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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 마감일 : 2018년 6월 2일(토)

3
헌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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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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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충원

중앙대학교

연수평점 : 5점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사전등록 신청서
성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102 중앙대학교병원

명

지하철
근 무 처
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분

9호선 흑석(중앙대입구)역 3, 4번 출구
□ 전문의

□ 전공의, 군의관 및 기타

의사면허번호

장소 중앙대학교병원 중앙관 4층 송봉홀

버 스

평점 5점

간선 : 151(우이동-중앙대 종점하차), 360(송파-여의도),

주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361(고덕동-영등포), 362(오금동-여의도),
363(송파-여의도), 640(신월동-삼성역)
642(방학동-고속터미널), 752(구산사거리-숭실대별관)

E-mail

지선 : 5511(서울대-중앙대), 5517(서울대-중앙대 종점하차)

연 락 처

광역 : 9408(분당-영등포)

5524(신림8동-중앙대 종점하차)

주차장 이용 안내
병원내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중앙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국
TEL: 02-6299-1577, 1593
E-mail: cauos50@naver.com

일시 2018년 6월 10일(일) 07:30~17:30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INVITATION

일시 2018년 6월 10일(일)

모시는 글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장소 중앙대학교병원 중앙관 4층 송봉홀

07:30~08:15
08:15~08:20
08:20~08:25
08:25~08:30

등 록
개회사
축 사
축 사

안녕하십니까?

08:30~09:50

Session 1. 소아 및 족부

1968년 저희 중앙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이 병원의 개원

08:30~08:45
08:45~09:00
09:00~09:15
09:15~09:30
09:30~09:50

Hip problem in type 2 collagenopathy
Early MR prediction for fate of the Perthes hips
발목 염좌 및 합병증의 진단 및 치료
발통증의 감별진단 및 치료
Discussion

09:50~10:10

Coffee break

10:10~11:30

Session 2. 견주관절 및 수부 

10:10~10:25
10:25~10:40
10:40~10:55
10:55~11:10
11:10~11:30

RSA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 봉합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
중년에서 흔한 어깨 통증의 원인
주관절 상과염의 보존적 치료
원위요골 골절의 최신 치료 경향
Discussion

오주한
유연식
유재현
이재성

이종욱 덕수정형외과

과 함께 시작하여, 2018년 대망의 5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격려와 사랑을 주신 동문선후배 및 동료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에, 저희는 교실 창립 50주
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움으로 동문선후배 및 동료 개원의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저희 중앙대학교 출신 선생님과 해당
전공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가지신 외부 연자를 모시고,
다양한 분야의 최신 지견 및 술기에 대하여 실제 임상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
다. 참석하시는 여러 동문 및 개원의 선생님들과 함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긴밀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교실 5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준비 하느라 애써주신
김재윤, 박용범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기념 심포지움에 동문 및 개원의 선생님
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

하용찬

11:30~12:00

의국 50년의 추억

12:00~13:00

Lunch

13:00~14:20

Session 3. 골관절질환과 골다공증의 관리

13:00~13:12
13:12~13:24
13:24~13:36
13:36~13:48
13:48~14:00
14:00~14:20

Bearing surfaces of THA
Preserving procedures for osteonecrosis of femoral head
Arthroscopic diagnosis and treatment in Early hip OA
고관절 골절 환자의 골다공증의 약물 치료
근감소증의 진단과 치료
Discussion

14:20~14:40

Coffee break

14:40~16:00

Session 4. 척추통증치료 어렵지 않습니다

14:40~14:55
14:55~15:10
15:10~15:25
15:25~15:40
15:40~16:00

척추 통증, 어떤 약이 효과적인가?
척추 골다공증 골절 어떻게 치료하나요?
쉽게 할 수 있다: 방사선 영상장치를 이용한 척추 시술
쉽게 할 수 있다. 초음파를 이용한 척추 시술
Discussion

하용찬 주임교수
김부섭 동문회장
김명남 병원장
좌장 : 최인호, 정호중
조태준
유원준
박영욱
이종석

서울의대
서울의대
아주의대
미사성민정형외과

좌장 : 태석기, 임병기
서울의대
한림의대
굿모닝정형외과
중앙의대

좌장 : 김철호, 하용찬
구경회
김신윤
황득수
이영균
백지훈

서울의대
경북의대
충남의대
서울의대
목동힘찬병원

좌장 : 장호근, 김영배
장동균
박상민
양재준
문상호

인제의대
서울의대
동국의대
서울성심병원

16:00~17:20

Session 5. 슬관절 

16:00~16:15
16:15~16:25
16:25~16:35
16:35~16:45
16:45~16:55
16:55~17:05
17:05~17:20

전후방십자인대 재건술시 사각형 확공기를 이용한 터널 생성
슬관절 주사 치료: 종류별 적응증 및 효용성
퇴행성 연골판 파열의 치료
경골 근위부 절골술: 수술 시 주의사항 및 노하우
경골 근위부 절골술: 추가적인 연골 재생 치료가 필요한가?
연골 재생 치료: 국내에서 가능한 수술법 및 적응증
Discussion

좌장 : 김기성, 이한준
정영복
김성환
정호중
이용석
남창현
박용범

17:20~17:30

폐회사 및 기념촬영

이한준 중앙의대

남양주현대병원
한양대창원한마음병원
장호원성모병원
서울의대
목동힘찬병원
중앙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