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5월 13일(금)~14일(토)

장소 | 스위스 그랜드호텔 본관 그랜드볼룸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2022
대한슬관절학회

제40차 정기학술대회





3

존경하는 대한슬관절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의 추위와 함께 지난 2년간 전세계를 괴롭혔던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서

서히 걷혀가고 너무나도 반가운 봄꽃 소식이 기다려지는 따사로운 향기속에서 

2022년 5월 13일(금)~14일(토) 개최되는 제40차 대한슬관절학회 정기학술대

회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대한슬관절학회는 1983년 창립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현재 1750여명

의 회원을 가진 대한정형외과학회 분과학회 및 산하단체 중에서 자타가 인정하

는 최대, 최고의 분과학회로서 선도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또한 많은 회원님들의 학문적인 열정으로 전세

계 유수학술지에 회원님들의 창의적인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위상 정립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될 제40차 정기학술대회도 150여편의 회원님들의 귀중한 연구 결실들이 발표될 수 있도록 2022

년 5월 13일(금)과 14일(토) 이틀간 두개의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미국에서 진행

된 CCJR 연자 중 학술위원회에서 우수 연자로 선정한 Keith R. Berend 선생님(미국)과 국제 저명 학술지인 

KSSTA의 Deputy Editor-in-Chief 이신 Michael T. Hirschmann 선생님(스위스)의 비디오 강연후에 온

라인 연결로 회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실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기학술대회 첫날 저녁에는 Gala dinner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했던 친교 행사이므로 금번에는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반가운 만남과 담소를 나누시고 친목을 다

지시는 만남의 장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역대회장님 그리고 현역에서 은퇴하신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들께는 정기학술대회와 Gala dinner 참

석을 정중히 요청 드리는 초청장을 보내 드릴 예정이오니 공사다망 하시겠지만 금번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

여 주셔서 후배들의 학문적 열정을 격려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22년 제40차 대한슬관절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정

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최 충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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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 07:55 Registration
07:55 ‑ 08:00 Opening address 최충혁

08:00 ‑ 08:45 Session 1 (Arthroplasty) 이우석, 노정호

08:45 ‑ 09:30 Session 3 (Arthroplasty) 강승백, 송상준

09:30 ‑ 10:15 Session 5 (Arthroplasty) 이명철, 유주형

10:15 ‑ 10:35 Coffee break
10:35 ‑ 11:05 Invited Lecture 1 문영완, 이한준

Medial Partial Knee Arthroplasty: 2 Decades of Experience and Still Learning  
 Keith R. Berend, Mount Carmel Health System Ohio, USA

11:05 ‑ 12:00 Session 7 우수구연 최충혁, 나경욱

12:00 ‑ 12:10 Awards (KSRR 우수논문/기여상)
12:10 ‑ 12:30 총회

12:30 ‑ 13:30 Luncheon symposium 1 송무호

13:30 ‑ 13:55 Presidential Invited Lecture 최충혁

Tibial loosening in TKA‑ Why did it happen 배대경

13:55 ‑ 14:25 Invited Lecture 2 하철원, 김강일

Knee phenotypes ‑ the role for optimal coronal alignment in TKA 
 Michael T. Hirschmann, Kantonsspital Baselland, Switzerland

14:25 ‑ 14:45 Coffee break
14:45 ‑ 15:30 Session 8 (Arthroplasty) 조성도, 황선철

15:30 ‑ 16:15 Session 10 (Arthroplasty) 김경택, 손욱진

16:15 ‑ 17:00 Session 12 (Meniscus) 이광원, 박희곤

17:00 ‑ 17:54 Session 14 (Meniscus) 빈성일, 김진구

18:00 Gala dinner 

08:30 ‑ 09:06 Session 16 (Arthroplasty) 임수재, 인   용

09:06 ‑ 09:51 Session 18 (Arthroplasty) 이주홍, 한혁수

09:51 ‑ 10:36 Session 20 (Arthroplasty) 김주오, 유재두

10:36 ‑ 10:50 Coffee break

10:50 ‑ 11:35 Session 22 (Arthroplasty) 이동철, 배기철

11:35 ‑ 12:20 Session 24 (Arthroplsty & Miscellaneous) 최영준, 안지현

12:20 Closing address 최충혁

2022년 5월 14일 토요일(Room A)

2022년 5월 13일 금요일(Roo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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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 09:06 Session 17 (Basic science) 고해석, 김종민

09:06 ‑ 09:51 Session 19 (Miscellaneous) 전철홍, 서영진

09:51 ‑ 10:36 Session 21 (Patellofemoral joint) 윤정로, 김창완

10:36 ‑ 10:50 Coffee break

10:50 ‑ 11:35 Session 23 (Meniscus & Miscellaneous) 경희수, 선종근

11:35 ‑ 12:20 Session 25 (Miscellaneous) 최남홍, 김석중

12:20 Closing address 최충혁

07:20 ‑ 07:55 Registration
07:55 ‑ 08:00 Opening address 최충혁

08:00 ‑ 08:45 Session 2 (Ligament) 정화재, 왕준호

08:45 ‑ 09:30 Session 4 (Ligament) 최종혁, 심재앙

09:30 ‑ 10:15 Session 6 (Ligament) 김형수, 윤경호

10:15 ‑ 10:35 Coffee break
10:35 ‑ 11:05 Invited Lecture 1 문영완, 이한준

Medial Partial Knee Arthroplasty: 2 Decades of Experience and Still Learning  
 Keith R. Berend, Mount Carmel Health System Ohio, USA

11:05 ‑ 12:00 Session 7 우수구연 최충혁, 나경욱

12:00 ‑ 12:10 Awards (KSRR 우수논문/기여상)
12:10 ‑ 12:30 총회

12:30 ‑ 13:30 Luncheon symposium 2 최의성

13:30 ‑ 13:55 Presidential Invited Lecture 최충혁

Tibial loosening in TKA‑ Why did it happen 배대경

13:55 ‑ 14:25 Invited Lecture 2 하철원, 김강일

Knee phenotypes ‑ the role for optimal coronal alignment in TKA 
 Michael T. Hirschmann, Kantonsspital Baselland, Switzerland

14:25 ‑ 14:45 Coffee break
14:45 ‑ 15:30 Session 9 (Osteotomy) 이범구, 민경대

15:30 ‑ 16:15 Session 11 (Osteotomy) 김명구, 김영모

16:15 ‑ 17:00 Session 13 (Osteotomy) 서승석, 장종범

17:00 ‑ 17:54 Session 15 (Osteotomy) 김경태, 한승범

18:00 Gala dinner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Room B)

2022년 5월 13일 금요일(Roo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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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 07:55 Registration

07:55 - 08:00 Opening address	 최충혁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08:00 - 08:45 Session 1 (Arthroplasty) 좌장 : 이우석, 노정호

