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 사전등록 기간 : 2019년 10월

28일(월) 까지

⊙ 등록방법 : 사전등록비를 입금 하신 후 등록신청서를
기입하셔서 팩스(031-846-3671) 또는
이메일(gongjae@catholic.ac.kr)로
보내주십시요.

가톨릭대학교
견·주관절 심포지움

⊙ 입금은행 : 우리은행 1002-352-146704
(예금주: 공재관)
⊙ 등록비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

80,000원

100,000원

전공의·간호사·군의관

50,000원

70,000원

⊙ 등록신청서
참가자성명

의사면허번호

소

제8회

LOCATION

⊙ Subway
3호선 구파발역 3번출구 (약 350m / 8분 거리)
⊙ Bus
일반 790번 (구파발역입구 정류장 도보 6분)
간선

571번, 741번, 761번, 773번, 774번 (구파발역입구
정류장 도보 6분)
720번 (진관동주민센터역 정류장 도보 6분)

지선

7723번 (진관동주민센터역 정류장 도보 6분)

The 8th
Shoulder-Elbow Symposiu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vited Surgeon
Gerald R. Williams Jr., MD(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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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PROGRAM
07:30~
07:40~

안녕하십니까?
제 8회 가톨릭대학교 견주관절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어 큰
감사와 가슴벅참을 느낍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올 4월 새로이
개원한 은평성모병원에서 개최하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
며, 특히 전 미국정형외과학회 및 미국견주관절학회 회장을
역 임 하 신 Rothman Institute, Thomas-Jefferson University의
Gerald R. Williams Jr. 교수님을 연자로 초청하게 되어 영광스
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톨릭견주관절 연구회는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학술모임과
더불어 견주관절 질환에 대한 심포지움, 카다바 워크샵 개최
등의 대내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견주관절
심포지움은 2005년 김정만 명예교수님과 회원들이 제1회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회에 걸쳐 국, 내외의 저명
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심포지움을 진행하면서 여러 견주관절
질환에 대하여 최신 지견 및 경험들을 발표 및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견관절을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인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과 견
관 절 의 인 공 관 절 수 술 법 에 대 하 여 Gerald R. Williams Jr.
교수님과 국내 저명한 연자 및 좌장님들을 모시고 경험과 최신
지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견주관절 학회
회원뿐 만 아니라 견관절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열악한 진료환경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임상의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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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가톨릭대학교 견·주관절 심포지엄

송현석
가톨릭 견주관절 연구회 회장 김양수
대한견주관절학회 회장 오주한
바른생각병원 이광진
아산충무병원 김정만
은평성모병원 병원장 권순용
가톨릭의대

08:00~08:55	Session I : Irreparable massive rotator cuff tear.
What is it?
좌장 : 박형빈, 김양수
08:00~08:10	Biomechanical aspects and clinical manifestations:
가톨릭의대 공재관
How to define?
08:10~08:20	Subscapularis and teres minor:
중앙의대 김재윤
Are they important?
가톨릭의대 이상욱
08:20~08:30 Why is it irreparable?
08:30~08:40	Which patient will respond to conservative
포항세명기독병원 류인혁
treatments?
08:40~08:55 Discussion
08:55~09:50	Session II : Superior capsule reconstruction
(SCR)
좌장 : 이용걸, 서중배
08:55~09:05
09:05~09:15
09:15~09:25
09:25~09:35
09:35~09:50

Is it good for all of irreparable tear?
Technical modifications
Autograft, allograft vs dermal patch
Clincal long-term result
Discussion

김경천
원주의대 김두섭
고려의대 문준규
울산의대 전인호
탄탄병원

 ession III : Other procedures for irreparable
09:50~10:45 S
massive rotator cuff tear 좌장 : 태석기, 유연식
09:50~10:00
10:00~10:10
10:10~10:20
10:20~10:30
10:30~10:45

Augmentation: Biceps vs. graft? 원광의대 김정우
부산미래병원 김철홍
Biologic augmentation
을지의대 임태강
Tendon transfer
서울의대 오주한
Subacromial spacer
Discussion

10:45~11:00 Coffee break		
11:00~11:40 Session IV : Invited lecture좌장 : 이광진, 정진영
11:00~11:30 My experience of shoulder arthroplasty
Thomas-Jefferson Univ. Gerald R. Williams Jr.

11:30~11:40 Discussion

2019년 7월 9일
가톨릭대학교 견주관절 연구회
회장 김 양 수

11:40~12:40 Lunch		
12:40~13:35	Session V : Anatomical total shoulder
arthoplasty
좌장 : 김영규, 박정호

12:40~12:50 Ideal glenoid implant position 가톨릭의대 이효진
12:50~13:00	Rheumatoid arthritis : How about anatomical
한양의대 이봉근
TSA?
13:00~13:10	Glenoid defect : augmentation or
hemiarthroplasty (ream & run) 고려의대 정웅교
13:10~13:20 Technologies: PSI, navigation, 3D simulation
가톨릭의대 송현석

13:20~13:35 Discussion
13:35~14:30	Session VI : Reverse total shoulder
arthoplasty
좌장 : 고상훈, 변기용
13:35~13:45 What is best angle of humeral stem?
서울의대 김세훈

13:45~13:55 How about humeral lateralization?경희의대 조남수
13:55~14:05	Tradeoffs associated with glenosphere
계명의대 조철현
lateralization in RTSA
이화여대 신상진
14:05~14:15 Tendon transfer in RTSA
14:15~14:30 Discussion
14:30~14:45 Coffee break		
14:45~15:15 Session VII : Invited lecture

좌장 : 김정만, 천상진
14:45~15:05	Management of bone loss in shoulder arthroplasty
Thomas-Jefferson Univ. Gerald R. Williams Jr.

15:05~15:15 Discussion
15:15~16:10	Session VIII : Problems in shoulder
arthroplasty
좌장 : 이광원, 최창혁
15:15~15:25	How to handle the unstable prosthesis:
prevension and management 문영래정형외과 문영래
15:25~15:35	How to diagnose infection and
연세의대 천용민
how to manage it
15:35~15:45	RTSA for young patients: How much young
서울의대 조현철
does matter?
15:45~15:55 Revisional arthroplasty with RTSA
가톨릭의대 지종훈

15:55~16:10 Discussion
16:10~16:55	Session IX: Case Discussion with
Prof. Gerald R. Williams Jr.

좌장 : 박진영, 유재철
16:10~16:25
16:25~16:40
16:40~16:55
16:55

Case I
Case II
Case III
Closing

손민수
김정한
동아의대 노영민
가톨릭 견주관절 연구회 회장 김양수
국립의료원
인제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