에 고정물 제거술을 
시행하였을 때의 장기 추시 결과 -최소 10년 간의 추시 결과-
(Long-term follow-up results in patients with thoracolumbar unstable burst fracture treated with temporary 
posterior instrumentation without fusion and implant removal surgery - Follow-up results for at least ten years -)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고상봉, 채승범, 최원기, 김준영, 이성호

3
고령에서 발생한 고관절 골절 환자의 수상 후 조기 사망률
(Early mortality within 30 days after hip fractures in geriatric patients)
 대구파티마병원 정형외과 | 변영수, 조영호, 지승민

Discussion 12minutes

Coffee Break  (10:30~10:50)

Scientific Paper Session C4 (11:20~11:50) Tibia I  좌장: 김종오/강찬

1
나사산이 있는 경-종골핀을 이용한 발목의 외고정술
(External fixation of ankle using thread-transcalcaneal pin)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김덕희, 곽희철

2
관절 면을 침범한 원위 경골 골간단의 골절에서 골수 강 내 금속 정을 이용한 내 고정술의 결과
(Results of intramedullary nailing for distal metaphyseal intra-articular fractures of tibia)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이준영, 장현웅, 장세웅

3
보스워스 골절에서 조기 정복의 임상적 결과
(Improved Functional Outcome After Early Reduction In Bosworth Fracture-Dislocation)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¹ | 강찬, 이기수, 송재황¹, 원유건¹

Discussion 12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C5 (11:50~12:20) Pelvis (English) 
   Chair: Surapong Anuraklekha/Ji-Wan Kim

1
The running pattern analysis of the superior gluteal artery out of the pelvis -CT angiography based study-
 Orthopaedic Trauma Center, Hyogo Prefectural Nishinomiya Hospital, Japan | Shimpei Kitada, Etsuo Shoda

2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 stability of both column acetabular fractures by different screws fixation
 Orthopeduc Department, Bangkok Hospital Phuket, Thailand | Sunchai S, Ekachit S, Vajara P, Weerachai K

3

Posterior pelvic ring injury of the Straddle fracture: Incidence, Fixation method, Clinical outcome
 Orthopedic Trauma Division, Trauma Center,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¹,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uro Hospital², Korea 
  | Yong-Cheol Yoon, Hyung Keun Song¹, Jong-Keon Oh²

Discussion 12minutes

Friday, April 26 [C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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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 (12:20~13:20)

Scientific Paper Session C6 (13:20~13:50) Femur I  좌장: 하상호/정구희

1
대퇴골 협부하 골절의 전행성 골수내 금속정을 이용한 치료시 불유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
(Risk factors of nonunon of treatment using antegrade intramedullary nail for infra-isthmal femoral fracture)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차용한, 양대석, 김갑중, 김하용, 최원식

2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에서 Gamma 3 U-blade을 이용한 금속정 삽입술 후 고정 실패에 대한 분석 및 위험 인자
(Risk factors for failure of intertrochanteric fractures treated using new generation proximal femoral nail 
(Gamma 3 U-blade))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성심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정형외과학교실¹ 
  | 유제현, 장철영, 류상현, 정재균¹, 한승범¹

3

기저부 고관절 골절환자에서 단일 나사형태 지연나사 사용의 높은 재수술 결과 보고 
(Single screw type of lag screw results higher reoperation rate in the osteosynthesis of basicervical hip fracture)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¹,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²,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³,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⁴  |  김태영, 김정택¹, 하용찬², 유준일³, 박찬호⁴

Discussion 12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C7 (13:50~14:20) Femur neck  좌장: 주석규/임승재

1

불안정 대퇴골 경부 골절의 환자에서 Finite element 방법을 이용한 screw fixation방법들 간의 비교 연구  
-다방향 나사 사용의 효과- 
 (Comparative analysis of screw fixation methods in unstable femoral neck fracture using finite element method 
-Effect of multi-directional screws-)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¹,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²,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³  
  | 차용한, 유준일¹, 박찬호², 김정택³, 최원식

2

대퇴 경부 골절에서 연령에 따른 고정 실패 및 대퇴 경부 단축 
(Age-related Failure of fixation & Shortening of femoral neck in the Femoral neck fracture)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학교실¹,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² | 성열보, 엄규섭¹, 윤병호², 유준상

3
대퇴경부 골절치료에서 케이블 고정 다발성유관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의 생체역학적 분석 
(Biomechanical analysis of cable locking screw fixation for femoral neck fracture)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주식회사 아이키¹  |  권용욱, 윤동길, 김동석, 천송이¹, 유승진¹

Discussion 12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C8 (14:20~14:50) Periprosthetic femur  좌장: 윤형구/이경재

