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안내 ��오시는 길

성 명:

소 속:

전 화:                (H.P)

E-mail : 

구 분:  □ 전문의 □ 전공의, 군의관

□ 간호사 □ 트레이너

의사면허번호:                   전문의번호:

입 금 일:

��참가신청서

“주차는 경희의료원”
일반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희 학교 주차장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교통편

지하철: 전철 1호선 회기역 하차(의정부 ↔ 인천, 수원) 

용산 ↔ 덕소 복선전철 회기역 하차

경희의료원까지 도보로 약 10분

(마을버스로 약 3분)

마을버스: 경희의료원(경희 ) ↔ 회기역 (5분 간격)

본 학회에서 발행한 명찰 부착 없이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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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ESHMENT
IN SHOULDER
& SPORTS
LIVE SURGERY
: Together go beyond

사전등록마감 : 2019년 9월 1일 (일요일)

등 록 비

평 점 : 의사협회 6점, 스포츠의학회 평점 인증 상 심포지움

등록방법 : 해당비용을 아래 계좌로 입금 후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연락처에 나와있는 E-mail 혹은

FAX로 보내 주십시오

계좌번호 : 스스탠탠다다드드차차타타드드은은행행((구구 SSCC제제일일은은행행))
110088--2200--555522117788 ((유유용용수수))
(송금시에는 반드시 참가자 본인의 성명을 명기하여

주십시오)

접 수 및
:

경희 학교 정형외과 의국 담당자 노 옥 주

입금문의 Tel) 02-958-8348   Fax) 02-964-3865

문 의 : 경희 학교 관절경 클리닉 박 선

Tel) 02-958-8359

E-mail) starsmstar@hanmail.net (임상 조교수 이성민)

계좌번호로송금후참가신청서를E-mail 혹은FAX로보내주십시오.

E-mail) starsmstar@hanmail.net (임상 조교수 이성민)

전문의 전공의, 군의관 간호사, 트레이너

사전등록 15만원 10만원 8만원

제작:우리의학사(02-2266-2752)

일일 시시:: 22001199년년 99월월 77일일((토토)) 0077::3300~~1177::3300

장장 소소:: 경경희희 학학교교 종종합합강강의의동동((청청운운관관)) BB111177호호,, 220055호호,, 220077호호

주주 최최:: 경경희희 학학교교 의의과과 학학 정정형형외외과과학학교교실실 견견주주관관절절클클리리닉닉

한한스스포포츠츠의의학학회회

주주 관관:: 우우리리의의학학사사

후후 원원:: 한한견견∙∙주주관관절절학학회회

2019
LIVE SURGERY

09/07

2019 KYUNG HEE SHOULDER SYMPOSIUM



PROGRAMINV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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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분들

이광진, 김정만, 이병일, 김성재, 전재명, 윤여승, 태석기, 박태수, 정수태, 

이광원, 이병창, 김승호, 박진 , 고상훈, 박정호, 최창혁, 염재광, 박형빈, 

서중배, 변기용, 천상진, 문 래, 유연식, 백창희, 정진 , 변재용, 류인혁, 

이상진, 심상돈, 박경진, 이태연, 정웅교, 김재윤, 신동주, 김정한

많이들오세요

강현석 고 완

권태윤 기 문

김명서 김정연

김종 김환진

노경한 문성철

박정관 박종석

송종훈 유재현

이동기 이동훈

이봉근 이성민

이진웅 임찬택

전윤상 정호연

조남수 조성환

조승현 차상원

하정한

경경희희의의 정정형형외외과과학학교교실실 견견주주관관절절클클리리닉닉 이용걸

06:50-07:20 Registration
07:20-07:30 Opening remark & program introduction 경희의 조남수

07:30-08:20 LLiivvee ssuurrggeerryy II:: AArrtthhrroossccooppiicc bbiicceeppss rreerroouuttiinngg 인제의 장석환, 건국의 정석원

08:20-09:10 RRoottaattoorr ccuuffff rreeppaaiirr:: BBaacckk ttoo tthhee ccllaassssiicc 탄탄병원 김경천, 한림의 이용범

