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FORM
성

명

전문의

전공의

군의관

1. Welcome Dinner
참석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저녁 만찬의 시간을 통해, 12회째 맞이하는 이번 행사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기타

2. 의국 화합의 장
의사 면허번호
병

전문의 번호

원

성

별

남

여

숙소 배정에 꼭 필요하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과 함께 골절치료의 지견도 넓히
고, 저녁시간에는 서로 지난 시간을 격려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무처 주소
송

금

인

송

금

일

전

3. Case Discussion
2013년

월

화

일
휴

은행
대

지점

폰

4. Faculty와의 만남

E-Mail
˙위 등록 양식을 온라인 사전등록(http://www.incoregister.org/2013tu)에서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이점 유념 부탁드립니다.
˙등록자와 다른 타인의 이름으로 등록비를 입금할 때에는 송금인의 이름을 Registration
Form에 반드시 써주세요. 전화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모든 예약과 관련하여 행사 당일 취소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콘도 숙박은 4인 1실 기준이며 연자 한 분과 일반 참석자 3명이 한 조로
편성되어 저녁식사 후 숙식을 같이 하면서 평소의 궁금하셨던 점이나 임상 경험들을
토론할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 하였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방 배정 및 투숙
명단은 당일 등록 데스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 Trauma Update 간호사 프로그램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간호사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된 안내 내용을 참고하시어 등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록 비

˙문

치료 과정 중 힘드셨던 증례, 쉽게 경험할 수 없어 다른 선생님들과 상의하시고 싶은
증례를 발표하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상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USB Memory에 저장
하여, 사전에 좌장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시스템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사전등록

등록비 포함 내역

전문의

12 만원

군의관
전공의

7 만원
7 만원

간호사

6 만원

-

콘도 1박 (4인 1실)
석식
조식
기념품 및 초록집 포함

th

12 2013

Trauma Update

“ Art of Getting Straight ”
일시 :

5월 31일(금)~6월 1일(토)

장소 : 카니발 컬쳐 팰리스 컨벤션센터
덕유산 리조트

6. 무주리조트 오시는 길
(자세한 방법은 덕유산리조트 홈페이지
h t t p : / / w w w . m d ys re s o r t . c o m 를
참조하시면 편리합니다.)

의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담당자 : 노옥주)				
Tel : 02)958-8348

˙사전등록 마감 :
˙연수평점 : 9점

2013년 5월 26일 (일)

˙입금계좌번호 : 하나은행 584-910005-06905
˙예 금 주 : 노 옥 주

주최·Trauma Update Committee 이용걸, 양규현, 박진영, 오종건, 신상진, 오형근
후원·대한골절학회

INVITATION

5. 31. FRIDAY

항상 최선의 골절 치료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 1회 “New Start”를 시작으로 어느덧 2013년 제 12회째 Trauma Update 행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Art of Getting Straight”를 주제로 관심과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을 초빙하여 다양한 경험과 최신지견을 함께 공유하고 증례발표를 통하여
주제별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에게는 좋은 배움의 자리를
제공하여 서로 독려하고 학문적으로 친화적인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바쁜 일정에도 참석하시어 좋은 배움의 시간과 의국원, 동료, 선후배와 함께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뜻 깊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12:00~12:10

Opening Remark : "Meaning of Art of Getting Straight"

Session 1
12:10~12:20
12:20~12:30
12:30~12:40
12:40~12:50
12:50~13:10

Comminuted distal clavicle fracture
Hook plate
Conventional plate
CC augmentation procedure
Tension band
Discussion

Session 2
13:10~13:25
13:25~13:40
13:40~13:55
13:55~14:15
14:15~14:35

Pelvis & Acetabular fractures
Proper buttressing in post. wall fracture
Acetabular fracture "decision making"
Stable fixation for unstable pelvic ring injury
Discussion
Coffee Break

Session 3

Treatment solutions for complex fractures around elbow joint
좌장 : 건국의대┃박진영
Low line distal humerus fractures: parallel or perpendicular plate?
가톨릭의대│송현석
울산의대│전인호
Coronoid fractures: fix or leave it ?
성균관의대│박민종
Radial head fractures: fixation or arthroplasty ?
서울의대│이영호
Osteoporotic distal radius fractures
Discussion