1
잠김압박금속판을 이용한 Vancouver B,C 대퇴삽입물 주위 골절의 치료 
(Locking plate fixation for Vancouver B, C periprosthetic femoral fractures)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오형근. 주석규. 조성탄, 김종훈

2
Cable plate를 이용한 대퇴골 인공 삽입물 주위 골절 치료에 있어서의 안 좋은 예후 인자
(Poor prognostic factors in the treatment of periprosthetic femoral fractures using the cable-plate construct)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강준순, 권대규

3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대퇴골 삽입물 주위 골절의 치료 시 잘 고정된 스템 팁 주위의 횡형 골절 환자에서 잠금압박 
금속판 고정술의 높은 실패율
(High failure rates of locking compression plate osteosynthesis in patients with a transverse fracture around a 
well-fixed stem tip for periprosthetic femoral fractures)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민병우, 배기철, 조철현, 손은석, 이경재, 이시욱, 김범수

Discussion 12minutes

Coffee Break  (14:50~15:10)

Symposium II (15:10~16:10) Management of trauma patients
 중증외상센터가 아닌 병원에서의 중증 외상환자 처치 – 체계적인 시스템 만들기
(each presentation 7 minutes + each discussion 13 minutes)  좌장: 이강현/박기철

 패널: 부산의대 | 조현민, 고려의대 | 최성혁, 서울의대 | 이영호, 보건복지부 | 박소희

1 중증 외상팀/중환자실 운영 –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울산의대 | 김지완

2 서울지역 외상센터 – 답은 없는가? 울산의대 | 이학재

3 현 중증 외상센터 시스템의 문제점 – level II trauma center는 필요한 것인가? 가천의대 | 윤용철

Scientific Paper Session C9 (16:10~16:40) Geriatric  좌장: 이기행/이영균

1

고령의 고관절 환자에서 연하곤란의 빈도, 위험요소 및 예후에 미치는 영향
(The prevalence, risk factors and prognostic implications of dysphagia in elderly patients undergoing surgery  
for hip fracture)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의료원 정형외과학교실,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학교실¹ 
  | 임승재, 변성은¹, 권규백, 김상호

2
고관절 골절의 지연된 수술에서 발생한 정맥혈전증 
(Venous thromboembolism following delayed surgery of a hip fracture)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윤재연, 김신석, 장재석, 김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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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스포스포네이트 사용 이후 고관절 골절과 전자하부 및 간부 골절의 위험 ; 건강보험 표본코호트를 이용한 연구 
(Risk of hip and subtrochanteric or femoral shaft fractures after bisphosphonate use in Korea women:  
An analysis using Korean National Sample Cohort)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이영균, 김진각, 박정위, 원석형, 염지웅, 구경회

Discussion 12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C10 (16:40~17:20) Femur/Tibia (English) 
   Chair: Hee-Joong Kim/Gu-Hee Jung

1
A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Femoral Neck System in the treatment of femoral neck fractures 
 Jichi Medical University, Japan | Tomohiro Matsumura

2

Outcomes of IM nailing using ASLS(Angular Stable Locking System) screws in geriatric femur shaft fractures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Guri, South Korea,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aegu, South Korea¹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Yeungnam University Hospital, Daegu, South Korea²,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Asan medial center, Seoul, South Korea³ |  
 Ki-Chul Park, Young-Sik Song, Jae-Ho Lee, Chang-Wug Oh¹, Oog-Jin Shon², Ji Wan Kim³

3
Morphological evaluation of lateral tibial plateau fractures
 a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agawa Rosai Hospital, b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Okayama Rosai Hospital, Japan |  aTadahiro Hori, Takashi Maehara, bMasanori Yorimitsu

4
Using Double Plate to Treat very distal Periprosthetic knee fracture
 Department of Orthopedics, Chung Gung Memorial Hospital, Taiwan | Yung-Heng Hsu

Discussion 12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A3 (08:30~09:00)  Hip II  좌장: 성열보/김상민

1

젊은 연령의 외반 감입 대퇴 경부 골절(OTA classification 31-B1.1)에서 골절 정복 여부에 따른 결과 비교 
(Comparison of in-situ fixation versus fixation with reduction for treating impacted valgus femoral neck 
fractures (OTA classification 31-B1.1) in young patients: A case-control study)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엄규섭, 박영창, 양규현

2
대퇴근위골수정을 이용한 고령의 대퇴골 경부 골절 치료
(Treatment of femoral neck fracture in elderly patients using proximal femoral nail)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김영창, 공규민, 박병욱, 권민성

3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수술 후 전신적 감염증의 조기 진단을 위한 C-반응 단백의 유용성
(C-reactive protein for early detection of postoperative systemic infections in intertrochanteric femoral fracture)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양산부산대학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신원철, 도민욱, 우승훈, 최성훈, 문남훈, 서근택