08:00 - 08:06  정상 슬관절과 인공슬관절 간의 활차구길의 차이는 수술 후 소음과 관련된 대퇴‑슬개 접촉운동학을 변화시킬 수 있다. 
	 김태우

†, 강관수‡, 장문종†, 장종범§, 강승백†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책임저자 : 김태우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08:06 - 08:12  변화된 슬관절 부하 양상이 슬관절 전치환술 환자의 보행에 미치는 영향 
 이상진, 윤지연†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정형외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동작분석실†	

	 책임저자 : 이상진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정형외과

08:12 - 08:18 양측 슬관절 치환술에서 두번째 무릎의 임상적 결과비교: 단계적 vs 동시적	
  이장연¹, 정의엽², 진동욱²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¹	국립중앙의료원	정형외과	교실²	

  책임저자 : 이장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

08:18 - 08:24 슬관절 전치환술시 새로운 슬개골 치환 기구 개발 
	  김희준, 정승호, 경희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경희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08:24 - 08:30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골관절염 환자의 기대 수명에 도움이 되는가? 
	 노두현*, 김성은*, 한혜인†, 원성호†, 한혁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책임저자 : 한혁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08:30 - 08:45  Discussion

  08:45 - 09:30 Session 3 (Arthroplasty) 좌장 : 강승백, 송상준

08:45 - 08:51 무시멘트 TKA 이후 치환물 주변 골밀도의 변화	
  최근영

†, 김용덕†, 이진우†, 이승열†, 이신우‡, 고인준†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교실†,	가톨릭의대	영상의학교실‡	
  책임저자 : 고인준†	가톨릭의대	정형외과교실†

08:51 - 08:57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양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여성 환자들의 보행속도 변화 예측	
  이도원, 한혁수, 이명철, 노두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책임저자 : 노두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08:57 - 09:03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유증상의 슬개골 염발음은 환자의 기능적 결과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가? 
 이현희, 조병우, 권혁민, 박관규, 양익환, 이우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이우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09:03 - 09:09 후방십자인대 보존형 및 치환형 슬관절 전치환물에서 femoral roll‑back을 sensor를 이용하여 비교한 전향적 연구 
 	 안지현, 이민영, 손동욱, 이진광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형외과교실	
	 	 책임저자 : 안지현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형외과교실

09:09 - 09:15  슬관절 전치환술에서 가동형 베어링은 고정형 베어링에 비해 관절 인지와 염발음에 있어 더 우수하지 않다: 무작
위 임상시험	
	 손수인, 고인준†, 김만수‡, 박동철‡, 인용‡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책임저자 : 인용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09:15 - 09:30  Discussion

5월 13일 금요일 (A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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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0 - 10:15 Session 5 (Arthroplasty) 좌장 : 이명철, 유주형

09:30 - 09:36  Long‑Term Determinations of the Clinical Outcome and Survivorship of  High‑Flexion Total Knee 
Arthroplasty	
 Young‑Hoo Kim, MD1, Jang‑Won Park, MD2, Young‑Soo Jang, MD1, and Eun‑Jung Kim, MD1 
  The Joint Replacement Center, Seoul Metropolitan SeoNam Hospital1 and The Joint Replacement Center,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Hospital2, Seoul, Republic of Korea	
	 책임저자 : Young‑Hoo Kim, MD The Joint Replacement Center, Seoul Metropolitan SeoNam Hospital

09:36 - 09:42  슬관절 전치환술 후 최소 2년의 임상 결과 추시는 과연 필요한가? 
 김동홍, 정규성†, 최충혁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최충혁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09:42 - 09:48  저근육량은 인공 슬관절 치환술 후 수혈의 독립 위험인자: 후향적 성향 점수 매칭 코호트 연구 
 황두현, 김성은, 한혁수, 이명철, 노두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노두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09:48 - 09:54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인공관절치환술에서 수술전 탄수화물 음료 섭취는 혈당 변동성을 증가시킨다: 전향적 무작
위배정 연구	
 박준영

†, 조병우‡, 권혁민§, 이보라††, 최용선††, 박관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용인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세브란스병원††	

	 책임저자 : 박관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세브란스병원

09:54 - 10:00  147 / 5,000 번역 결과 슬관절 전치환술에서 수술 전 빈혈 환자와 정상 환자에서 수술 전 정맥내 Ferric 
Carboxymaltose의 임상적 효능	
 박도준, 최연호, 고해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책임저자 : 고해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10:00 - 10:15  Discussion

10:15 - 10:35  Coffee break

 10:35 - 11:05  Invited Lecture 1  좌장 : 문영완, 이한준 

  Medial Partial Knee Arthroplasty: 2 Decades of Experience and Still Learning 
  Keith R. Berend Mount Carmel Health System Ohio, USA

  11:05 -12:00 Session 7 (우수구연) 좌장 : 최충혁, 나경욱

11:05 - 11:11  한국에서 혈액 관리 제제 사용으로 인한 인공 슬관절 치환술 이후 과도한 수혈율의 감소:2008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박준구, 박종훈, 장우영, 한승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한승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11:11 - 11:17 아시아 인의 무릎관절 치환술 및 재치환술에서의 적정 경골주대 위치에 대한 3D 분석 연구 
	 	 김종섭, 김규태, 이나경, 연창진, 강승백†, 장종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책임저자 : 장종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1:17 - 11:23 Deep Learning 기술을 이용한 무릎 관절염의 Kellgren‑Lawrence 분류 
  이준규, 이상원†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Columbia University,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책임저자 : 이준규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11:23 - 11:29 알츠하이머 쥐 연구 모델에서의 무릎골관절염에 의한 신경염증 및 신경퇴행 위험도의 증가 
  허세준, 김근태¹, 황선철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정형외과¹	
	  책임저자 : 황선철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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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11:35 소아 원반형 연골판 파열의 봉합술 시 즉각적인 체중 부하 보행의 필요성 
  김동휘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김동휘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11:35 - 11:41  Pain Mediators 와 Autophagy–Lysosomal Pathway를 통한 Metformin 의 관절염 치료 효과 
	 전진화, 이재호, 전유승, 이동환, 나현식, 조미라, 김석중 가톨릭	의대	의정부	성모병원	정형외과	

 책임저자 : 김석중 가톨릭	의대	의정부	성모병원	정형외과

11:41 - 12:00  Discussion

12:00 - 12:10  Awards (KSRR 우수논문/기여상) 

12:10 - 12:30  총회

12:30 - 13:30  Luncheon symposium 1 좌장 : 송무호

 13:30 - 13:55  Presidential Invited Lecture 좌장 : 최충혁

 Tibial loosening in TKA‑ Why did it happen 배대경

 13:55 - 14:25  Invited Lecture 2  좌장 : 하철원, 김강일 

 Knee phenotypes ‑ the role for optimal coronal alignment in TKA 
  Michael T. Hirschmann Kantonsspital Baselland, Switzerland