14:35~14:45
14:45~14:55
14:55~15:05
15:05~15:15
15:15~15:35
Session 4
15:35~15:50
15:50~16:05
16:05~16:20

Trauma Update Committee
이용걸, 양규현, 박진영
오종건, 신상진, 오형근

6. 1. SATURDAY

16:20~16:40
16:40~17:00
17:00~18:30

경희의대│이용걸

좌장 : 가천의대┃김영규
충남의대│김경천
가톨릭의대│김양수
성균관의대│유재철
동아의대│김철홍

좌장 : 대구파티마병원┃변영수
울산의대│김정재
고려의대│한승범
인제의대│오형근

좌장 : 차의과대┃윤형구
Femur & around knee fractures
Treatment of intertrochanteric femur fracture : Is helical blade superior to hip screw?
한양의대│박기철
Use of pointed reduction forceps assisted minimally invasive reduction
고려의대│오종건
technique in femoral nailing
Locking plate fixation in distal femur fracture: efforts to get out of the risk of
한림의대│유제현
fixation failure
Discussion
Coffee Break
좌장 : 이화의대┃신상진
Case Discussion: Upper Extremities
김명선 (전남의대), 박경진 (충북의대), 김정한 (부산백병원), 이봉근 (한양의대),
이두형 (아주의대), 이승준 (부산의대), 천용민 (연세의대), 최성욱(제주의대),
이영호(서울의대)
Panel Discussion : 이용걸, 김영규, 조남수, 신동주, 김경천, 김양수, 유재철,
김철홍, 박진영, 송현석, 전인호, 박민종, 이영호

18:30~18:40

Awards : Upper Extremities 우수발표자 선정

19:00~

Welcoming Dinner

경희의대│이용걸
ALL

08:00~09:30

좌장 : 고려의대┃오종건
Case Discussion: Lower Extremities
황지효( 한림의대), 김지완(인제의대), 손현철(충북의대), 안재민(부산의대),
임승재(성균관의대), 심재앙(가천의대), 손훈상(국립의료원), 박희곤(단국의대),
김태영(한림의대)
Panel Discussion : 변영수, 김정재, 한승범, 오형근, 윤형구, 박기철, 유제현,
오종건, 하상호, 손욱진, 양규현, 정구희

Session 5

Proximal humerus fracture with medial comminution. How do I manage it?
좌장 : 경희의대┃이용걸
가천의대│김영규
Fibular strut graft augmentation
경희의대│조남수
Indirect reduction with medial calcar screw
대구파티마병원│신동주
Plating with bone substitute
이화의대│신상진
Arthroplasty after failed fixation
Discussion
Coffee Break

09:30 ~ 09:40
09:40 ~ 09:50
09:50 ~ 10:00
10:00 ~ 10:10
10:10 ~ 10:30
10:30 ~ 10:50
Session 6
10:50 ~ 11:05
11:05 ~ 11:20
11:20 ~ 11:35
11:35 ~ 11:55

좌장 : 조선의대┃하상호
Tibia & foot fractures
영남의대│손욱진
Proximal tibial fracture: IM nail vs Plate
Avoiding Rotational Mismatch Of Locking Distal Tibia Plates Depends On
연세의대│양규현
Proper Plate Position
고신의대│정구희
Current concepts in the management of Pilon fracture
Discussion

11:55 ~ 12:05

Awards: Lower Extremities 우수발표자 선정

연세의대│양규현

12:05 ~ 12:15

Closing Remark

연세의대│양규현

Organizing Committee
이용걸(경희의대), 양규현(연세의대), 박진영(건국의대)
오종건(고려의대), 신상진(이화의대), 오형근(인제의대)
Invited Faculties
김영규(가천의대), 조남수(경희의대), 신동주(대구파티마병원), 김정재(울산의대), 한승범(고려의대)
김경천(충남의대), 김양수(가톨릭의대), 유재철(성균관의대), 김철홍(동아의대), 박기철(한양의대)
유제현(한림의대), 송현석(가톨릭의대), 손욱진(영남의대), 정구희(고신의대), 전인호(울산의대)
박민종(성균관의대), 이영호(서울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