Discussion 12minutes

Fracture  Forum (09:00~10:00)  Chair: 한승범

Approach for both column acetabular fractue “Why I prefer...”
  가천의대 | 윤용철, 한림의대 | 유제현, 고려의대 | 조재우

Coffee Break  (10:00~10:20)

AOTrauma seminar II. High energy trauma fractures  (10:20~11:20)   
   Chair: Key-Yong Kim/Ki-Chul Park

1
Trauma Registry, Trauma Network and Certification, what scientific societies  
can do to to ensure a nationwide standard 
 University of Saarland, Homburg, Germany | Tim Pohlemann 

2
Surgical approach for Hoffa fractures 
 Chiang Mai University, Thailand | Theerachai Apivatthakakul 

Discussion 10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A4 (11:20~11:50)  Ankle (English)  
   Chair: Chao-Ching Chiang/Jun-Young Lee 

1
Surgical approach for the treatment of posterior pilon fracture
 Okayama Rosai Hospital, Japan  | Masanori Yorimitsu

Saturday, April 27 [A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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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parison of the radiological outcome of two fixation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s through the sinus tarsi approach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Okayama Rosai Hospital, Okayama , Japan 
  | Noriyuki SHIMIZU, Masanori YORIMITSU

3

Open syndesmotic repair for the syndesmotic injury in ankle fracture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Bucheon-si, Korea 
 Department of Foot and Ankle Surgery, Eulji Medical Center, Eulji University, Seoul, Korea¹ 
  | Young Koo Lee, Hong Sup Lee¹

Discussion 12minutes

KFS past president lecture (11:50~12:20)    Chair: Chang-Wug Oh

1 What's new in atypical femur fracture Keimyung University, Korea | Byung-Woo Min

Discussion 5minutes

Lunch (12:20~13:30)

Scientific Paper Session A5 (12:20~13:00) Best research paper  좌장: 이근배

1
Posteromedial Elbow Dislocations without Relevant Osseous Lesions
 Keimyung University, Korea | Chul-Hyun Cho

2
Frequency and associated factor of atypical periprosthetic femoral fracture after hip arthroplasty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Young-Kyun Lee

3
The Effects of Extramedullary Reduction in Unstable Intertrochanteric Fracture:  
A Biomechanical Study Using Cadaver Bone  Yonsei University, Korea | Kyu-Hyun Yang

4
Surgical Outcome of Posterior Pelvic Fixation Using S1, S2 Screws in Vertically Unstable Pelvic Ring Injury
 B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 Jae-Hoon Jang

Discussion 12minutes

Symposium V (13:30-14:30) What's new on femur fractures  
(each lecture: 12 minutes)   Chair: Seung-Beom Han

1
Occult femoral trochanteric fractures – plain X-ray is enough for diagnosis?
 Hyogo Prefectural Nishinomiya Hospital, Japan | Etsuo Shoda

2 Periprosthetic femur fractures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USA | Brett D. Crist 

3
MagicTube & other new options with motorized nails for the management of large bone defects  
 Hannover Medical School, Germany | Christian Krettek 

4
Percutaneous reduction techniques in intertrochanteric fra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 Seung-Jae Lim   

Discussion 12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A6 (14:30~15:00) Nonunion (English) 
   Chair: Kang-Il Kim/Joon-Woo Kim

1
Establishment of a mouse large bone defect model reconstructed by bone transport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itasato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apan Sagamihara, Japan  
  | H. Minehara, R. Tazawa, T. Matsuura, T. Kawamura, K. Uchida, G. Inoue, S. Shoji, N. Sakaguchi, M. Takaso

2
Translational research of CD34-positive cell transplantation for fracture nonunion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ob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Kobe, Japan  
  | Takahiro Niikura, Tomoyuki Matsumoto, Yutaka Mifune, Tomoaki Fukui, Keisuke Oe, Ryosuke Kuroda

3

Effectiveness of bioactive ceramic based 3D Printing scaffold coating with BMP-2 in induced membrane 
technique for critical sized bone defect of rabbit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Korea  
  | Jae-Woo Cho, Beom-Soo Kim, Do-Hyun Yeo, Eic Ju Lim, Seungyeob Sakong, Imju Jeong, Jong-Keon Oh

Coffee Break  (15:00~15:20)

Symposium VI (15:20~16:20) Current concepts in foot and ankle fractures    
(each lecture: 12 minutes)   Chair: Jun-Young Lee

1
Arthroscopic reduction and percutaneous screws fixation for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s 
 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Taipei, Taiwan | Chao-Ching Chiang