14:25 - 14:45  Coffee break

 14:45 - 15:30  Session 8 (Arthroplasty) 좌장 : 조성도, 황선철

14:04 - 14:10  초회 슬관절 전 치환술 이후의 혈색소 수치 변화와 트레넥사민 산의 주입의 효과 
	 최원기, 전충무 대구가톨릭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	
 책임저자 : 최원기 대구가톨릭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

14:10 - 14:16 단계적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에서 수술 직후 투여하는 철분제재 정맥주사의 효과에 대한 고찰 
  이성산¹, 문영완² ¹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²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책임저자 : 문영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14:16 - 14:22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에서 트라넥삼산 관절 주위 주사치료의 출혈감소 효과: 무작위 대조 시험 연구  
  김강일*, 김준호*, 김대안*, 배중권**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서울의료원	정형외과	
	  책임저자 : 김강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14:22 - 14:28   슬관절 양측 동시 전치환술에서 저용량 트라넥삼산의 관절 내 주입술은 수혈량 및 실혈 감소에 효과적이다. 
 손수인, 남기열, 심상엽, 최정윤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책임저자 : 최정윤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14:28 - 14:34   슬관절 전치환술 시 관절 내 미세다공성 다당체 지혈 분말의 도포는 효과적인가?	
 박기봉, 송준연, 나성천, 이경주, 안재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박기봉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14:34 - 14:49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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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 - 15:54 Session 10 (Arthroplasty) 좌장 : 김경택, 손욱진

15:30 - 15:36  슬관절 전 치환술 후 연속 카테터 무통주사를 위한 최적의 위치(대퇴 삼각, 근위 혹은 원위 내전근관)에 대한 연구: 
무작위 이중 맹검 대조 실험 
 이태성, 권혁민, 박관규, 이우석, 조병우, 박준영, 최용선†, 이보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교실†	

 책임저자 : 권혁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15:36 - 15:42 슬관절 전치환술 후 하지 정렬에 따른 Forgotten joint score 차이 
  안상민, 정규성†, 최충혁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최충혁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15:42 - 15:48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슬개골을 보존한 슬관절 전치환술의 결과 
  김희준, 정승호, 경희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경희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15:48 - 15:54 무릎 CT imaging의 Hounsfield unit을 이용한 무릎 골다공증 선별 검사 
  최근영¹, 김용덕¹, 이진우¹, 이승열¹, 이신우², 고인준¹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교실¹,	가톨릭의대	영상의학과	교실²	
	 	 책임저자 : 고인준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교실 
15:54 - 16:00 15도 이상의 굴곡 구축이 있는 퇴행성 관절염에서 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재구축의 예측인자  
  송상준, 박철희, 이현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책임저자 : 송상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16:00 - 16:15  Discussion

  16:15 - 17:00 Session 12 (Meniscus) 좌장 : 이광원, 박희곤

16:15 - 16:21  외측 반월연골판 이식술에서 이식물 돌출이 연골보호효과에 미치는 영향: 양적 3‑T MRI T2 mapping을 이용한 
평균 3.1년 추시 결과 
 이효열, 빈성일, 김종민, 이범식, 김승민, 이선종 울산의대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김종민 울산의대	정형외과학교실

16:21 - 16:27 내측연골판후각부 파열의 all‑inside 방법을 이용한 봉합술의 결과 
  박재영, 윤경호†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윤경호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16:27 - 16:33  내측반월연골판 파열에서 변형 Mason‑Allen 방법을 이용한 봉합술 후 관찰되는 연골판 치유 결과: 이차 관절경을 
이용한 평가 
 정규성, 하정구, 김진구†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한양의대	명지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정규성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16:33 - 16:39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방 부착부 파열에서 관절염 진행의 위험 인자 
  송주호, 김영모, 주용범, 안병국, 이철원, 진민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책임저자 : 김영모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16:39 - 16:45  반월연골판 동종이식술 후 조기 실패 환자의 이식편 파열 양상에 대한 내외측 구획간의 비교 분석 
 이선종, 빈성일, 김종민, 이범식, 김승민, 이효열†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빈성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서울아산병원

16:45 - 17:00 Discussion



PROGRAM

10

  17:00 - 17:54 Session 14 (Meniscus) 좌장 : 빈성일, 김진구

17:00  - 17:06  내측 반월상 연골판 수평 파열에서 드러나지 않은 불안정 피판이 미치는 영향 
 송주호, 김영모, 주용범, 안병국, 가인호, 이철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책임저자 : 김영모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17:06 - 17:12 내측 반월상연골판 후방 기시부 파열의 관절경하 경골 골 터널을 이용한 pullout 봉합술의 결과 비교 : 체계적 문헌고찰 
  김영모, 주용범, 송주호, 박영철 충남의대	정형외과교실 
  책임저자 : 김영모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17:12 - 17:18 내측연골판 후각부 기시부 파열에대한 부분절제술과 봉합술의 결과비교 
  황재연, 노경한, 이대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이대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학교실

17:18 - 17:24  전방십자인대 파열시 동반되는 반월상연골 손상의 유병률 조사 ‑ 전방십자인대 파열에서 내측반월상연골 후내측
부 종파열의 존재는 불량한 생역학적, 임상적 소견과 연관되는가? ‑ 
 이승준, 장준호, 유승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책임저자 : 이승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17:24 - 17:30  자기공명영상에서 보이는 슬와열공의 확장은 무슨의미가 있는가? 
 배보승, 민경욱, 이상학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책임저자 : 이상학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17:30 - 17:36  다른 특성의 내측 및 외측 동종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의 결과 비교연구 
 정호원, 김주성, 남희승, 이용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책임저자 : 이용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17:36 - 17:54 Discussion
18:00  Gala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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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 07:55 Registration

07:55 - 08:00 Opening address	 최충혁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08:00 - 08:45 Session 2 (Ligament) 좌장 : 정화재, 왕준호

08:00 - 08:06  소아 전방십자인대 재건 시 술식에 따른 결과 비교 
	 김동휘, 차동혁, 이정호, 이효준, 국정민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김동휘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08:06 - 08:12  단독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혹은 추가적인 전외측 인대 재건술 혹은 추가적인 전외측 인대 보강술의 결과 비교  
‑ 네트워크 메타 분석‑ 
 김성환, 이한준, 박용범,백석호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이한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08:12 - 08:18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하지 밸런스 검사는 임상 점수, 안정성, 기능 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는가?	
  정규성, 하정구, 공두환, 김진성, 최문영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책임저자 : 정규성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08:18 - 08:24 전방십자인대 파열 환자의 방사선학적 동요도검사에서 재현성과 유효성을 고려한 적절한 전방 동요도 측정 방법 
	  전상우

