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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추계학술대회

사전등록 안내 오시는길 안내

등록방법

입금계좌 입금 후 사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e-mail 
(yjseo-os@daum.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사전등록 현장등록 평생회원

4만원 5만원 2만원

※ 사전 등록 후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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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201-972192

예금주 :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사전등록 마감 : 2015년 12월 2일 (수)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 6점

등록신청서

성 명              (참가자 명단 기재)

소 속 직 책

의사면허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Fax.

E-mail.

입 금 일        월       일 입 금 자

평생회원여부 □ 예              □ 아니오

자가용 이용시

의과대학 본관 지하 주차장, 교수 연구동 옆 철골 주차장, 
안암병원 외래 주차장, 또는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장례식장 주차장과 학회장의 거리는 도보로 1분 정도  
소요 됩니다.)

지하철 이용시

6호선 안암역(안암병원) 1번출구 도보(3분 소요)

(자세한 안내는 도면에 보이시는 화살표 방향으로 오시면  
됩니다.)

18450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 7 (석우동 40)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 內

Department of Orthopaedics,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The Hallym University of Korea
Sukwoo dong 40, Hwasung, Gyunggi-do, Korea

Tel : (031 ) 8086-2410    Fax : (031) 8086-2429 
E-mail : yjseo-os@daum.net

문의처 _ 연락처 및 등록신청서 보내실 곳



모시는 글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한골연부조직이식

학회와 한국조직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5년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추계 학술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회는 그동안 수행하여 오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연제 발표와 더불어, 인체 골 연부 조직 이식의 

효율적인 기증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분들의 

특강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식품 

의약품 안전처 등의 관계자들을 모시고 조직 이식 관련 현황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영국 Liverpool 의 Richard Lomas 선생님의 인체 

장기 기증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부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학문적으로  

좋은 토론의 장이 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학회를 위하여 옥고를 투고하여 주신  

여러분들과 특강을 준비하여 주시는 분들 및 성공적인  

학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회장 민 병 우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이사장 임 창 준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추계학술대회
일 시 | 2015년 12월 5일 (토)   장 소 | 고려대 안암병원 유광사홀

08:30~08:50	 접수	및	등록

08:50~09:00	 개회사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회장	민병우

09:00~09:44	 1.	자유	연제	I	
	 좌장	:	가톨릭의대	이기행,	고려의대	박종훈

09:00~09:08	 	Cementless	Revision	Total	Hip	Arthroplasty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한양의대	김이석	

09:08~09:16	 	Advanced	Technology	of	Osteocondral	Defect	in	the	Rabbit	
Knee	Joint	with	Multidisciplinary	Approach	 한림의대	이병훈	

09:16~09:24	 	Does	Graft	Isometricity	Affect	Clinical	Outcomes	after	
Single-Bundle	Anatomical	Anterior	Crucite	Ligament	
Reconstruction?	 연세의대	김성민,	김성환		

09:24~09:32  Use	of	Anterior	Half	of	the	Peroneus	Longus		
Tendon	as	an	Autograft	Source	 한림의대	김형년

09:32~09:44	 Discussion

09:44~10:00	 Coffee break

10:00~11:20 2.	심포지움	I	:	조직은행	정도관리	
	 좌장	:	경희의대	조윤제,	중앙의대	차영주

10:00~10:10	 기증적합성	 가톨릭의대	정양국

10:10~10:20	 소독과	멸균	 삼성서울병원	조직은행	오시영

10:20~10:30	 채취	및	처리	 가톨릭의대	정진영

10:30~10:40	 보관,	분배,	폐기	 CG	Bio	정구원

10:40~10:50	 품질관리,	혈액검사	 서울의대	박혜윤

10:50~11:00	 인체조직	재료등재	및	급여현황	 심사평가원	김은숙

11:00~11:20	 Discussion

11:20~12:10	 3.	심포지움	II	:	법률	및	정책	
	 좌장	:	계명의대	민병우,	한양의대	박예수

11:20~11:40	 인체조직	기증/구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정통령

11:40~12:00	 인체조직안전관리	관련	주요	논점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문은희

12:00~12:10	 Discussion

12:10~13:20	 Lunch

13:20~14:04 4.	자유연제	II			
	 좌장	:	고려의대	손원용,	가톨릭의대	박원종

13:20~13:28	 	Skeletal	Reconstruction	Using	Massive	Allograft	in	
Limb	Salvage	Surgery	for	Osteosarcoma	:	Improved	
Incorporation	after	Periosteal	Flap	 국립암센터	김준혁

13:28~13:36	 	Complications	of	Recycled	Autograft	for	Reconstruction	
after	Malignant	Musculoskeletal	Tumor	Resection	
	 가톨릭의대	주민욱

13:36~13:44	 	Outcome	of	Anatomic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	Single	Bundle	Quadriceps	vs.	Double	
Bundle	Hamstring	Tendon	Graft	
	 한림의대	이준규	

13:44~13:52	 	동종	삼면	피질골	이식과	나사못	고정을	이용한		
종골	관절내	골절의	수술적	치료	
	 인제의대	우승훈,	배서영

13:52~14:04	 Discussion

14:04~15:04	 5.	심포지움	III	:	국내외	인체조직	구득체계	
	 좌장	:	ENE	치과	임창준,	가톨릭의대	정양국

14:04~14:29	 	Role	of	NHS-BT	Liverpool	for	Human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in	UK	
	 NHS-BT	Liverpool	Richard	Lomas

14:29~14:54	 	국내	인체조직	기증/구득	체계	및	업무	개선방안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신혜숙

14:54~15:04	 Discussion

15:04~15:26	 Coffee break

15:26~16:10	 6.	자유연제	III		
	 좌장	:	고려의대	이순혁,	을지의대	이광원	

15:26~15:34	 	Tendon	Graft	and	Transfer	in	Forearm	and		
Hand	for	Nerve	Palsies		 한림의대	이정길

15:34~15:42	 	동종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골터널	확장	:	Tightrope와	Endobutton의	비교	
	 을지의대	황재연,	양대석	

15:42~15:50	 	동종골지지체	및	금속판을	이용한	경추전방유합술에서의	
영상의학적	추시	결과		 한림의대	신재혁

15:50~15:58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의	다발성	진행	위험	인자	
	 한양의대	이재원,	박예수

15:58~16:10	 Discussion

16:10~17:30	 7.	심포지엄	IV	:	Allograft	in	clinical	use	
	 좌장	:	차의대	이중명,	인하의대	문경호

16:10~16:20	 Hip	 경희의대	정형외과	조윤제

16:20~16:30	 Knee	 경희의대	정형외과	이상학

16:30~16:40	 Spine	 한양의대	정형외과	박예수

16:40~16:50	 Bone	Tumor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강용구

16:50~17:00	 Blood	Vessel	 울산의대	외과	황			신

17:00~17:10 Acellular	Dermis	 한강수병원	성형외과	장영철

17:10~17:30	 Discussion

17:30~17:35	 폐회사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이사장	임창준

17:35~18:00	 총	회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