2
Deltoid ligament rupture in ankle fractures: ignore it or repair it
 Chosun University, Korea | Jun-Young Lee

3
Talar neck and body fractures: ORIF and complications
 Korea University, Korea | Hak-Jun Kim

4
Syndesmosis injuries: When to fix and how to redu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Keun-Bae Lee

Discussion 12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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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Paper Session A7 (16:20-16:50)  Femur II 좌장: 한승범/김지완

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대퇴골 회전 절골술 
(Femoral derotational osteotomy: A novel method to achieve an accurate correction using smartphone 
application)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정형외과학교실¹ 
  | 서일, 오창욱, 김준우, 박경현, 오종건¹, 허정, 하승수, 이진한

2

새로운 모형의 cephalomedullary nail을 이용한 근위 대퇴골 골절에서의 치료 : 전향적 결과 연구 
(Treatment in the proximal femoral fracture using the new design cephalomedullary nail :  
Prospective outcomes study)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노영호, 노조셉, 남광우

3
60세 이상 골다공증 환자에서 우울증 및 대사성 질환의 유병율 (The mood and metabolic health status in 
osteoporotic patients more than 65 years old; A cross-sectional study of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정구희

Discussion 12minutes

General meeting of members  (17:00~17:30)

Scientific Paper Session B10 (08:30~09:00)  Ankle II  좌장: 주석규/곽희철

1
발목골절의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후 발생한 거골 골연골 병변의 관절경적 평가
(Arthroscopic evaluation of osteochondral lesions after OR/IF of ankle fractures)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대전성모병원 | 정재중, 황원하

2

회외-외회전 손상에 의해 발생한 AO/OTA 44-B형 (Weber B) 골절에 대해 관상 잠김 금속판을 이용한 비골 후방 
항활주금속판 고정술의 단기 결과 보고: 예비 보고
(Short-term results after posterior antiglide plating with tubular locking plate for AO/OTA 44-B type (Weber B) 
fractures caused by supination-external rotation injury: A preliminary study)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안정태, 최정규, 정비오

3

발목 골절환자에서 원위경비이개 손상의 치료: 방사선 학적 방법을 이용한 정복의 확인 및 임상적 결과와의 비교분석 
(Distal tibio-fibular injury in ankle fracture patients: confirm of reduction by radiologic result and arthroscopic 
findings)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형외과학교실¹ | 박승범, 이영구¹, 조휘제¹, 김학수¹

Discussion 12minutes

Fracture  Forum (09:00~10:00)   Chair: 박기철

1 Salvage of difficult nonunions  인제의대 | 오형근, 울산의대 | 김지완, 아주의대 | 송형근

Coffee Break  (10:00~10:20)

Scientific Paper Session B11 (10:20~10:50)  Polytrauma    좌장: 김영창/김준우

1

외고정 장치술의 양측피질 고정핀을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단측피질 고정핀의 개발 : 생역학적 연구 
(A novel unicortical pin may substitute the conventional bicortical pin in external fixation -  
A biomechanical study)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정형외과학교실¹  
  | 박경현, 오창욱, 이진한, 서일, 김준우, 허정, 박일형, 오종건¹

2
다발성 외상 환자의 대퇴골 간부 골절에서 임시 외고정 후 내고정술로의 전환 
(Conversion to internal fixation after temporary external fixation for femoral shaft fractures in polytrauma 
patients)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오형근, 주석규, 조성탄, 김종훈

3

혈중 비타민D 농도가 다발성 외상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전향적 관찰연구 
(Can serum vitamin D level at admission predict the outcome of polytraumatized patients –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in Level I Trauma Center)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송형근, 정준영, 최완선, 김태훈

Discussion 12minutes

Saturday, April 27 [B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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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Paper Session B12 (10:50~11:20)  Atypical femur  좌장: 성열보/손현철

1
골다공증성 대퇴골의 새로운 금속정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특징 
(Computational simulation of new cephalomedullary nail in the osteoporotic femur and the implications)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정구희

2

하지 정렬 축이 대퇴골 비전형 골절의 골절 위치에 미치는 영향: 유한 요소 분석 
(Location of atypical femoral fractures can be determined by the mechanical axis of lower limb:  
CT- based finite element analysis)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국립재활센터¹, 한국기계연구원² |  
 김지완, 윤재연, 황동환¹, 이용구²

3

수술을 시행 받은 비전형 대퇴 완전 골절 환자에서 건측의 무증상 대퇴골의 진행; 초기 방사선학적 소견에 따른 분석 
(Progression of asymptomatic contralateral femur in patients with complete atypical femoral fracture;  
According to the initial radiographic finding)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이경재, 민병우, 최정훈, 손혁준

Discussion 12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B13 (11:20~11:50)  Acetabulum  좌장: 고한석/오형근