†,최종혁 ‡, 정민 ‡, 권혁준 ‡, 남범준 ‡, 한주형 ‡, 김성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	‡	

  책임저자 : 전상우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실

08:24 - 08:30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재활에 있어 supervised rehabilitation과 home‑based rehabilitation에 대한 비교 연구. 
	 이철수, 임혜창†, 이진혁‡, 이서준, 박준구, 한승범, 장기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정형외과학교실,	Department	of	Medicine,	MetroWest	Medical	Center/Tuft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Framingham,	MA,	USA†,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책임저자 : 장기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정형외과학교실

08:30 - 08:45  Discussion

  08:45 - 09:30 Session 4 (Ligament) 좌장 : 최종혁, 심재앙

08:45 - 08:51  소아 전방십자인대 경골 부착부 견열골절에서 transphyseal vs physeal sparing 전방십자인대 견인 봉합술 간 
결과 비교	
 김동휘, 차동혁, 이정호, 이효준, 국정민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김동휘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08:51 - 08:57  고도의 회전 불안정성을 가진 젊은 여성 환자에서 전외측 인대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해 주면, 단독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보다 운동 복귀와 회전 안정성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다.	
 이동원, 홍성욱, 김진구†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정형외과†	

 책임저자 : 김진구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정형외과

08:57 - 09:03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후 발생한 경골터널확장에 대한 피질골 현수 고정방법과 간접 나사 고정방법의 비교 
 이태진, 장기모†, 김태진‡, 이상민§, 배지훈§ 
 9988	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정형외과학	교실†,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학	교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정형외과학	교실§	

	 책임저자 : 배지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정형외과학	교실

5월 13일 금요일 (B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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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 09:09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에서 연골판 램프 병변의 유병률과 임상 결과 
 	  안진화, 손동욱, 박진훈, 박기태 새움병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강북삼성병원‡	

	 	 책임저자 : 손동욱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강북삼성병원

09:09 - 09:15  관절경 통한 직접 시각화 아래 긴장도 조절 술기를 이용한 내측슬개대퇴인대 재건술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결과	
	 손수인, 심상엽, 최정윤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책임저자 : 최정윤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09:15 - 09:30  Discussion

  09:30 - 10:15 Session 6 (Ligament) 좌장 : 김형수, 윤경호

09:30 - 09:36  연부 조직 동종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서 골터널 확장 측면에서 fibirin clot 보강의 임상적 영향	
 김기범, 호지웅, 이주홍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책임저자 : 김기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09:36 - 09:42  동종건내 이식된 전방십자인대 기원 줄기세포 및 지방기원 줄기세포 간 인대화 비교 연구 
 박진성

†, 조성신†, 이명규‡, 김태환†, 성일훈§, 이진규§ 
 한양대학교	류마티스	병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이진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09:42 - 09:48  고식적 원형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직사각형 터널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결과 비교 
 양두빈

†, 정영복†, 김종헌†, 김부섭†, 김성환§, 박용범§, 이한준§	
	 †중앙대학교	교육협력	현대병원	정형외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책임저자 : 정영복	중앙대학교	교육협력	현대병원	정형외과

09:48 - 09:54  대퇴 과간 노치 크기에 따른 해부학적 단일 다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수술 결과 분석	
 문현수*, 최종혁§, 정민§, 유제현*, 권혁준†, 홍영택§, 김성환†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형외과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책임저자 : 문현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형외과

09:54 - 10:00  Injury of the Anterolateral Ligament of the Knee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Lateral Femoral Condyle Ratio.	
 Nam Hong Choi*, Dong MIn Lee**  
 * Department of OrthopedicSurgery, Eulji Medical Center, Korea 
 **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Gwangmyeong Sungae Hospital, Korea	
	 책임저자 : Nam Hong Choi Department of OrthopedicSurgery, Eulji Medical Center, Korea

10:00 - 10:15  Discussion

10:15 - 10:35  Coffee break

 10:35 - 11:05  Invited Lecture 1  좌장 : 문영완, 이한준 

  Medial Partial Knee Arthroplasty: 2 Decades of Experience and Still Learning 
  Keith R. Berend Mount Carmel Health System Ohio, USA

  11:05 -12:00 Session 7 (우수구연) 좌장 : 최충혁, 나경욱

11:05 - 11:11  한국에서 혈액 관리 제제 사용으로 인한 인공 슬관절 치환술 이후 과도한 수혈율의 감소:2008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박준구, 박종훈, 장우영, 한승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한승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11:11 - 11:17 아시아 인의 무릎관절 치환술 및 재치환술에서의 적정 경골주대 위치에 대한 3D 분석 연구 
	 	 김종섭, 김규태, 이나경, 연창진, 강승백†, 장종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책임저자 : 장종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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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 11:23 Deep Learning 기술을 이용한 무릎 관절염의 Kellgren‑Lawrence 분류 
  이준규, 이상원†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Columbia University,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책임저자 : 이준규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11:23 - 11:29 알츠하이머 쥐 연구 모델에서의 무릎골관절염에 의한 신경염증 및 신경퇴행 위험도의 증가 
  허세준, 김근태¹, 황선철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정형외과¹	
	  책임저자 : 황선철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

11:29 - 11:35 소아 원반형 연골판 파열의 봉합술 시 즉각적인 체중 부하 보행의 필요성 
  김동휘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김동휘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11:35 - 11:41  Pain Mediators 와 Autophagy–Lysosomal Pathway를 통한 Metformin 의 관절염 치료 효과 
	 전진화, 이재호, 전유승, 이동환, 나현식, 조미라, 김석중 가톨릭	의대	의정부	성모병원	정형외과	

 책임저자 : 김석중 가톨릭	의대	의정부	성모병원	정형외과

11:41 - 12:00  Discussion

12:00 - 12:10  Awards (KSRR 우수논문/기여상) 

12:10 - 12:30  총회

12:30 - 13:30  Luncheon symposium 2 좌장 : 최의성

 13:30 - 13:55  Presidential Invited Lecture 좌장 : 최충혁

 Tibial loosening in TKA‑ Why did it happen 배대경

  13:55 - 14:25  Invited Lecture 2  좌장 : 하철원, 김강일 

 Knee phenotypes ‑ the role for optimal coronal alignment in TKA 
  Michael T. Hirschmann Kantonsspital Baselland, Switzerland

14:25 - 14:45  Coffee break

 14:45 - 15:30  Session 9 (Osteotomy) 좌장 : 이범구, 민경대

14:45 - 14:51  내측 개방형 경골 근위부 절골술 후 반대측 하지의 부목 효과 
 이병훈,  심재앙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심재앙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14:51 - 14:57 개방성 근위 경골 절골술시 동반 시행하는 내측 연골판 기시부 봉합의 생역학적 효과 
  박형준

