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INFORMATION

등록 방법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아래 계좌로 등록비를 입금하신 후
사전등록 홈페이지 (http://dsmcos.urimed.co.kr) 로 접속
하셔서 사전등록접수 메뉴 클릭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단
 체 등록이 불가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개인 등록 부탁드립
니다.

사전 등록 기간
2019년 1월 13일 일요일까지

동대구역
지하철：동대구역 (1호선) → 반월당 → 강창역 (2호선)
버스：급행1, 425, 524

등록비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

전공의·간호사

50,000

30,000

전문의

전공의·간호사

70,000

50,000

입금 계좌
대구은행 508-13-158802-2
예금주. 배기철(관절척추연구회)

대구역
지하철：대구역 (1호선) → 반월당 → 강창역 (2호선)
서울 방면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 서대구 진입 → 광주마산 방면(광주대구 고속도
로)으로 진입하여 약 3㎞ 주행 → 성주 방면으로 빠져나온 후 →
성서 방면으로 약 2㎞ 주행
부산, 울산, 경주, 포항 방면
경부고속도로 이용 → 동대구나 북대구로 진입하지 말고 광주·
마산 방면(광주대구 고속도로)으로 진입하여 약 3㎞ 주행 → 성주
방면으로 빠져나온 후 → 성서 방면으로 약 2㎞ 주행
마산, 광주 방면
광주대구 고속도로 또는 중부내륙 고속도로지선 이용 → 성주 방면
으로 빠져나온 후 → 성서 방면으로 약 2㎞ 주행

문의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형외과 사무실
Tel. 053-250-7729, 8028, 8157
E-mail. os@dsmc.or.kr

행사장 주소. 계
 명대학교 의과대학 성서캠퍼스 존슨홀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TEL. 053) 580-3712~5
주차장.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內

2019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형외과

개원의 연수강좌
일시 | 2019년 1월 20일 일요일 08:30-16:50
장소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성서캠퍼스 존슨홀
주최 | 관절척추연구회
주관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연수평점 | 6점

INVITATION

PROGRAM

2019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형외과 개원의 연수강좌

08:30-08:50 등록

안녕하십니까?
날이 갈수록 의료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개원의 현실에서 항상

12:20-13:20 Luncheon Symposium

08:50-09:00 개회사

주임교수

조철현

격려사

명예교수

강창수

계명의대

민병우

The first and only RANKL inhibitor Denosumab
계명의대 이시욱
기념 사진 촬영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09:00-10:00 Session I : Knee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대학병원과 개원의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학술모임을 통해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북의대

경희수,

계명의대

09:00-09:15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최신 유전자 치료
09:15-09:30 내반슬 환자의 근위 경골 절골술

병원의 개원에 즈음하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형외과에서는
올해“2019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형외과 개원의 연수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연세의대

김성환
심재앙

13:20-13:35 소아 하지 변형 (외반슬, 내반슬, 회전변형)의 치료
경북의대 오창욱

하철원

13:35-13:50 외래에서 접하는 족부질환

09:30-09:45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골관절염 치료
09:45-10:00 Discussion

13:50-14:05 족부질환의 주사치료 총정리

			

14:05-14:20 Discussion

10:00-10:20 Coffee Break
			
10:20-11:20 Session II : Upper Extremity
전 가톨릭관동의대 정수태,

다양한 분야의 최신 지견 및 술기에 대하여 저희 교실 교수진 뿐

부산미래병원

김철홍

아니라 저명하신 외부 연자를 모시고 실제 임상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석하시는 여러 선생님

10:35-10:50 상지 질환에서의 스포츠 재활 및 도수 치료

합니다.
많은 개원의 및 봉직의 선생님들의 적극적 참여와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으뜸병원

이성만

10:50-11:05 Prolotherapy와 TPI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및 주의점
선정형외과 선승덕
11:05-11:20 Discussion

대구가톨릭의대

울산의대

2019년 1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
관절척추 연구회 회장 조철현

14:40-15:40 Session V : Special Lecture
열린큰병원 황석영,

계명의대

조철현

14:40-15:05 알쓸신법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법률상식)
준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황정민
15:05-15:30 정형외과 비급여와 실손보험 - 향후 방향
날개병원

이태연

대구가톨릭의대

고상봉

계명의대

손은석

15:30-15:40 Discussion

조명래
윤필환

15:40-15:55 척추 질환 환자의 약물치료

15:55-16:10 척추 통증의 초음파 유도하 중재적 시술
고신의대

김창수

안상호재활의학과

조윤우

주임교수

조철현

11:35-11:50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 적절한 치료는 무엇인가?
한림의대 유제현

16:10-16:25 개원가에 필요한 요추 운동법

11:50-12:05 비전형 대퇴골절, 무엇이 문제인가?

16:25-16:40 Discussion

12:05-12:20 Discussion

천동일

			

15:40-16:40 Session VI : Spine
인제의대 김진환,

11:20-11:35 X-ray는 괜찮은데 고관절이 아파요

감사합니다.

정홍근

			

			
11:20-12:20 Session III : Hip & Fracture
경북의대 김신윤,

건국의대
순천향의대

14:20-14:40 Coffee Break

10:20-10:35 외래에서 활용 가능한 초음파와 ESWT를 이용한 치료
한림의대 이용범

들과 함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긴밀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

13:20-14:20 Session IV : Pediatric & Foot & Ankle
서울의대 정진엽, 계명의대 송광순

가천의대

성균관의대

제2의 도약과 새로운 100년을 위해 국내 의료계를 선도할 새

배기철

계명의대

이경재

			
16:40-16:45 폐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