1

비구 골절의 비구하부나사못 삽입술을 위한 안전 지역에 대한 3차원 영상 분석 
(Safe zone of the infracacetabular screw: Virtual mapping of 362 three-dimensional hemipelvises for  
quantitative anatomic analysis)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 한국기계연구원¹ | 김지완, 임익주, 윤재연, 이용구¹

2
장기 추시가 가능하였던 비구골절 환자에서 수술 결과의 예측 인자 
(Predictive factors of long–term results after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for acetabular fracture)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윤순필, 양규현, 엄규섭

3
후벽 골절의 고정을 시행하지 않은 양지주 비구 골절의 수술 후 결과
(Postoperative outcomes of both column acetabular fracture with neglect of posterior wall fracture)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최재혁, 정재균, 한승범

Discussion 12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B14 (11:50~12:20)  Tibia II  좌장: 유제현/송형근

1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에서 단일 단계 수술의 결과
(The results of single-stage treatment for open tibial diaphyseal fractures)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안동병원 경북권역외상센터¹  
  | 여도현¹, 조재우, 김범수, 강성현, 오종건

2

경골 간부 골절에 대한 단계적 골수정 고정술 : 어떤 인자가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가? 
(Secondary intramedullary nailing following external fixation for tibial shaft fracture:  
What are the factors that affect infection?)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김준우, 오창욱, 박경현, 서일, 허정

3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을 위한 경골의 3차원 모델링 및 결과 
(Implications of three-dimensional modeling of the tibia for intramedullary nailing: An Asian cadaver study)
 차의과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¹ | 변성은, 정구희¹

Discussion 12minutes

Lunch (12:20~13:30)

Scientific Paper Session B15 (13:30~14:00) Wrist (English) 
   Chair: Ching-Hou Ma/Jae-Kwang Kim

1
Treatment of scaphoid nonunion with vascularized bone graft-Its indication and donor site selection 
 Limb Trauma Center, Nara City Hospital, Nara, Japan | Keiichi Murata

2
Treatment of mallet fracture via direct fragment pinning and extension- 
block pinning following percutaneous fragment reduction with towel clip
 Orthopedic Surgery,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Korea | Jae Hoon Lee, Seung Hyun Song

3
Percutaneous Volar Approaches for Screw Fixation of Scaphoid Waist Fractures
 Orthopedic Department, E-DA Hospital, Kaohsiung, Taiwan | Chin-Hsien Wu 

Scientific Paper Session B16 (14:00~14:30)  Knee II  좌장: 오형근/윤용철

1

Su 2, 3형 원위 대퇴골 인공관절 삽입물 주위 골절에 대한 이중 잠김 금속판 고정술 
(Excellent outcome after double locked plating in Su type II or III peri-prosthetic distal femoral fractures)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구리병원 정형외과학교실¹ 
  | 박경현, 오창욱, 박기철¹, 허정, 김준우

2
작은 골편을 동반한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에서 후내측 접근법을 통한 Post-tie 술식의 결과 
(Sutures tied to a post by posteromedial approach in PCL avulsion fractures with small bone fragment)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권혁민, 나영곤, 박지현, 심재앙

3

노인환자에서 발생한 과간 절흔을 포함하는 원위 대퇴 내과 시상면 골절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medial condyle sagittal fracture of distal femur involving intercondylar notch in  
geriatric patients)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학교실¹ | 이환희, 이세원¹, 김원유, 김용우¹, 이상헌¹, 황원하

Discussion 12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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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Paper Session B17 (14:30~15:00)  Calcaneus  좌장: 정형진/정비오

1

종골 골절에서 관혈적 정복술에 따르는 창상 합병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 
(Can we overcome the wound complication following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in  
calcaneal fracture surgery?)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¹ | 김우종, 이홍섭¹

2
건측 종골에서 측정한 골밀도와 전위된 종골 관절내 골절의 수술적 치료 후 단기 임상 결과의 연관성 
(Correlation between bone density of uninjured calcaneus and clinical outcomes after displaced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 fixation)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우승훈, 김정신, 서근택

3

종골 부정유합에 대한 종골 재건술의 중간 추시결과 
(Mid-term follow-up results of calcaneal reconstruction for calcaneal malunion)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족부정형외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형외과¹,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정형외과² |   
 이홍섭, 양기원, 박승범¹, 김우종², 이영구¹

Discussion 12minutes

Coffee Break  (15:00~15:20)

Scientific Paper Session B18 (15:20~15:50)  Pelvis/Femur head  좌장: 장재석/조영호

1

관절면 손상을 동반한 대퇴골두 골절 탈구에서 자가연골이식술을 사용한 임상결과 
(Clinical results of osteochondral autograft from ipsilateral femoral head for femoral head defect after posterior 
hip fracture dislocation – Short term preliminary study)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¹ | 원유건, 이기수¹, 강찬¹