†, 장문종‡, 조호정§, 홍은아§, 김태우‡, 장종범∥, 곽대순§, 강승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산병원	정형외과	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교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응용해부학	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실∥ 
  책임저자 : 곽대순§, 강승백‡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응용해부학	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실∥

14:57 - 15:03  개방형 근위 경골 절골술 시 골이식재로써 탈세포 조직 유래 세포외기질 기반 세포프린팅기술을 이용한 스캐폴드의 
개발 및 유용성 검증 
 안근선

†, 심진형†, 김준영$, 이병훈¶ 
 †	T&R	Biofab	Co.,	Ltd.,	$	대구가톨릭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책임저자 : 이병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15:03 - 15:09 내측 개방형 근위 경골 절골술시 시상면 절골 경사 와 후방 경골 경사각의 관계에 관한 3차원적 시뮬레이션 연구 
  정재현

†, 정민, 김성환, 최종혁, 김성재† 연세사랑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책임저자 : 정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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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 15:15 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기구를 사용한 근위 경골 절골술 시 수술 후 내측 근위부 경골 각도와 경골 후방 경사각 분석 
  한주형, 최종혁†, 정민†, 권혁준, 남범준, 김성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세브란스병원†	

	  책임저자 : 김성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강남세브란스병원	
15:15 - 15:30  Discussion

  15:09 - 15:54 Session 11 (Osteotomy) 좌장 : 김명구, 김영모

15:30 - 15:36 방사선학적 키싱 병변은 내측 개방 고위경골 절골술에서 악영향을 미치는가? 
  김강일, 이상학, 김준호 경희의대	정형외과학	교실	
	 	 책임저자 : 김강일 경희의대	정형외과학	교실

15:36 - 15:42 외측개방형근위경골절골술 이후 발생한 발목 관절경사도와 무릎 관절경사도 사이의 중기 추시결과의 관계 
  김승민, 빈성일, 김종민, 이범식, 이효열,이종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책임저자 : 이범식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15:42 - 15:48  근위경골절골술 후 하지의 축의 변화에 대한 관련인자들에 대한 고찰 
 이성산¹, 왕준호²  ¹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²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책임저자 : 왕준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15:48 - 15:54 골이식 없이 시행한 개방형 근위 경골 절골술 후 완전한 골유합 전에 금속판 제거술의 결과 
  Hyo Beom Lee, Sung Yup Hong, Young Jin Seo†, Si Young Song†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책임저자 : Si Young Song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15:54 - 16:00  혼성 외측폐쇄형 고위경골절골술과 내측 개방형 절골술의 임상 결과 비교 
 정석진, 이승준, 서정탁†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부산의료원	정형외과	
	 책임저자 : 이승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16:00 - 16:15 Discussion

  16:15 - 17:00 Session 13 (Osteotomy) 좌장 : 서승석, 장종범

16:15 - 16:21 내측 폐쇄성 원위대퇴골절골술 후 외측경첩골절은 단순방사선검사보다 컴퓨터단층촬영검사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나경욱

†, 김건우†, 배지훈‡, 장기모§, 김상균*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	국립중앙의료원	정형외과*	

	 	 책임저자 : 나경욱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16:21 - 16:27  내측개방형근위경골절골술 이후 발생한 외측경첩골절은 절골경첩점에서 경골 외측 피질부까지의 거리가 외측경
첩골절 종류와 발생시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승민, 빈성일, 김종민, 이범식, 이효열, 이선종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책임저자 : 이범식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16:27 - 16:33 발목 관절염이 동반된 환자에서 내측 개방형 근위 경골 절골술 후 발목 통증이 악화된다. 
  김만수, 김재중, 강기호, 인용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서울성모병원	
	 	 책임저자 : 인용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서울성모병원

16:33 - 16:39 심한 내반 변형을 동반한 내측 단일 구획 슬관절 관절염의 이중 절골술의 적합한 상황의 분석 
  심승재, 정호원, 박용근†, 김세일, 이용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제주대학교병원†	

	 	 책임저자 : 이용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6:39 - 16:45  내측 슬관절염 환자에서 개방형 근위 경골 절골술 후 슬관절 전치환술 전환의 위험인자 분석 
 백종석, 김건록, 김이삭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책임저자 : 백종석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16:45 - 17:00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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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 - 17:54 Session 15 (Osteotomy) 좌장 : 김경태, 한승범

17:00  - 17:06  내측 개방형 근위경골 절골술 후 허용 가능한 정렬 범위는 이전에 보고된 것보다 넓다. 
 김재중, 김만수, 강기호, 인용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인용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17:06 - 17:12 과교정된 근위경골절골술은 환자의 만족을 위해 피하는 것이 좋다 
  이성산¹, 왕준호² 충남의대	정형외과교실 
  책임저자 : 왕준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17:12 - 17:18 내측 개방형 쐐기 고위 경골 절골술 후 부하 재분배에 대한 순차적 정량적 평가 
  정호원, 김주성, 남희승, 이용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책임저자 : 이용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17:18 - 17:24  내측 개방형 경골 근위부 절골술은 슬개대퇴관절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을 오히려 감소시킨다. 
 이병훈, 심재앙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심재앙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17:24 - 17:30  새로운 reverse Miniaci method방법을 이용한 근위경골절골술 후 발생하는 연부조직 교정과 그 영향인자에 대한 
분석 
 김종섭 †, 김태우†, 장문종†, 장종범‡, 강승백†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책임저자 : 김태우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17:30 - 17:36 개방형 근위 경골 절골술에서 불안정 외측 경첩부 골절과 절골의 깊이가 교정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송주호

†, 빈성일‡, 김종민‡, 이범식‡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책임저자 : 빈성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17:36 - 17:54 Discussion
18:00  Gala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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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토요일 (A룸)

   08:30 - 09:06 Session 16 (Arthroplasty) 좌장 : 임수재, 인용

08:30 -08:36 최대 적합형 삽입물을 이용한 슬관절 전치환술에서 후방 골극 형성의 임상적 연관성  
  정호원, 유현진¹, 박성윤, 이용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책임저자 : 이용석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08:36 - 08:42 슬관절 전치환술에서 네비게이션의 Joint stability 그래프를 이용한 수술 중 Gap balancing 측정 
  송상준, 박철희, 이현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	
	  책임저자 : 송상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

08:42 - 08:48 슬관절의 진행된 내측 구획 골관절염 환자에서 슬개대퇴 연골 손상에 대한 슬개하 지방체의 역할 
  *주용범, *김영모, *송주호, **김진현, +최송이, *이철원 
  *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충남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충남대학교병원	조직병리과	

	 	 책임저자 : 주용범 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08:48 - 08:54 능동형 로봇을 이용한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수술 시간과 정확도에 관한 러닝커브 
	 	 박용범, 이한준, 김성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박용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08:54 - 09:06 Discussion

