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찾아오시는 길

제4회
고려대학교 정형외과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등록을 하여주시면 명찰 등을 미리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등록신청서를 작성 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수평점 의사협회 6점

주관절 심포지움

■등록비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
5만원
6만원

전공의, 군의관
3만원
4만원

The 4th Korea University
Elbow Symposium (KUES)

■사전등록 계좌번호
하나은행 510-910036-18504 (예금주: 근골격건강증진연구회)
■사전등록 마감일
2018년 11월 3일 (일)
■사전등록 문의처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비서 이혜영
Tel: 02-2626-1163, Fax: 02-2626-1164
E-mail: benutzen@naver.com

■교통안내
버 스

■사전등록 신청서
성

명

소

속

직

위

지하철

고대구로병원 하차

도시버스: 503, 571, 5615, 5619, 5626, 5630,
5714, 6411, 6511, 6512
마을버스: 구로10, 구로 11

1, 2호선 신도림역

1번 출구: 503, 5714, 6512, 5615
2번 출구: 5619, 6411, 6511

1호선 구로역
(애경백화점 건너편)

1번 출구: 모든 버스 병원 경유

2, 7호선 대림역

4번 출구: 구로10, 구로11 (마을버스)

7호선 남구로역

4번 출구: 도보로 6~7분 거리 (약 400 m)
버스 환승 6512, 6411, 6511, 5615, 5619

강북방면

영등포역을 지나서 구로역 사거리에서 좌회전 →
우측으로 계속 진행하면 좌측으로 고대구로병원

안양∙안산방변

성산대교 서부간선도로 진행 → 오금교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 → 구로역 사거리 지나 우측으로
진행하면 좌측으로 고대구로병원

의사면허번호
주
연락처

소

전화번호
E-mail

자가용

｜일시｜
｜장소｜
｜주최｜
｜주관｜
｜후원｜

2018년 11월 10일(토) 09:00~17:30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의생명연구센터 1층 대강당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근골격 건강증진 연구회
대한견∙주관절학회

Program
초대의 글

08:50

Opening Remark

(고려의대) 박정호

09:00-09:50 Acute Trauma in Elbow I

12:50-13:00

Q&A

13:00-14:10

Lunch / Photo

(고려의대) 박정호, (단국의대) 서중배

14:10-15:00 Sequelae after trauma I
안녕하십니까?

09:00-09:12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09:12-09:24
09:24-09:36

항상 진료에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과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09:36-09:50

기원 드리며 다가오는 11월에 개최 예정인“주관절 심포지움”

Distal humerus Fracture type and
surgical strategy
(가톨릭의대) 송현석
Parallel and Perpendicular plating (고려의대) 정웅교
Video technique: Step by step distal humerus
column fracture fixation
(이화의대) 신상진
Q&A

(대구가톨릭의대) 최창혁, (가톨릭의대) 정진영

14:10-14:22
14:22-14:34

Why stiffness develop after trauma? (경희의대) 조남수
How to manage heterotopic ossification?

14:34-14:46

Video technique: open and arthroscopic
capsular release
(원광의대) 김정우
Q&A

(계명의대) 조철현

14:46-15:00

09:50-10:30 Case based on discussion
(가천의대) 김영규, (고려의대) 오종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5:00-15:40 Case based on discussion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에서는 제 4회 고려대 주관절
심포지움(KUES, Korea University Elbow Symposium)을 개최

09:50-10:03
10:03-10:16
10:16-10:30

1. Case presentation I
2. Case presentation II
3. Case presentation III

10:30-10:50

Coffee break

(인제의대) 김정한
(경상의대) 문동규

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주관절의 외상 및 후유증 (Elbow
trauma and sequelae)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
였습니다. 흔한 외상과 후유증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증례 토론

10:50-11:40 Acute Trauma in Elbow II

1. Case presentation I
2. Case presentation II
3. Case presentation III

15:40-16:00

Coffee break

(연세의대) 김두섭
(을지의대) 임태강
(동아의대) 노영민

16:00 -16:50 Sequelae after trauma II
10:50-11:02

구성하였습니다(Dr. Masatoshi Takahara, Izumi Hospital,

11:02-11:14

Sendai, Japan).

11:14-11:26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Complex elbow injury: What are the
fracture and dislocation
(고려의대) 김성연
How to fix coronoid fracture ? from open
to arthroscopy
(순천향의대) 김병성
Video technique: Step by step Primary
Total Elbow Arthroplasty in distal humerus Fx
(전남의대) 김명선

11:26-11:40

감사합니다.

15:00-15:13
15:13-15:26
15:26-15:40

(연세사랑병원) 김성재, (인제의대) 염재광

을 통해 임상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초청 강의로서 주관절의 스포츠 손상에 대한 강의를

(조인정형외과) 변기용, (성균관의대) 김유진

(인제의대) 김영복

(네온정형외과) 박진영, (조선의대) 문영래

16:00-16:12
16:12-16:24

Malunion of elbow fracture, Corrective
osteotomy necessary?
(울산의대) 전인호
Persistent chronic instability. How to manage?

16:24-16:36

Video technique: LCL reconstruction for PLRI

16:36-16:50

Q&A

(고려의대) 문준규

Q&A

(세명기독병원) 류인혁

11:40-12:20 Case based on discussion
(한양의대) 박태수, (부산의대) 천상진

16:50-17:30 Case based on discussion
(울산의대) 고상훈, (고려의대) 정웅교

고려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견주관절 클리닉
박정호∙문준규∙정웅교

11:40-11:53
11:53-12:06
12:06-12:20

1. Case presentation I
2. Case presentation II
3. Case presentation III

(중앙의대) 김재윤
(한림의대) 황정택
(중앙의대) 이재성

16:50-17:03
17:03-17:16
17:16-17:30

1. Case presentation I
2. Case presentation II
3. Case presentation III

17:30

Closing Remark

(좋은삼선병원) 조형래
(영남의대) 박삼국
(동국의대) 이호민

12:20-13:00 Special guest lecture
(대전한국병원) 이광진, (고려의대) 문준규

12:20-12:50

Elbow injury in sports
(Izumi Hospital, Sendai, Japan) Takahara Masatoshi

(고려의대) 문준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