08:20-08:30 PPaanneell ddiissccuussssiioonn 노 민, 방진 , 김 복, 김명서

08:30-08:35 Rotator cuff and footprint anatomy revisited: Applications to rotator cuff repair 인제의 김 복
08:35-08:40 Steroid injection for the stiffness after rotator cuff repair: Pain relief vs. re-tear 동아의 노 민
08:40-08:45 When can the patients return to daily activity after rotator cuff repair? 울산의 김명서
08:45-08:50 Revision of failed cuff repair: Does the tendon have a 2nd chance to heal? 인제의 방진
08:50-09:10 Discussion

09:10-09:25 Soft foods and drinks

09:25-10:15 LLiivvee ssuurrggeerryy IIII:: OOppeenn rroottaattoorr ccuuffff rreeppaaiirr 가천의 김 규, 을지의 임태강

10:15-11:05 GGrraaffttss aanndd ppaattcchhss iinn rroottaattoorr ccuuffff rreeppaaiirr:: WWhheerree aarree wwee nnooww?? 서울의 조현철, 한양의 이봉근

10:15-10:25 PPaanneell ddiissccuussssiioonn 조철현, 고경환, 이두형, 전윤상

10:25-10:30 Superior capsule reconstruction 아주의 이두형
10:30-10:35 Augmentation 인하의 전윤상
10:35-10:40 Interposition 계명의 조철현
10:40-10:45 Bio-inductive scaffolds 울산의 고경환
10:45-11:05 Discussion

11:05-12:20 LLiivvee ssuurrggeerryy IIIIII:: RReevveerrssee ttoottaall sshhoouullddeerr aarrtthhrrooppllaassttyy uussiinngg BBlluueepprriinnttTTMM,, 33DD ppllaannnniinngg ssooffttwwaarree
원광의 김정우, 건양의 이진웅

12:20-13:00 Lunch and relax

13:00-13:50 HHooww ttoo pprreevveenntt aann iinnffeeccttiioonn iinn rreevveerrssee ttoottaall sshhoouullddeerr aarrtthhrrooppllaassttyy 가톨릭의 지종훈, 고려의 문준규

13:00-13:10 PPaanneell ddiissccuussssiioonn 문성훈,김정연,이성민,권태윤

13:10-13:15 What are the causes and risk factors for infection in shoulder surgery? 경희의 이성민
13:15-13:20 What do we have to prepare to avoid infection in shoulder surgery? 경희의 권태윤
13:20-13:25 How can we manage periprosthetic joint infection in an acute phase? 한림의 김정연
13:25-13:30 What shall we do to manage periprosthetic joint infection in a chronic phase? 강원의 문성훈
13:30-13:50 Discussion

13:50-14:40 LLiivvee ssuurrggeerryy IIVV:: RReevveerrssee ttoottaall sshhoouullddeerr aarrtthhrrooppllaassttyy wwiitthh nnaavviiggaattiioonn ssyysstteemm 전남의 김명선, 경희의 조남수

14:40-14:55 Relax and chat

14:55-15:45 RReevveerrssee ttoottaall sshhoouullddeerr aarrtthhrrooppllaassttyy:: TTiippss aanndd ttrriicckkss 미래병원 김철홍, 가톨릭의 송현석

14:55-15:05 PPaanneell ddiissccuussssiioonn 오주한,김양수,노규철,신상진

15:05-15:10 Why do we need a small base plate? 한림의 노규철
15:10-15:15 Which is better: computer navigation vs. human navigation for 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가톨릭의 김양수
15:15-15:20 Do we really need patient specific instrument (PSI) for 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서울의 오주한
15:20-15:25 What is the issue of humeral retroversion for 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이화의 신상진
15:25-15:45 Discussion

15:45-16:45 LLiivvee ssuurrggeerryy VV:: RReevveerrssee ttoottaall sshhoouullddeerr aarrtthhrrooppllaassttyy wwiitthh llaattiissssiimmuuss ddoorrssii ttrraannssffeerr 성균관의 김유진, 서울의 김세훈

16:45-17:20 RRhheeee''ss aawwaarrddss:: SSoommeebbooddyy pplleeaassee hheellpp mmee.. 국립중앙의료원 손민수, 분당척병원 박종석

16:45-16:50 Case 1
16:50-16:55 Case 2
16:55-17:00 Case 3
17:00-17:05 Case 4
17:05-17:20 Discussion

17:20-17:30 Closing remark & lottery 한림의 김정연
17:30 BBQ dinner on Saturday night & award ceremo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