   09:06 - 09:51 Session 18 (Arthroplasty) 좌장 : 이주홍, 한혁수

09:06 - 09:12  아시아인의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에서 전방 골 절제술 후 형태는 'Grand piano' 보다 'Boot Sign'에 가깝다.  
 이한준, 김성환, 박용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책임저자 : 이한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09:12 - 09:18 슬관절 전치환술에서 미세다공성 다당류 반구(출혈 조절 분말) 의 지혈 효과 
  주용범, 김영모, 송주호, 안병국, 가인호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주용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09:18 - 09:24 술전 내반변형이 후방십자인대보존형 인공관절치환술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노정호, 송기일, 허연식 강원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책임저자 : 노정호	강원대학교병원	정형외과

09:24 - 09:30  갭 기술을 이용한 슬관절 치환술시 대퇴골 회전 정렬의 결정을 위한 경골 경사각 
 Dong Oh Ko, MD, Song Lee, MD, Kyung Tae kim, Sung Jun Chang, MD, Jin Jung MD, Jong Seo Jung MD 
 Seoul Sacred Heart General Hospital, Seoul, Korea	 
 책임저자 : Dong Oh Ko, MD Seoul Sacred Heart General Hospital, Seoul, Korea

09:30 - 09:36 인공슬관절전치환술에서 해부학적 경골치환물이 내측 근위 경골에 미치는 생체역학적 영향: 유한요소분석 
  조병우, 권혁민, 이우석, 양익환, 박관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	 
  책임저자 : 박관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

09:36 - 09:51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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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51 - 10:36  Session 20 (Arthroplasty) 좌장 : 김주오, 유재두

09:51 - 09:57  신전 갭 기술을 이용한 슬관절 치환술시 적절한 굴곡 갭과 인대 균형을 위한 스페이서 블록 기술 
 Dong Oh Ko, MD, Song Lee, MD, Kyung Tae kim, Sung Jun Chang, MD, Jin Jung MD, Won Jun Choi, MD 
 Seoul Sacred Heart General Hospital 
 책임저자 : Dong Oh Ko, MD Seoul Sacred Heart General Hospital

09:57 - 10:03 인공슬관절 전치환술 후 추적 소실 환자들의 임상적 결과 분석 
  이승훈, 윤정로, 윤태혁 중앙보훈병원	정형외과 
  책임저자 : 이승훈 중앙보훈병원	정형외과

10:03 - 10:09 Guided‑motion 전후방 안정형 TKA와 고식적 TKA 간의 환자 보고형 결과 비교 
  이승열, 인용, 김만수, 최근영, 김용덕, 이진우, 고인준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교실	
  책임저자 : 고인준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교실

10:09 - 10:15  수술 전 내측광근의 양과 질이 슬관절 전치환술 후의 기능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정호정, 강민욱, 이종화, 김중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김중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10:15 - 10:21 자발성 슬관절 골괴사증에 대한 인공슬관절전치환술과 인공슬관절부분치환술의 환자 만족도 비교 
  서대근¹, 장기모², 박준구², 서동원³, 김재중², 한승범² 
  ¹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삼성의료원	정형외과	교실,	²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실,	³	분당바른세상병원	

  책임저자 : 한승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교실

10:21 - 10:36 Discussion
10:36 - 10:50 Coffee break 

  10:50 - 11:35 Session 22 (Arthroplasty) 좌장 : 이동철, 배기철

10:50 - 10:56 2011~2019년 국내 슬관절 삽입물 주위 감염에 따른 슬관절 재치환술의 부담 
  최윤성

†,김선태‡,김경휘‡,이시영‡,김태우‡,장문종‡,강승백‡ 
  중앙보훈병원	정형외과	교실†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교실‡ 
  책임저자 : 강승백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교실

10:56 - 11:02   감염성 슬관절 치환술에서 2단계 치환술의 중장기 결과: 재감염의 취약성 
 이영상, 김기범, 이주홍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책임저자 : 이주홍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11:02 - 11:08 2단계 슬관절 재치환술시 스파이크가 있는 시멘트 삽입물은 삽입물 관련 문제들을 줄이는가? 
  박기봉, 송준연,  나성천, 이경주, 안재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박기봉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11:08 - 11:14   새롭게 개발된 반 구속형 인공관절 재치환술용 시스템을 사용한 인공관절 재치환술의 초기 결과: 평균 2년 추시 
 손욱진, 김기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손욱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11:14 - 11:20  고위험 환자의 인공슬관절 치환술 후 감염에 대한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지속적 세척술을 통한 완화 치료의  
임상적 결과 
 김명구, 박주원, 강동석, 백현, 류동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책임저자 : 류동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11:20 - 11:35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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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5 - 12:20 Session 24 (Arthroplsty & Miscellaneous) 좌장 : 최영준, 안지현

11:35 - 11:41   심한 관절 파괴가 동반된 감염성 관절염에 대한 이단계 슬관절전치환술의 결과 
 최원철, 김중일†, 김태우‡, 노두현§, 장문종‡, 한혁수§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정형외과학	교실,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학	교실,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정형외과학	교실,	§서울의대	정형외과학	교실 
 책임저자 : 최원철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학교실

11:41 - 11:47   동일 환자에서 시행한 슬관절 단일구획치환술과 전치환술의 임상 결과 및 장기 생존율 비교 ‑ 최장 19년 추시 결과 ‑ 
 최원준, 정진*, 김지형, 이송, 김경태 서울성심병원	정형외과 
 책임저자 : 김경태 서울성심병원	정형외과

11:47 - 11:53 전방 십자 인대 결손 환자에서의 내측 슬관절 한구획 치환술에 미치는 경골 후방 경사의 생역학적 효과 
  권혁민†, 강경탁‡, 조병우†, 박준영†, 이태성†, 박관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책임저자 : 박관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11:53 - 11:59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장기 사망률: 사망 원인 및 사망률 예측인자 
  김상효, 임병은, 김종섭, 연창진, 원재윤, 이나경, 장종범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책임저자 : 장종범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11:59 - 12:05  양측 동시 인공슬관절전치환술을 시행한 그룹과 편측 인공슬관절전치환술을 시행한 그룹 간의 뇌졸증 발생 비교: 
국가기반 환자‑대조군 연구 
 한승범

†, 윤정로‡, 유재두, 신영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중앙보훈병원	정형외과교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책임저자 : 신영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12:05 - 12:20 Discussion

12:20  Closing address 최충혁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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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0 - 09:06 Session 17 (Basic science) 좌장 : 고해석, 김종민