2

노인 환자의 단독 전방 골반환 손상과 후방 골반환 손상이 동반된 전방 골반환 손상에서의 전방 골반환 손상의 
방사선학적 차이 
(The radiological differences in terms of anterior pelvic ring injury between concomitant posterior injury with 
anterior pelvic ring injury and isolated anterior pelvic ring injury in elderly patients)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형외과학교실¹ | 임익주, 김경환¹, 김지완

3

고에너지손상으로 발생한 골반환 손상의 후방 잠김 병변 
(Posterior locked lesions of fractured ilium over anterior border of sacrum resulted from high-energy trauma)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학교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¹,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학교실² | 이세원, 장재훈¹, 김원유², 김용우, 이환희²

Discussion 12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B19 (15:50~16:20)  Shoulder II  좌장: 한수홍/정웅교

1

쇄골 간부 골절의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골유합술 시 수직 골절편은 괜찮은 것인가? 
(Is vertical fragment acceptable in mini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for acute clavicular midshaft 
fractures?)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이진혁, 정웅교

2

원위 쇄골 골절의 새로운 분류 체계 
(A new classification system for distal clavicle fractures)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¹,  
 차의과학대학교 구미차병원 정형외과학교실²,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³  
  | 조철현, 김범수, 김두한, 최창혁¹, 단진명², 이호민³

3

외전 또는 내전 감입에 의한 상완골 근위부 삼분 또는 사분 골절에 대한 회전근개 간격을 통한  
비관혈적 상완골두 탈감입법 
(Closed humeral head elevating technique through rotator interval for valgus or varus impacted,  
3- or 4-part comminuted proximal humeral fracture)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¹,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²,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³ | 강호정, 김형식², 천용민¹, 홍정준³, 이용준

Discussion 12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B20 (16:20~17:00)  Wrist  좌장: 박종웅/이정일

1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 원위요골골절에서 척골돌기 골절 유무에 따른 임상적 결과 비교 
(Clinical outcomes of conservative treatment on distal radius fractures with and without ulnar styloid fractures)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학교실¹ | 이준구, 한수홍¹

2
수술 지연이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의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Surgical Delay on Outcome of TFCC Foveal Repair)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서현석, 강한빛, 강수환, 이주엽, 허준영

3

근위 주상골 불유합에서 수배측 순방향 무두나사 고정술 
(Dorsal anterograde headless screw fixation for proximal pole scaphoid nonunion)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¹,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²,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³  
  | 강호정, 최윤락¹, 고일현², 홍정준³, 이용준

4

전완부 골밀도 수치로 보존적 치료를 하는 원위 요골 환자의 후기 정복 소실을 예측할 수 있는가? 
(Can forearm bone mineral density predict late reduction loss of distal radius fracture treated  
by cast immobilization?)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이현일, 조성탄

Discussion 12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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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Paper Session C11 (08:30~09:00)  Distal humerus  좌장: 박진영/조철현

1

원위상완골 복잡 골절에서 ‛Expanded Paratricipital Approach’ 의 임상적 적용 
(Clinical application of ‘Expanded Paratricipital Approach’ for Fixation of Complex Articular Fractures 
in Distal Humerus: Revisited with Cadaveric Study and Case series)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조재우, 송종협, 강성현, 김범수, 여도현, 사공승엽, 강동완, 임익주, 오종건

2
원위 상완골 관절내 골절에서 삼두근 주위 접근법 (Paratricipital approach)을 이용한 내고정 
(Internal fixation for distal humeral intraarticular fractures through paratricipital approach)
 차의과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 한수홍, 홍인태, 최대성, 백유진, 김민욱

3

원위 상완골 관절외 골절에서 proximal humeral internal locking system (PHILOS) plate 의 적용 
(Modified use of a proximal humeral internal locking system (PHILOS) plate in extra-articular distal-third 
diaphyseal humeral fractures)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¹ | 손훈상, 신상진¹

Discussion 12minutes

Fracture  Forum (09:00~10:00)  Chair: 한수홍

1
Overcoming difficulties in complex upper extremity fractures
 서울의대 | 이영호, 경희의대 | 이재훈, 계명의대 | 조철현

Coffee Break  (10:00~10:20)

Symposium IV (10:20~11:20) Update on the treatment of upper extremity fractures  
(each lecture: 12 minutes)   Chair: Jong-Woong Park

1
Posterior global approach for the treatment of terrible triad injury of the elbows:  
A single surgeon series of 74 cases  Chang Gung Memorial Hospital, Taiwan | Ying-Chao Chou

