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 방법
1. 온라인 신청: 아래 계좌로 송금하신 후 홈페이지(http://acl.urimed.co.kr)
에 접속하여“사전등록접수”메뉴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이메일 신청: 아래 계좌로 송금하신 후 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
(alsdud7279@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전 등록 마감:

2019년 1월 22일 (화)

●등록비
전공의, 군의관, 간호사, 임상 운동사

전문의

사전등록

40,000원

80,000원

당일등록

50,000원

100,000원

●입금계좌번호: 하나은행 627-910011-58605

(예금주: 주용범)

●유의사항
①
②

사전등록 마감 후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사전등록 마감일 전까지 입금하지 않으시면 사전등록이 자동 취소
됩니다.

성

소속병원명

록

비

근

무

처

주

� 대중교통안내

� 주요지역 경유 을지대학병원 정차버스

분 □전공의 □군의관 □간호사 □임상 운동사 □전문의

등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6번지(302-799)
전화번호: (042) 611-3000/(042) 259-1000
팩
스: (042) 259-1111

지하철: 지하철 정부청사역 1, 2번 출구(도보 3분거리)
버 스: 정부청사역 하차(도보 3분거리): 102, 605, 211, 216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 하차(도보 5분거리): 106, 911
둔산경찰서 앞 하차(도보 3분거리): 211, 301, 315, 604, 705, 706
둔산2동주민센터(도보 3분거리): 318
서구청(도보 3분거리): 514

명

구

� 을지대학병원 주소

�전공의, 군의관, 간호사, 임상 운동사

40,000원

�전문의

80,000원

대전역: 514, 605, 102
유성시외버스터미널: 102, 116
서부터미널: 318, 916
고속버스터미널: 102
부사네거리(금산에서오실경우): 604, 618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08:30~18:00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3층 대강당(범석홀)

소

주관: 대전충청슬관절지회
Tel:
연

락

Fax:

주최: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처
E-mail:

후원: 대한슬관절학회, 대한관절경학회

의사면허번호
비서

입금날짜:

입금자명:

우찬미 Tel: 010-5520-0072 E-mail: alsdud7279@naver.com

대한의사협회평점: 6점

08:30-08:50

08:50-09:26

존경하는 대한슬관절학회 회원 및 정형외과 전문의, 전공의
그리고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종사 하시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고 2019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에도 가정의 평안과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에 시작되었던“전방십자인대 심포지엄”
이 6회째를 맞이
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 선생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을 감사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전방십자인대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Opening remark
Welcome remark
Program overview

대전충청슬관절지회장

Symposium I: Basic knowledge related with ACL injury
성애병원 우영균, 경북의대 경희수

1. What’s new ACL anatomy (7분)
2. What’s new ACL biomechanics & injury mechanism (7분)
3. MR imaging of ACL injury (acute/chronic/re-tear) (7분)
Discussion (15분)
09:26-10:02

계명의대 배기철
건양의대 김광균
대전선병원 이보람

1. How do you optimize femoral tunnel positioning? (7분)
2. How do you optimize tibial tunnel positioning? (7분)
3. Current concepts in tunnel positioning? (7분)
Discussion (15분)
Panel discussion

경희의대 이상학
가톨릭의대 고해석

특히 해외초청 연자로 미국 Washington University의 MATTHEW
J. MATAVA 선생님을 초청하여 skeletally-immature patient
와 competitive athlete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한 최신
지견을 들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hot topic으로 대두되고 있는 anterolateral ligament (ALL)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신 국내 유수의 연자를 모시고 강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0:45-11:21

Symposium III: All reconstruction with ACL reconstruction
인하의대 김명구, 울산의대 빈성일

본 심포지엄을 통해 전방십자인대 손상에 대한 핵심적인 강의와
토론을 통하여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ACL reconstruction in the skeletally-immature patient: principles and
surgical tactics (15분)
Washington University MATTHEW J. MATAVA, M.D.
Discussion (15분)

1. ALL anatomy (7분)
2. Diagnosis of ALL injury (7분)
3. What’s new ALL reconstruction (7분)
Discussion (15분)

11:51-12:27

고려의대 장기모
가톨릭의대 문찬웅

14:24-15:00

이화의대 유재두
가천의대 심재앙

Symposium IV: My techniques in primary anatomical ACLR
with ALLR
순천향의대 이병일, 광주법무부 김주오
건국의대 김진구
서울의대 장종범
동국의대 안지현

15:00-15:15

Coffee break

15:15-15:45

Invited Lecture II

동아의대 왕왕립
성균관의대 하철원
고려의대 김재균

대전한국병원 이광진, 충북의대 최의성

ACL Reconstruction: decisions in the competitive athlete (15분)
Washington University MATTHEW J. MATAVA, M.D.
Discussion (15분)
15:45-16:21

Symposium VII: ACL in athlete and ACL rehabilitation
부산의료원 서정탁, 전북의대 이주홍

1. Specific consideration in athlete (7분)
2. Daily living atfer ACLR (7분)
3. Return to sport after ACLR (7분)
Discussion (15분)
16:21-16:57

인제의대 하정구
부산의대 이승준
경상의대 황선철

Symposium VIII: My techniques revision ACLR
성균관의대 안진환, 동천동강병원 조성도
가톨릭의대 인 용

Video 1 (7분)
Video 2 (7분)
Video 3 (7분)
Discussion (15분)
16:57-17:18

감사합니다.
Panel discussion

Symposium VI: Causes of reconstructed ACL failure
남양주현대병원 정영복, 을지의대 최남홍

1. Anatomical and technical causes (7분)
2. Missed associate injury (7분)
3. Incorrect rehabilitation (7분)
Discussion (15분)

연세의대 김성환

아산충무병원 김정만, 부민병원 서승석

Invited lecture I

Video 1 (7분)
Video 2 (7분)
Video 3 (7분)
Discussion (15분)
12:27-12:48

한림의대 서영진

청주성모병원 이기병, 단국의대 유문집

Coffee Break

성균관의대 왕준호
고려의대 배지훈

Panel discussion

명지병원 김형수, 보강병원 이동철

성균관의대 정화재, 한양의대 최충혁

대전선병원 송인수, 전남의대 선종근, 중앙의대 이한준 (21분)

충남의대 김영모, 울산의대 김종민, 서울의대 이용석 (21분)

2019년 1월

17:18-17:46
12:48-13:48

대한슬관절학회 대전충청지회장 최의성 드림

1. Conservative vs Operative (7분)
2. Technical considerations and risk factors in operation (7분)
3. Avulsion fracture of ACL (7분)
Discussion (15분)

서울중앙보훈병원 윤정로, 인제의대 나경욱, 순천향의대 권세원, 단국의대 박희곤 (28분)

11:21-11:51

Symposium V: Decision making for treatments of
가톨릭의대 최남용, 연세의대 최종혁
a pediatric ACL injury

성균관의대 이대희

10:30-10:45

저희 대정충청 슬관절지회에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13:48-14:24

Symposium II: Primary ACL reconstruction
동의의료원 김경택, 서울의대 이명철

10:02-10:30

ISAKOS Approved Course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대한충청슬관절지회 학술위원장

Luncheon Symposium 및 기념촬영

My problem cases

원광의대 전철홍, 가톨릭병원 성진형

조인병원 변기용
건양의대 오병학, 조선의대 김동휘, 한양의대 양재혁, 을지의대 양대석 (28분)

Therapeutic Benefits of Single Intra-articular Hyaluronic Acid Injection, Synovian�:
What does it Solve?
을지의대 이광원

17:46

폐회사

대전충청슬관절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