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제3회

하지 골절
심포지엄
• 일 자 : 2019년 6월 16일(일)
• 장 소 : 제주대학교병원 대강당(2층)
• 주관 및 주최 : 대한골절학회
• 후 원 : 제주대학교병원 관절센터

인사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의 초입에 아름다운 제주에서 제3회 하지골절 심포지엄이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2017년 제1회 하지골절
심포지엄이 개최된 이래 제2회 심포지엄이 성료되고 이제 3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제1회와 2회의 하지골절 심포지엄이 다양한 골절치료에 있어 하지골절에 좀더 집중적인 연구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면 오늘 제3회 심포지엄은 더욱 성숙된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골절치료에 있어 전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가치 있는 시간인 만큼 서로의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학문의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미로운 심포지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골절학회 회장 박 종 웅

안녕하십니까?
제3회 대한골절학회 하지골절 심포지엄을 2019년 6월 16일(토)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2년간의
심포지엄이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힘입어 올해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골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관절 주위 골절, 비전형 대퇴골
골절 등 치료하기 어려운 골절들의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노인 골절 치료에 대한 세션을
포함하였고, 그 외 비교적 흔히 발생하면서도 치료하기 까다로운 하지 골절들을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과 제주도 정형외과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며 최신 지견을 함께
나누시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골절 심포지엄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대한골절학회 하지 골절위원회 위원장 박 기 철

프로그램
08:20~08:50
08:50~09:00

접 수
개회사
축 사

09:00~09:40

Case Session - Proximal Femur Fractures

09:00~09:10
09:10~09:20
09:20~09:30
09:30~09:40

Head fracture
Neck fracture
Intertrochanteric fracture
Subtrochateric fracture

09:40~10:20

Session 1 Proximal Femur Fractures

09:40~09:50
09:50~10:00
10:00~10:10
10:10~10:20
10:20~10:35

Lipohemarthrosis in detecting ipsilateral femoral neck fracture
Intertrochanteric fractures: Do a sliding hip screw
Intertrochanteric fractures: Do a nail
Basicervical fractures: How to stay out of trouble
Discussion

10:35~10:50

Coffee break

10:50~11:30

Case Session - Fractures around the knee

10:50~11:00
11:00~11:10
11:10~11:20
11:20~11:30

Distal femur fracture
Patella
Tibia plateau
Proximal tibia shaft fracture

제주의대 최성욱
강원의대 김경환
연세의대 손훈상
계명의대 김범수

11:30~12:10

Session 2 Complex injuries

좌장 : 김상림, 김강일

11:30~11:40
11:40~11:50
11:50~12:00
12:00~12:10
12:10~12:25

Distal femur fractures: Nail or Plate
Patella fractures: emphasis on pitfalls & tips
Posterior tibial plateau fractures: emphasis on pitfalls & tips
Tibia shaft fractures (proximal and distal) - tips & tricks to avoid complications
Discussion

12:25~13:30

Luncheon Symposium

하지골절 위원장 박기철
대한골절학회장 박종웅
좌장 : 윤형구, 김원유
충북의대 손현철
제주의대 노영호
한림의대 유제현
연세의대 정회정
좌장 : 양규현, 김종오
연세의대 양규현
서울의대 유정준
계명의대 민병우
고려의대 한승범

좌장 : 변영수, 김정재

경희의대 김강일
가천의대 심재앙
울산의대 김지완
한양의대 황규태
좌장 : 박기철

Optimized Osteoporotic Fracture Management

제주의대 남광우

13:30~14:10

Case Session - Fractures around the ankle

13:30~13:40
13:40~13:50
13:50~14:00
14:00~14:10

Pilon fracture I
Pilon fracture II
Ankle fracture
Calcaneus fracture

14:10~14:50

Session 3 Ankle / Foot injuries

14:10~14:20
14:20~14:30
14:30~14:40
14:40~14:50
14:50~15:05

Deltoid ligament rupture in ankle fractures: ignore it or repair it
The posterior malleolus: when to fix
When to fix and how to reduce syndesmosis
Midfoot injury: fix it or fuse it
Discussion

15:05~15:20

Coffee break

15:20~16:00

Case Session – Geriatric fractures

15:20~15:30
15:30~15:40
15:40~15:50
15:50~16:00

Atypical femur fracture
Periprosthetic fracture of femur around THA I
Periprosthetic fracture of femur around THA II
Periprosthetic fracture of femur around TKA

제주의대 남광우
인제의대 윤병호
대구파티마병원 조영호
조선의대 이광철

16:00~16:40

Session 4 Complications (case based lecture)

좌장 : 강준순, 이기행

16:00~16:10
16:10~16:20
16:20~16:30
16:30~16:40
16:40~16:55

Management of soft tissue defect following open fractures
Management of severe bone loss: Masquelet technique
Nonunion after MIPO - what can go wrong?
Nonunion after nailing - revision with another nail or plate
Discussion

16:55~17:00

Closing remarks

좌장 : 하상호, 이근배
경북의대 김준우
가천의대 윤용철
아주의대 송형근
을지의대 김갑중
좌장 : 김영창, 이준영
전남의대 이근배
국군수도통합병원 조원태
가톨릭의대 김영우
조선의대 이준영

좌장 : 김희중, 민병우

경희의대 이재훈
인제의대 오형근
한양의대 박기철
경상의대 정구희

사전등록 안내
• 평점 : 6점
• 사전등록기간 : 2019년 5월 25일(토)까지
- 사전등록 배너에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은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가능하십니다.
※ 등록후 환불처리는 사전등록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등록비 : 전문의 사전등록 3만원, 현장등록 4만원 / 전공의, 군의관, 간호사 무료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658-702901 / 오형근 (대한골절학회)
• 사전등록방법
- 사전등록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며, 학회 홈페이지(http://www.kofs.or.kr) 배너 클릭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전등록은 홈페이지 로그인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입금이 확인되면 E-mail로 발송되오니, 정확한 이메일주소와 연락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8시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입금확인메일을 받지 못하신 경우 반드시 학회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사무실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3(교문동 249-1)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형외과 내
Tel. 031-551-1810 Fax. 031-551-1820 E-mail. fxsociety@kofs.or.kr
※ 동영상 및 사진촬영을 금지합니다.

오시는 길

제주대학교병원 대강당(2층)
제주도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1동)

1. 시내버스
	제주국제공항 → 제주대학교병원
	110-2, 120-2, 130-2, 181, 182, 210-2, 220-2, 230-2, 270, 281, 340-1, 340-2, 345-1, 345-2, 350-1, 350-2,
355-1, 355-2, 360, 365-1, 365-2, 441-1, 441-2, 475-3 이용

2.택시
제주국제공항 → 제주대학교병원 (25분소요), 제주항국제여객선터미널 → 제주대학교병원 (25분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