2
Proximal humerus complex 3, 4 part fractures: How to manage 
 All India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New Delhi, India | Vivek Trikha 

3
Multiple plates fixation for complex humeral shaft fractures 
 C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orea | Soo-Hong Han

4 Management of comminuted distal radius fractures  Korea University, Korea | Jong-Woong Park

Discussion 12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C12 (11:20~11:50) Humerus  좌장: 신상진/이주엽

1

상완골 체간부 골절에서 좁은 고정압박 금속판 (narrow locking compression plate : NLCP)과 Long PHILOS plate 
(LPP)를 이용하여 각각 최소 침습적 골유합술 (MIPO) 시행 시 임상적 방사선학적 결과 비교 및 고찰 
(Narrow locking compression plate VS long Philos plate for mini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of spiral 
humerus shaft fractures)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Jae-Jung Jeong, Whan-Hee Lee, Sang-Eun Park,  
 Jong-Hun Ji, Min-Sik Park, Seok-Jae Park, Won-Ha Whang, Bong-Seok Choi

2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의 화소 단위 그레이 스케일 데이터를 이용한 골절 모델의 유한요소 분석 : 상완골 근위부 
골절에서 전향적으로 삽입된 내측 지지나사못의 역할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 fracture model using gray-scale pixel data from computerized tomography : 
Function of anterograde fixed medial support screw in proximal humeral fracture fixation)
 대구 파티마병원 정형외과, 영남대학교 교양학부¹,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Department,  
 University of Florida, USA², Fukuoka institute of Technology, Japan³ 
  | 신동주, 안재석¹, 최성, Banks, Scott², Chang, Chih-Chang², Shimoto, Takeshi ³

3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을 이용한 상완골 원위 간부 골절의 치료 
(Treatment of distal humerus shaft fractures with mini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이광철, 장세웅

Discussion 12minutes

Scientific Paper Session C13 (11:50~12:20) Forearm  좌장: 이영호/김종필

1
원위요골 골절에서 갈고리 금속판을 이용한 수장측 월상와 골편의 고정 
(Fixation of the volar lunate facet fragment in distal radius fracture using hook plate)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 정형외과학교실 | 김주학, 김준엽, 조숭환

2

원위 요골 골절에서 전위된 리스터 골편에 의한 장무지 신전건의 파열 
(Extensor pollicis longus tendon rupture caused by displaced a dorsal beak fragment of Lister’s tubercle in 
distal radius fracture)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학교실¹ | 이준구, 유우진, 한수홍¹

3

금속판과 자가 지주골 이식을 이용한 전완부골 간부 불유합의 치료 
(Treatment of forearm bone shaft nonunion using autologous strut bone graft and plate fixation)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강릉아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¹ 
  | 김재광, 주현석, 최신우¹

Discussion 12minutes

Lunch (12:20~13:30)

Saturday, April 27 [C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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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ster MEMO

1
복합 전자하 대퇴 골절에서 장골수정을 이용한 치료의 임상결과
(Clinical Results of Complex Subtrochanteric Femoral Fractures with Long Cephalomedullary Hip Nail)
 건양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 원유건, 오병학, 김광균, 차현재

2
Type 6 성장판골절을 동반한 원위 경골 골손실 환자에서의 복합적 치료
(Combined procedures in traumatic distal tibal bone defect with type 6 physeal fracture)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 이상현, 안태영, 조윤재

3
후과 골절에서의 나사 고정술: 전향적 실험 연구
(Screw fixation of the posterior malleolar fracture: An experimental and prospective clinical study)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¹,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² | 원유건¹, 이기수²,  강찬²

4

저에너지 대퇴경부 골절에 동반된 골반 취약 골절
(Concomitant fragility fracture of the pelvis in patients with surgically treated femoral neck fracture by low 
energy trauma)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 이승준, 김정묵, 윤강섭

5

노인에서의 대퇴골 하경부 골절의 발생률 및 수술적 치료 결과분석 : 후향적 코호트 연구
(Analysis of the incidence rate and outcome of surgical treatment in the basicervical femur neck fracture in 
Elderly : Retrospective cohort study)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노영호, 강기문, 남광우

6

정밀 분석을 통한 환강선과 새로운 C 모양 삽입물의 비교
(A comparison of cerclage wiring and new conceptual C-shaped implant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¹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²Medical Device Development Center, Osong Medical Innovation Foundation, KBIO 
 ³CNS medical company 
 | Joongsuk Cha¹, SangYong Lee², SoonChel Yang², JongWeon Seo³, Sung-Woo Choi¹ 