08:30 -08:36 PPARα‑ACOT12가 연골 기질 항상성에 미치는 영향  
  Churl Hong Chun MD. , Su jeong Park PhD., Eun Jung Jin PhD.  
  목포한국병원	정형외과,	(전)	원광대학교병원	정형외과교실	원광대학교	생명과학부	분자세포면역학연구실 
  책임저자 : Churl Hong Chun MD 목포한국병원	정형외과

08:36 - 08:42  대퇴터널 위치에 따른 슬관절 외측관절외고정술시 발생하는 이식건 굽힘 현상 분석 : 3차원 CT 시뮬레이션 및  
카데바 연구  
 이시영

†, 장문종†, 장종범‡, 강승백†, 김태우†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책임저자 : 김태우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08:42 - 08:48 아텔로 콜라겐 주사를 통한 슬개건결손의 치료 
  이재호, 전진화, 전유승, 이동환, 고은정, 김선애, 김석중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정형외과	
	 	 책임저자 : 김석중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정형외과

08:48 - 08:54  인공관절 수술 후 헤모박 혈액 농축에서 추출한 wild type 중간엽 줄기세포와 STAT3 억제 중간엽 줄기세포의 특성 
비교연구 
	 Dong Hwan Lee, Seon Ae Kim, Eun Jeong Go, Chi Young Yoon, Seok Jung Ki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Republic of Korea	
	 (가톨릭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책임저자 : Seok Jung Ki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Republic of Korea	
	 (가톨릭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08:54 - 09:06 Discussion

   09:06 - 09:51 Session 19 (Miscellaneous) 좌장 : 전철홍, 서영진

09:06 - 09:12  한국 인구에서 무릎 골관절염의 위험과 일반 비만과 중심성 비만의 연관성: 전국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  
 박도준

†, 최연호†, 한경도*, 고승현‡, 고해석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내분비내과‡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책임저자 : 고해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09:12 - 09:18 체중부하하지전장방사선사진 촬영 시 보폭에 따른 관절면방향각의 차이에 대한 연구 
  이상욱, 양명호, 노두현, 이명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이명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09:18 - 09:24 무릎 혈관절증 환자에서 보존적 치료 실패 이후 중재적 혈관 조영술의 시행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들 
  박기봉, 송준연, 나성천, 이경주, 안재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박기봉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09:24 - 09:30 베이커 낭종의 관절경적 낭종 제거술 시 체크 밸브의 유무: 체크밸브 병변의 발생률, 관련 병소, 임상적 결과 
  나경욱, 김승주, 박종훈, 배지훈†,장기모‡,김상균¶, 이규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국립의료원¶			 
  책임저자 : 나경욱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09:30 - 09:36  슬관절염에서 관절강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와 고분자 히알루론산의 효능 및 안전성 비교 : 이중맹검, 다기관, 무
작위 대조 연구 
 김경휘

†, 김태우†, 장문종†, 장종범‡, 강승백†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책임저자 : 강승백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09:36 - 09:51 Discussion

5월 14일 토요일 (B룸)



PROGRAM

20

  09:51 - 10:36  Session 21 (Patellofemoral joint) 좌장 : 윤정로, 김창완

09:51 - 09:57  경골 결절‑회전각이 슬개골 탈구에 미치는 영향 
 김태진

†,이태진, 송현섭, 배지훈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책임저자 : 배지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09:57 - 10:03  소아 및 청소년 환자에서 새롭고 신뢰할 수 있는 매개변수로서의 경골 결절‑활차구 지수: MRI 기반, 성향 점수 일
치 사례‑대조군 연구 
 최원철, 이상준†, 오종범, 이순철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형외과학교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최원철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형외과학교실

10:03 - 10:09 재발성 슬개골 탈구에서 관절경적 외측 유리술 및 내측부 중첩술 : 임상적, 영상의학적 결과 및 합병증 
  나경욱, 김승주, 박종훈, 배지훈†,장기모‡,김상균¶, 이규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국립의료원¶			 
  책임저자 : 나경욱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10:09 - 10:15  Patellofemoral pain syndrome의 치료에 있어 운동 치료에 부가적인 Kinesio taping 요법의 효과 
 이진혁

†, 임혜창‡, 신기훈†, 박준구, 한승범, 장기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스포츠의학센터†	

	 Department of Medicine, MetroWest Medical Center/Tuft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Framingham, MA, USA‡ 
 책임저자 : 장기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정형외과학교실

10:15 - 10:21 재발성 슬개골 불안정성에서 이중다발 내측 슬개대퇴 인대 재건술: 전향적 5년 추시 결과 
  홍성엽, 이효범, 김태성†, 오정현†, 서영진†, 송시영† 
  강동성심병원	정형외과학	교실,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송시영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학교실

10:21 - 10:36 Discussion
10:36 - 10:50 Coffee break 

  10:50 - 11:35 Session 23 (Meniscus & Miscellaneous) 좌장 : 경희수, 선종근

10:50 - 10:56  퇴행성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관절경하 연골판 부분 절제술에서 환자의 나이가 관절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매칭 분석 
 송주호

†, 빈성일‡, 김종민‡, 이범식‡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책임저자 : 빈성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10:56 - 11:02   외측 반월연골판 이식술의 연골보호효과: 양적 3‑T MRI T2 mapping을 이용한 중기 추시 결과 
 이효열, 빈성일, 김종민, 이범식, 김승민, 이선종 울산의대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김종민 울산의대	정형외과학교실

11:02 - 11:08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관절 연골 상태에 따른 내측 반월연골판 동종이식술의 생존율 분석 
  이선종, 빈성일, 김종민, 이범식, 김승민, 이효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책임저자 : 빈성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서울아산병원

11:08 - 11:14   관절연골재생을 위한 미세골절술과 미세드릴술의 임상적, 영상의학적, 이차관절경소견의 비교연구 
 권혁준, 최종혁†, 정민†, 홍영택, 남범준, 김성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세브란스병원† 
 책임저자 : 김성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강남세브란스병원

11:14 - 11:20  슬관절염 치료의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 관절강내 주사의 안정성 및 효과: 5년 추시 연구 
 김강일, 김준호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책임저자 : 김강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11:20 - 11:35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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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5 - 12:20 Session 25 (Miscellaneous) 좌장 : 최남홍, 김석중

11:35 - 11:41  새로운 딥러닝 기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슬관절 X‑ray의 관절간격 자동 정량화: OAI(Osteoarthritis Initiative)  
데이터 
 연창진, 장종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	교실 
 책임저자 : 장종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11:41 - 11:47   딥 러닝 기반의 하지 전장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의 근육 분할 및 정량 : 슬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 시행 환자군의 근감
소증 스크리닝에의 적용 
 지현준, 황두현, 안성호, 노두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책임저자 : 노두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11:47 - 11:53 단순 방사선학적 매개변수를 이용한 무릎 골관절염 진행 예측 : 전향적 종단 관찰 연구 
  김태선

