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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사전등록방법 아래 입금계좌로 입금하신 후 사전등록 홈페이지
http://huets.urimed.co.kr로 접속하여 [사전등록접수] 메뉴
클릭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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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등록이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개인 등록 부탁
드립니다.
※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하여 가급적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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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마감일

2019년 3월 1일(금)까지

등록비

현대백화점

사전등록: 전문의 7만원 / 전공의, 군의관 5만원
현장등록: 전문의 8만원 / 전공의, 군의관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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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3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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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계좌

우리은행 1002-247-271977 (예금주: 최윤락)

마포방면

서강대교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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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 UPPER
EXTREMITY TRAUMA

SYMPOSIUM

버 스
유의사항
1. 사전등록 마감 후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2. 사전등록 마감일 전까지 입금하지 않으시면 사전등록이 자동
취소 됩니다.

�세브란스병원 앞
파랑버스(간선) : 163, 171, 272, 370, 470, 472, 601, 606, 750, 751
초록버스(지선) : 6714, 7017, 7020, 7712 (충정로방향), 7015, 7737 (독립문), 7024 (병원통과)
빨강버스(광역) : 9601, 9602, 9606, 9708, 9713

문의처
연세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TEL: 02-2228-2180
E-mail: hsseo01@yuhs.ac

2019년 3월 10일 (일요일)

｜장 소｜ 연세대학교

지하철

2019 Hand & Upper Extremity Trauma Symposium

｜일 시｜

� 2호선 : 신촌역 1번출구 → 병원 셔틀버스 / 3번출구 → 도보 15분
� 5호선 : 충정로역 → 2호선으로 환승
서대문역 3번출구 → 370, 470, 601,710,750번 버스환승
� 3호선 : 독립문역 4번출구 → 7024,7737 버스 환승
경복궁역 1번출구 → 272번 버스 또는 병원 셔틀버스 (1번출구 50m 전방 사학회관 앞)
� 6호선 : 합정역 → 2호선으로 환승

의과대학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 홀

｜주 관｜ 수부상지외상연구회
｜주 최｜ 대한수부외과학회
｜평 점｜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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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HAND & UPPER EXTREMITY TRAUMA SYMPOSIUM

09:00~10:00 Hand

좌장∙경희의대 정덕환

명지병원 김주학

09:00~09:12 Phalangeal fractures - PIPJ

가톨릭의대 서유준

09:12~09:24 Phalangeal fractures - MPJ

안녕하십니까?

건국의대 이승준

09:24~09:36 Metacarpal fractures - Neck/Base

가톨릭의대 강수환

09:36~09:48 Metacarpal fractures - Shaft
기해년을 맞아 모든 분들께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 학기 시작에 맞추어 2019년 Hand and Upper Extremity
Trauma Symposium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 각합니다.

09:48~10:00 Discussion

좌장∙한양의대 이광현

13:30~14:30 Elbow

세명기독병원 류인혁

13:30~13:45 Acute elbow dislocation

전남의대 김명선

13:45~14:00 Unstable olecranon fractures

차의대 한수홍

14:00~14:15 Unstable radial head fractures
14:15~14:30 Discussion

14:30~15:30 Video session (I): Arthroscopic assisted fixation
좌장∙성균관의대 박민종

10:00~11:00 Carpal Injuries

좌장∙연세의대 강호정
가톨릭의대 이주엽

14:30~14:45 Distal radius fractures
스포츠 활동 인구의 증가로 수부 및 상지에 발생한 외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 술기와
기구의 발달로 수부 및 상지에 발생한 골절의 치료에 있어 많은 변화
가 있어 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수부와 상지 골절의 진단과
치료와 더불어 외상성 말초신경 손상과 연부조직 결손 등 상지의 난치성
외상 환자에서 진단과 치료의 최신 지견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10:00~10:12 Scaphoid fractures - Percutaneous screw fixation
10:12~10:24 Scaphoid fractures - ORIF

본 심포지엄을 통해서 임상 및 학문적으로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소중한 배움과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수부상지외상연구회

전북의대 이영근

원광의대 강홍제

15:00~15:15 Perilunate injury

연세의대 최윤락

서울의대 공현식

15:15~15:30 Discussion

10:24~10:36 Scaphoid nonunions - Vascularized BG
고려의대 박종웅
경상의대 박진성

10:36~10:48 Hamate/Pisiform fractures
또한 최근 손목관절 주위 외상의 치료에 있어 관절경의 사용 빈도
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비디오 세션을 통해
원위 요골 골절, 주상골 골절 및 불유합, 수근골 불안정의 환자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진단과 수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해 토론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14:45~15:00 Scaphoid fractures and nonunions

10:48~11:00 Discussion

15:30~15:50 Coffee Break
15:50~17:00 Video session (II): Microsurgical reconstruction
좌장∙가톨릭의대 송석환

11:00~11:20 Coffee Break

15:50~16:05 Nerve transfer for brachial plexus injury
울산의대 김재광

11:20~12:20 Forearm

좌장∙서울의대 백구현

16:05~16:20 Soft tissue coverage for elbow and forearm
서울의대 이영호

16:20~16:35 Mangled hand

MS재건병원 이기준

인제의대 이준구

16:35~16:50 Ampuated arm

부산의대 이상현

11:32~11:44 Distal radius fractures - Comminuted

경희의대 이재훈

16:50~17:00 Discussion

11:44~11:56 Galeazzi

이화의대 노영학

11:56~12:08 Monteggia

한림의대 권봉철

11:20~11:32 Distal radius fractures - Simple instraarticular

12:08~12:20 Discussion
12:20~12:30 Synthes implant 소개

한수홍∙이주엽∙김재광∙최윤락

17:00~18:00 Humerus

17:00~17:12 Intercondyle Fx - Simple articular

고려의대 강종우

17:12~17:24 Intercondyle Fx - Complex

중앙의대 이재성

17:24~17:36 Capitellum & trochlear Fx - Simple
17:36~17:48 Complex shaft fractures

12:30~13:30 Lunch

좌장∙가톨릭의대 정양국

17:48~18:00 Discussion

충남의대 차수민
순천향의대 김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