7
고관절 골절 수술에서 술전 철분 보충과 제한적 수혈의 효과 및 안전성
(Preoperative Iron Supplementation and Restrictive Transfusion Strategy in Hip Fracture Surgery)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¹ | 이영균, 윤병호¹, 원석형, 염지웅, 박정위, 구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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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Reception Friday, April 26 (17:40 - 18:30) 더 이스트 인 부산

3F

Room A

Friday, April 26 (09:00 - 17:35)

#311~#313

Saturday, April 27 (08:20 - 13:10)

Room B

Friday, April 26 (08:20 - 17:20)

#314~#315

Saturday, April 27 (08:20 - 12:35)

Room C

Friday, April 26 (08:20 - 17:25)

#316~#317

Saturday, April 27 (08:20 - 12:30)

2F

Skills Labs A

Friday, April 26 (12:30 - 14:30)

#211

Skills Labs B #213

3F

Fracture Forum A

Saturday, April 27 (09:00 – 10:00)

#311~#313

Fracture Forum B #314~#315

Fracture Forum C #316~#317

2019 KFS Annual Meeting Preliminary Floor Plan

회의실 3F
1F

제2전시장

➤
➤

➤

2층진입외부계단

컨벤션홀

컨벤션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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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2FEXHIBITION CENTER I
-Meeting Rooms

회의실

회의실

•위    치 : 글래스홀 2층 (8개실), 3층 (7개실)

2층 : 211~218 (8개실)

3층 : 311~317 (7개실) 

•규    모 : 2F (1,000㎡), 3F (877㎡) 각실 이동식 칸막이로 다양한 

공간연출 가능

•주요용도 :특별전시회, 문화전시회, 작품발표회, 미술전, 

이벤트행사, 세미나 등

•수용능력 : 극장식- 120명

•특 징 : 바닥 카펫타일 마감 

- 천장고 : 5m

2F

3F

211~213

214~218

311~313

314~317

13.7 x 9.35 x 5 (3개실)

13.7 x 9 x 5 (5개실)

13.7 x 9.35 x 5 (3개실)

13.7 x 9 x 5 (4개실)

384

616

384

493

위 치 실 가로 x 세로 x 높이(m) 면적(㎡)

211 ~ 213

214 ~ 218

311 ~ 313

314 ~ 317

3개실

5개실

3개실

4개실

13.7 x 9.35 x 5

13.7 x 9 x 5 

13.7 x 9.35 x 5

13.7 x 9 x 5

㎡

384

616

384

493

극장식

120

120

120

120

클래스식

56

56

56

56

연회식

50

50

50

50

실 가로x세로x높이(m) 면 적 최대수용인원(실별)

2F

위치

3F

480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55 APEC-ro Haeundae-gu, Busan, Korea (48060 )

3F

Room A
(CL 150) Room B

(CL 110) Room C
(CL 110)

2F

A B

Skills Labs Preview room /
Vip room 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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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サービス施設／交通案内

TRAFFIC GUIDE

주요 교통안내 전화번호

BEXCO서울사무소

부대·편의시설 / 교통안내

환승역 다대구간 개통예정 (2017년 4월)

벡스코(시립미술관)

동매
장림
신장림
낫개
다대포항
다대포해수욕장

(버

신해운대역

스 )

(버스
)

(버스
)

벡스코(시립미술관)역

5-1, 40, 1001

4

4

35분
40, 63, 100-1, 115-1,

139, 181, 1001

5-1, 39, 40, 63, 107, 115,
141, 155, 181, 1001, 1002

주요 교통편

지하철 안내도

벡스코(시립미술관)역

이우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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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역
(동해남부선)

•지하철 : 2호선 동백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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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BEXCO

•버스 : 31, 38, 39, 40, 63, 141, 181, 307, 13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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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

115-1, , 200

동백역
(누리마루 APEC 하우스)

•김해국제공항 / 1661-2626

•항공사 /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에어부산 1666-3060

•부산국제여객부두 / 051)463-3068

•부산역 / 1544-7788

•고속버스 / 1577-9956 

부산종합버스터미널 051)508-9200~4 동부시외버스터미널 1688-9969

서부시외버스터미널 1577-8301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 1688-0081

•부산 시티투어버스 / 051)464-9898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5번 출구,
트레이드 타워
1905호

BEXCO◀ ▶누리마루 APEC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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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XCO◀ ▶누리마루 APEC하우스

주요 교통안내 전화번호

• 김해국제공항  1661-2626

•  항공사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에어부산 1666-3060

• 부산국제여객부두  051) 463-3068

• 부산역  1544-7788

•  고속버스   1577-9956 
부산종합버스터미널 051) 508-9200~4  
동부시외버스터미널 1688-9969  
서부시외버스터미널 1577-8301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 1688-0081

• 부산 시티투어버스  051) 4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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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