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등록방법

등록신청서
성

입금계좌 입금 후 사전등록 신청서를 아래의 팩스로 보내주시
거나, 사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아래의 E-mail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명

(참가자 명단 기재)

소

속

직

책

의사면허번호
주

등록비

사전등록

현장등록

평생회원

4만원

5만원

2만원

소
Tel:

연

락

처

Fax:
E-mail:

※ 사전 등록 후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 평생회원은 평생회원 가입 후 평생회비 납부하신 회원입
니다. 평생회원 가입여부는 학회에 문의 바랍니다.

입금계좌

입

금

자

입

금

일

평생회원여부

2017년
예�

월

일

아니오 �

오시는 길

우리은행 1005-702-979910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사전등록 마감 2017년 11월 22일(수)
일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6점

시

2017년 11월 25일 토요일 08:50~17:00
장

소

고려대 안암병원 유광사홀
주

문의처 “연락처 및 등록신청서 보내실 곳”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한국조직은행연합회
공동개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 內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 7 (석우동 40)
Tel: 031-8086-2410, Fax: 031-8086-2438
E-mail: yjseo-os@daum.net

최

한국공공조직은행
자가용 이용시 유광사홀 주차장 및 의대 옆 철골 주차장,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주차장과 학회장의 거리는 도보로 약 1분 정도 소요됩니다.)

연수평점

6점

08:20~08:45 접수 및 등록

13:30~14:20 4. 자유연제 II (Knee) 좌장:

08:45~08:50 개 회 사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2017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본 이식학회와 한국조직은행연합회가 공동
으로 주최하는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회장

08:50~09:40 1. 자유연제 I (Tumor/Shoulder)
좌장: 가톨릭의대 박원종,

을지의대

박예수

김갑중

08:50~08:57 골연부조직 종양 및 근골격계 질환치료에 적용한
동종 연부조직 이식
가톨릭의대 정양국
08:57~09:04 Surgical Treatment of Pathological Fractures
Occurring at Proximal Femur
을지의대 김갑중
09:04~09:11 Clinical and Radiological Outcomes of Curettage
and Impaction grafting of Allogeneic Bone Chip
for Enchondromas of the Hand
가톨릭의대 주민욱
09:11~09:18 Coracoclavicular Ligament Reconstruction Using a
Semitendinosus Graft with 4-polyethylene Sutures
Augmentation for Acromioclavicular Joint Injury
순천향의대 박용복
09:18~09:40 Discussion

금년 학회에서는 학회의 내실화를 위해 6월에 대전 지역에서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연구상을 신설하여 3분
의 중견 연구자들에게 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09:40~10:40 2. 심포지움 I (국내외 동종신경이식재의 개발)
좌장: 고려의대 이순혁, 가톨릭의대 정양국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학회에서는 다양한 논문 발표와 함께
동종 신경이식제 관련 심포지움과 이식 유관기관의 업무 및 향후
과제 및 조직재생 관련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Research and Development Manager, NHSBT Tissue and

회원 여러분! 부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학문적으로 좋은 토론
의 장이 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Eye Services, Estuary Banks, Liverpool UK

동종 인체조직 이식재의 획득 및 가공
동종 신경이식재의 탈세포화 방법
동종 신경이식의 임상결과
Discussion

Paul Rooney
정양국
울산의대 김재광
가톨릭의대 박일중
가톨릭의대

10:40~11:00 Coffee break

감사합니다.

11:00~12:00 3. 심포지움 II (골연부조직이식 유관기관 업무 및 향후과제)
좌장: ENE치과 임창준, 한양의대 박예수

2017년 11월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회 장 박예수
한 국 조 직 은 행 연 합 회 이사장 박일형

11:00~11:15
11:15~11:30
11:30~11:45
11:45~12:00

한국장기기증원의 역할
공공조직은행의 업무
인체조직의 이해
Discussion

12:00~13:30 Luncheon symposium
BMP2 골이식재 (노보시스)

김선희 사무총장
정유진 팀장
심평원 재료등재부 임미선 차장

KODA, 한국장기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좌장:

이광원,

울산의대

최영준

13:30~13:37 토끼 모델에서 3차원 바이오프린팅 줄기 세포 지지체
골무를 이용한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건-골 유합
순천향의대 박신형
증대를 위한 새로운 치료 방법 개발
13:37~13:44 Total Knee Arthroplasty in patients with
울산의대 최영준
previous ligament surgeries
13:44~13:51 Hamstring autograft maturation is superior to
tibialis allograft following anatomic single-bundle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고려의대 장기모
13:51~13:58 Cartishpere for osteochondral defects of
한림의대 이병훈
rabbit knee joints
13:58~14:20 Discussion
14:20~15:20 5. 심포지움 III (인체 조직 가공처리 공정)
좌장: 인하의대 문경호,
14:20~14:30
14:30~14:40
14:40~14:50
14:50~15:00
15:00~15:20

골 조직
피부
양막
혈관, 심장판막
Discussion

한림의대

전 욱

임홍렬
배대국
가톨릭의대 이현수
연세의대 박한기

한스 바이오메드
한국공공조직은행

15:20~15:35 Coffee break
15:35~16:05 6. Invited Lecture

09:40~10:00 Decellularization of human tissues-tendon,
bone and n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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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의대

좌장:

15:35~15:55 기능성 생체재료를 이용한 골조직 재생
15:55~16:05 Discussion

순천향의대

임수재

한양대 생명공학과

신흥수

16:05~16:55 7. 자유연제 III (HIP/SPINE)
좌장: 고려의대 박종훈,

광주기독병원

최용수

16:05~16:12 Surgical Treatment of Periprosthetic Femoral
Fractures after Hip Arthroplasty 한림의대 김인성, 정구현
16:12~16:19 골다공증성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의 근위 대퇴 골수정
술식에 있어 주입가능한 베타 3 칼슘 인삼염의
성균관의대 박재형, 신헌규, 김우섭
임상적 효과
16:19~16:26 재발성 척추 종양의 재건을 위한 다양한 이식골의 치험;
광주기독병원 최용수
증례 보고
16:26~16:32 Clinical and radiographic results of open door
laminoplasty using allograft and metal plate in
patients with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경희의대 강경중
16:32~16:55 Discussion

순천향의대

임수재

16:55~17:00 폐 회 사

울산의대

조재환

17:00~17:40 총

회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회장

박예수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