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사전등록 안내

INFORMATION
오시는 길

대상: 정형외과 전문의 및 전공의, 간호사

제1 회

※사전등록 방법
등록 마감일까지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등록신청서 작성 후
E-mail (shleeortho@gmail.com) 또는 Fax (062-225-7794)로 송부
바랍니다.

Foot&Ankle

※등록비
전공의, 군의관, 간호사

Trauma Symposium

전문의

사전등록

5만원

7만원

현장등록

6만원

8만원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센터
3층 강당

(사전 등록 후 연락 없이 불참하실 경우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입금계좌: 광주은행 003-121-706579 이승훈 (족부외상연구회)

※사전등록마감: 2014년 11월 5일까지

주변 지하철역
▶ 1호선(서대전네거리)

사전등록 신청서
등

록

제1회 Foot & Ankle Trauma Symposium

주변 버스정류장
▶ 센트럴파크아파트(22-130) 간선 313, 315, 615, 619 외곽 30

일:

▶ 센트럴파크아파트(22-140) 간선 313, 315, 615, 619 외곽 30
성

명:

(등록자 명단 기재)

의사면허번호:
소
입

간선 313, 315, 615, 619
외곽 317 지선 30

▶ 충남대학교병원(22-220)

간선 313, 315, 615, 619 외곽 317

속:
금

주
연

▶ 충남대학교병원(22-210)

일:

일시 |
임금자명]

소:
락

처:

Tel. 010-3607-8771 / Fax. 062-225-7794
E-mail. shleeortho@gmail.com

팩스]
E-mail]

구

장소 |

충남대병원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센터 3층 강당

주관 |

대한족부족관절 외상연구회

주최 |

대한골절학회, AO Trauma Korea

후원 |

DePuy Synthes

평점 |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6점

문의처 | 이근배∙이승훈 (전남의대 정형외과)
전화]

분: □ 전문의

□ 전공의 및 기타
Design by. 우리의학사(02.2266.2752)

2014년 11월 9일(일)

PROGRAM
08:50~09:00

환영사

전남의대 이근배

Session 5. CALCANEAL FRACTURES
좌장: 성일훈

Session 1. ANKLE FRACTURES
좌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09:00-09:13

진단 및 분류가 치료 결정에 도움이 되는가?
연세의대 한승환

어느덧 선선한 바람과 맑은 하늘이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때에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으신

09:13-09:26

다양한 증례들에서 다양한 치료방법 소개
조선의대 이준영

09:26-09:39

건국의대 정홍근

족부족관절 외상 연구회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과 인구

Reduction Techniques Based on Fracture
충남의대 강 찬
Pattern

13:53-14:06

수술적 치료: Minimal Invasive Approach
고려의대 김학준

14:06-14:19

수술적 치료: Extensile Lateral Approach
전남의대 이근배

Syndesmotic Injury (Debate Points)

선생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09:39-09:50

13:40-13:53

14:19-14:32

Management of Complications
인제의대 정형진
(Malunion, Arthritis)

14:32-14:42

Discussion

Discussion

Session 2. PILON FRACTURES

고령화로 인하여 족부족관절 외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좌장: 정홍근

Session 6. TALUS AND MIDFOOT FRACTURES

현실에서 족부족관절 외상에 관한 기초 또는 임상의학 분
야의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학술적 논의를 통하여 골절 치
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 1회 Foot & Ankle Trauma

09:50-10:03

성균관의대 성기선

10:03-10:16

다양한 증례들에서 수술적 치료방법 및 결과

10:16-10:29

Management of Complications
(Malunion, Arthritis)
동아의대 이명진

10:29-10:40

Discussion

10:40-11:00

BREAK

인제의대 곽희철

Symposium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번 심포지움은 족부족관절의 외상에 대한 치료와 외
상 후유증에 대하여 치료 경험이 풍부한 연자 들을 모시고
증례 위주의 강연을 통해 족부족관절 외상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미래 지향적인 치료개발을 위한

14:42-14:55

Talus Neck Fracture (Approach & Fixation)
인제의대 배서영

14:55-15:08

Lisfranc Fracture and Dislocation
가톨릭의대 정진화

15:08-15:21

Fifth Metatarsal Base Fracture 울산의대 이호승

15:21-15:31

Discussion

15:31-15:45

BREAK

Session 3. MY EXPERIENCE

깊이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하시어 유익한 배움의 시간이

좌장: 이호승

치료 방법의 변천사와 Decision Making

Session 7. MY EXPERIENCE

좌장: 정형진∙정진화
11:00-12:00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상의대 남대철, 전북의대 이광복, 서울의대 이경민,
인제의대 조재호, 연세의대 최우진

좌장: 성기선∙곽희철
15:45-16:45

경희의대 정비오, 순천향의대 천동일

Session 4. PANEL DISCUSSION WITH CASES
좌장: 이근배

족부족관절 외상연구회

12:00-12:50

인제의대 곽희철, 성균관의대 성기선,
조선의대 이준영, 연세의대 한승환

12:50-13:40

LUNCH

아주의대 박영욱, 영남의대 박철현, 강원의대 이 강,

Session 8. PANEL DISCUSSION WITH CASES
좌장: 성일훈
16:45-17:35

충남의대 강 찬, 고려의대 김학준,
인제의대 배서영, 가톨릭의대 정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