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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 로 93

Tel. 031-249-7186  /  Fax. 031-254-7186
E-mail. kmts2010@gmail.com

문의처/ 연락처및등록신청서보내실곳

연세 학교
치과 학 강당

�

사전등록 현장등록 평생회원

4만원 5만원 2만원

등록방법

입금계좌 입금 후 사전등록 신청서를 아래의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사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아래의 e-mail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 록 비

※ 사전 등록 후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 평생회원은 평생회원 가입 후 평생회비 납부하신 회원
입니다. 평생회원 가입여부는 학회에 문의 바랍니다.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2-240-819392 
예금주: 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정진 )

사전등록 마감: 2014년 11월 19일 (수)

한의사협회 연수평점: 6점



안녕하십니까?

2014년 한 해 동안 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와 한국조직은

행연합회의 여러 회원님들의 학회에 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와 한국조직은행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2014년 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추계 학술 회

에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의 산물인 자유연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 습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이전 보다 시간을 폭 늘린 종일 학회를 구성함으로써 좀

더 많은 연제 발표 및 특강을 준비하고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 습니다. 또한 독일의 Martin Borgel선생님

과 국내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효율적인 조직 기증 체계에

관하여 심도있게 토의하는 시간도 마련하 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평가원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조직 이식관련 현황 및 정책 방향에 한 논의 시간

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적극적인 토론과 많은 의견을 주셔서 유

익하고 발전적인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회 장 조윤제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이사장 손원용

08:00-08:20 접수 및 등록

08:20-08:30 개회사 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회장 조윤제

08:30-09:20 1. 자유 연제 (Spine) 좌장: 성균관의 이종서, 한양의 박예수

08:30-08:37 요추 후방 추체간 유합술에서 생체활성 결정화 유리 스페이서와
티타늄 케이지의 유합률 및 임상결과 비교 서울의 이재협

08:38-08:45 요추 후방 추체간 유합술시 자가 해면골을 삽인한 퇴골
환 동종골의 결과 전남의 양현기

08:46-08:53 척추 유합술 환자에서 사용된 정주용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이식골에 한 향 한양의 박예수

08:54-09:01 퇴행성 요추 질환의 요천추경계부 유합술시 불유합의
위험인자 성균관의 이종서

09:02-09:09 β-TCP, 해면조직골, 스폰지형 탈회골기질을 이용하여 시행한
후방 척추체간 유합술의 방사선학적 임상적 결과 경희의 강경중

09:09-09:19 Discussion 

09:20-10:10 2. 자유 연제 (Hip) 좌장: 연세의 한창동, 차의과학 이중명

09:20-09:27 비외상성 퇴골두괴사에 실시한 압박 동종골 이식술
- 평균 10년 추시 결과 - 가톨릭의 송주현

09:28-09:35 Paprosky type III 이상의 비구 골 결손에서 파쇄 동종골
이식을 이용한 인공고관절 재치환술 차의과학 이중명

09:36-09:43 광범위 비구 골결손에서 동종골 이식술 및 Cup-in-Cage 
술식을 이용한 비구 재건술 계명의 정재훈

09:44-09:51 근위 퇴 구조적 동종골 이식을 통한 인공 고관절 재치환술
경희의 최정규

09:52-09:59 구조적 동종골 이식을 이용한 비구컵 재치환술의 중기
추시 결과 경희의 박상언

09:59-10:10 Discussion 

10:10-10:30 Coffee Break 

10:30-11:30 3. 특강 및 심포지엄 좌장: 고려의 손원용, 가톨릭의 정양국

10:30-11:00 Cooperation for tissue donation, processing and
procurement Martin Borgel, DGFG, German

11:01-11:16 효율적인 국내 인체 조직 기증/구득체계에 한 제언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신혜숙

11:17-11:29 Discussion

11:30-12:30 4. 심포지엄 (조직이식관련 현황 및 전망)
좌장: 고려의 손원용, 경희의 조윤제

11:30-11:44 인체조직 기증 및 구득체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정통령

11:45-11:59 우수인체조직관리기준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과장 신준수

12:00-12:10 인체조직이식재 수가 및 이식행위료의 적절성
심평원 재료등재부 김미경

12:11-12:19 골연부조직이식관련 보험수가의 문제점 및 개선 건의
가톨릭의 송주현

12:19-12:30 Discussion

12:30-12:40 Luncheon symposium 좌장: 가톨릭의 정진

12:40-13:40 점심 (쿠폰 제공)

13:40-14:40 5. 연수강좌 (KOA 발표) 좌장: 고려의 이순혁, 계명의 민병우

13:40-13:55 동종골 이식 가톨릭의 정양국

13:56-14:11 동종 연부조직 이식 을지의 이광원

14:12-14:27 합성 골이식 체물 경희의 전 수

14:28-14:40 Discussion

14:40-14:50 Coffee Break

14:50-15:25 6. 자유연제 (Knee) 좌장: ENE치과 임창준, 을지의 이광원

14:50-14:57 동종 반월상 연골 이식술 -내측과 외측 술기의 비교-

경희의 윤경호

14:58-15:05 외측 원판형 연골판에서 동종 반월상 연골 이식술: 외측

원판형 연골판과 반월상 연골판의 임상결과 비교 경희의 윤경호

15:06-15:13 전방십자인 재건술시 과간 절흔 성형술 시행 후 이식건에

의한 골터널 구조변화 한림의 서 진

15:14-15:29 Discussion

15:30-16:10 7. 자유연제 (Tumor) 좌장: 가톨릭의 박원종, 경희의 전 수

15:30-15:37 동종 지주골 이식술 후 발생한 골흡수 가톨릭의 김동현

15:38-15:45 광범위 골결손에서 지주 동종골을 이용한 재건술의 합병증

가톨릭의 주민욱

15:46-15:53 동종골을 이용한 악성 골졸양의 수술적 치료: 3례 보고

을지의 김갑중

15:54-16:01 수부 및 족부 내연골종의 동종골 및 합성골(폴리본) 이식술을

이용한 치료 결과 가톨릭의 박원종

16:02-16:10 Discussion

16:10-17:00 8. 자유연제 (기타) 좌장: 인하의 문경호, 가톨릭의 송주현

16:10-16:17 채취된 동종인체조직 폐기의 원인 분석 가톨릭의 길호진

16:18-16:25 Recombinant BMP-2 derma patch를 이용한

만성 회전근개 손상의 효과적인 치유 을지의 이광원

16:26-16:33 BMP-2 전달체로서의 광반응성 젤라틴의 실험실 내 효과

중앙의 송광섭

16:34-16:41 동종골 이식의 기증자 적합성 판정을 위한 2차 혈액

검사의 효용성 가톨릭의 정진

16:42-16:55 Discussion

16:55-17:00 폐회사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이사장 손원용

17:00-17:30 총회 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모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