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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추계학술 회

오∙시∙는∙길

등∙록∙신∙청∙서

지하철

� 2호선 : 서초역 (7번출구)

� 3호선 : 고속터미널역 (가톨릭의과 학방면/2,7번 출구)

� 7호선 : 고속터미널역 (가톨릭의과 학방면/3,4번 출구)

� 9호선 : 고속터미널역 (가톨릭의과 학방면/7호선 3,4번 출구)

셔틀버스

� 7호선 고속터미널역 (3번 출구 앞) - 원내: 본관 정문 (남문) 앞

�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앞) - 원내: 본관 정문 (남문) 앞

� 등 록 비

∙사전등록: 3만원

∙현장등록: 4만원

∙평생회원: 2만원

(평생회원은 평생회원 가입 후 평생회비 납부하신 회원입니다)

※평생회원 가입여부는 학회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 등록 후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 사전등록

∙마 감: 2012년 11월 22일 (목)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2-240-819392

∙예 금 주: 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정진 )

� 등록방법

∙입금계좌 입금 후 사전등록 신청서를 아래의 팩스로 보내주시

거나, 사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아래의 E-mail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의사협회 연수평점: 3점

� 문의처 및 등록신청서 보내실 곳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93

가톨릭 학교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Tel. 031-249-7186

∙Fax. 031-254-7186

∙E-mail. kmts2010@gmail.com

등∙록∙안∙내

DDeessiiggnn bbyy__우리의학사(02-2266-2752)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락 처 E-mail

의사면허번호

임 금 액 입 금 일

입금자명 평생회원여부 예 아니오



안녕하십니까?

정신 없이 달려온 2012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
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골∙연부조직이식학
회와 한국조직은행연합회의 여러 회원님들의 학회
에 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와 한국조직은행연합회
가 공동 주관하는 2012년 한골∙연부조직이식
학회 추계 학술 회에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의 결
실로 학회지에 투고하여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자유연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 습
니다. 또한 정형외과 추계학회에서의 연수강좌에
참석하지 못한 전공의 및 관심 있는 분을 위하여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추가하 습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태국의 Yongyudh
Vajaradul 교수님을 비롯하여 국내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인체조직의 윤리적인 면에 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세션을 마련하 습니
다. 아울러 조직구득과 장기구득의 현황에 하여
알아보고 최근 논의 단계에 있는 조직 구득과 장기
구득의 연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
정입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적극적인 토론과 많은 의견을 주
셔서 유익하고 발전적인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회 장 이 광 원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이사장 장 철

모시는

08:00 ~ 08:20 접수 및 등록
08:20 ~ 08:30 개 회 사

08:30 ~ 09:10 1. 자유 연제 I (40분) (각6분) 좌장 |국립중앙의료원이중명, 경희 조윤제

1) 척추유합술에서 퇴골 동종골과 슬관절 동종골 이식의 비교분석 한양 성창호
2) 전방십자인 재건술에서 동종건 사용의 안정성 을지 이재원
3)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using Iliac Strut Bone Graft

and Stand Alone Polyetheretherketone (PEEK) Cage 한림 박용복
4) 자가골수간엽줄기세포와혈소판풍부혈장혼합물이구조성동종골의생착에미치는 향 가톨릭 박창구
5) 비구컵 재치환술 시 이식된 구조적 동종골의 운명 경희 이동기

09:10 ~ 09:50 2. 자유연제 II  (40분) (각6분) 좌장 |한림 장 철, 을지 이광원

1) 혈소판 풍부 혈장(PRP)과 혈소판 풍부 피브린(PRF)내 혈소판유래 성장인자(PDGF)와
형질전환 성장인자(TGF)가 조골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미치는 향 가톨릭 김 진

2) Mechanical Properties of Decellulized Tendon Cultured by Cyclic Straining Bioreactor
코리아본뱅크 이광일

3) 방사선 조사 돼지 인 의 비 견에서의 전임상 연구 전북 권중기
4) 인체조직유래 이식재 제조공정의 바이러스 불활화 검증 한스바이오메드 전성현
5) 동결처리과정이 심혈관 조직의 조직학적∙물리학적 요소에 미치는 향 연세 장의화

09:50 ~ 10:20 3. ICL (정형외과의사가 알아야할 Bone and Soft Tissue Transplantation) (30분) (각10분)
좌장 |성균관 이종서, 가톨릭 박원종

1) Bone Transplantation 시 고려해야 할 것들 가톨릭 정진
2) Soft Tissue Transplantation 시 고려해야 할 것 들 울산 최 준
3) Bone Substitute 선택 및 사용시 고려해야 할 것 들 광주기독병원 최용수

10:20 ~ 10:40 (20분)

10:40 ~ 11:40 4.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한 윤리적 고찰 (60분) 좌장 |가톨릭 강용구, 고려 손원용

1) Tissue Banking in Thailand (30분) Thailand Yongyudh Vajaradul

2) 인체조직, 세포에 한 global ethical framework의 필요성 (15분) 가톨릭 정양국
3) 인체유래물의 공적관리(윤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15분) 이화여 김현철

11:40 ~ 12:20 5. 인체조직구득 현황 및 향후 과제 (40분) 좌장 |고려 이순혁, 인하 문경호

1) 인체조직구득 현황 및 향후 과제 (10분) 가톨릭 정양국
2) 장기 구득의 현황 (10분) 서울 하종원
3) 인체조직구득 및 장기구득의 연계 (15분) 보건복지부 이두리 사무관

12:20 ~ 12:30 감사장 전달 및 폐회

12:30 ~ 12:50 총 회 ( 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