†, 김태우†, 장문종†, 이경민‡, 장종범‡, 강승백†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책임저자 : 강승백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11:53 - 11:59  골수강내 비골 지주 동종골이식 및 이중 잠금 플레이트를 이용한 원위 대퇴골의 인공치환물 주변 골절의 치료‑ 기
존 외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치료 방법의 새로운 응용 
 Dongwhan Suh1, Jong‑Hun Ji 1,2, Jun‑Young Heu3, Jung‑Youn Kim4 , Heeman Chi1, Se‑Won Lee*,2,3 
 1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Daejeon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aejeon, Republic of Korea 
 2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Republic of Korea 
 3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Yeouido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10, 63‑Ro, Yeongdeungpo‑Gu, Seoul 07345, Republic of Korea 
 4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책임저자 : Se‑Won Lee 
 Orthopedic Surgery, Yeouido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10, 63‑Ro, Yeongdeungpo‑Gu, Seoul 07345, Republic of Korea

11:59 - 12:05  외측 경대퇴 골관절염 환자 군의 수술 결정요인 
 최병선, 김정민, 한혁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책임저자 : 한혁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12:05 - 12:20 Discussion

12:20  Closing address 최충혁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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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Does the Design of the Patellar Component Affect the 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s in Primary Posterior‑
Stabilized Total Knee Arthroplasty in Asian?: A Randomized Prospective Study

손욱진, 김기범, 박성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김기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P‑002  A novel open synovectomy technique using an arthroscopy shaver blade in revision surgery to treat infected total 
knee arthroplasty: a technical note

손욱진, 김기범, 우인하 영남대학교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김기범 영남대학교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P‑003  Reduction of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risk in the second stage during bilateral total knee arthroplasty 
with a 1‑week interval

Na‑Kyoung Lee*, Sanghyo Kim*, Jong Seop Kim*, Chang‑Jin Yon*, Byeong‑Eun Im*, Chong Bum Chang*†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장종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P‑004 Can tuberosity screw fixation produce favorable outcomes in retro‑tubercular high tibial osteotomy?
김주성, 박성배, 박성윤, 이용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책임저자 : 이용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P‑005 Analysis of the Determinant Factor of Medial Joint Space Width After Open Wedge High Tibia Osteotomy
정호원, 심승재, 박성윤, 이용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책임저자 : 이용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P‑006 Analysis of Serial Union Pattern After High Tibial Osteotomy with and without Bone‑Void Fillers
김성찬, 김동현, 이재익, 박성배, 박성윤, 이용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책임저자 : 이용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P‑007 Effect of Medial Collateral Ligament Release on the Stability of Opening‑Wedge High Tibial Osteotomy
심승재, 정호원, 김세일, 이용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책임저자 : 이용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P‑008  Automated assessment of the thigh muscle condition in patients with advanced knee osteoarthritis using a novel 
deep learning‑based software: Correlation between isokinetic muscle tests and clinical scores

연창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	교실	

책임저자 : 장종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P‑009  Is the patient aware of the difference between resurfaced and non‑resurfaced patella after bilateral total knee 
arthroplasty? A systematic review of simultaneous bilateral randomized trials

최근영 (Keun Young Choi)¹, 인용 (Yong In)¹, 김만수 (Man Soo Kim)¹, 손수인 (Sueen Sohn)² , 김용덕 (Yongdeok Kim)¹, 
 이진우 (Jinwoo Lee)¹, 이승열 (Seung‑yeol Lee)¹, 고인준 (In Jun Koh)¹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¹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²	

책임저자 : 고인준 (In Jun Koh)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

P‑010 Diagnostic Accuracy of Dual‑energy CT‑based Bone Mineral Density to Assess Bone Quality of Knee
최근영1, 김용덕1, 이진우1, 이승열1, 이신우2, 고인준1  가톨릭의대	정형외과학교실1,	가톨릭의대	영상의학과	교실2	

책임저자 : 고인준 가톨릭의대	정형외과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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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1 Severe wear of polyethylene & tibial stem with massive metallosis of the knee 10 years after UKA – Case report
Churl Hong Chun, MD. Kwang il Koh, MD. Seo Jung Hwan, MD. Sung Hoon Kim, MD. Keun Churl Chun, MD. 

Mokpo Korean Hospital, Mokpo, Chonnam, Korea 

책임저자 : Churl Hong Chun, MD. Mokpo Korean Hospital, Mokpo, Chonnam, Korea

P‑012  Surgical strategies to minimize collision between the ACL and ALL femoral tunnel according to the need for far‑
cortex drilling for the ALL femoral tunnel

문현수*, 최종혁§, 서영진†, 이영한‡, 정민§, 박정훈*, 김성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형외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책임저자 : 문현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형외과

P‑013 Comparisons of patient‑reported outcomes after bilateral TKA; technology vs. surgical technique
김용덕, 인용, 김만수, 최근영, 이승열, 이진우, 고인준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교실	

책임저자 : 고인준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교실

P‑014 Guided‑motion bicruciate stabilized TKA offers comparable normal knee feeling to kinematically aligned TKA
이진우, 인용, 김만수, 최근영, 김용덕, 이승열, 고인준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교실	

책임저자 : 고인준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교실

P‑015  Comparison of Patient Reported Outcomes between Bicruciate‑Stabilized and Posterior‑Stabilized Total Knee 
Arthroplasty in the Same Patien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강기호, 김만수, 김재중, 인용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인용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P‑016 Learning curve of robot‑assisted total knee arthroplasty and its effects on implant position and limb alignment
정호정, 강민욱, 이종화, 김중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김중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P‑017  Central Sensitization and Neuropathic Pain Synergistically Affect Inferior Patients Reported Outcomes Following 
Total Knee Arthroplasty

김만수, 김재중, 강기호, 인용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서울성모병원	
책임저자 : 인용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서울성모병원

P‑018  Does the difference in second‑look arthroscopic findings between autograft and allograft ACL reconstructions 
affect the mid‑term outcomes ?

민경대, 차주영, 김경범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책임저자 : 민경대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정형외과학교실

P‑019 Clinical outcomes of arthroscopic repair in the Bucket‑Handle type meniscal tears
민경대, 김성환, 김경범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정형외과학교실 

민경대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정형외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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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 안내
 ▶▶ 구연시간은 연제당 6분 이내 입니다. 발표시간을 반드시 엄수해주십시오.

 ▶▶ Poster는 사전에 ppt를 이용하여 3분이내의 발표영상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원활한 토의를 위하여 완성된 논문 또는 증보 초록(기존초록에 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기술 또는 이에 대한 도표 삽입등) 또는 발표 슬라이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4월29일까지 webhard.co.kr ID:koreaknee1983 PW:0000, Guest 폴더로

접속하시어 접수번호와 채택된 초록 제목, 본인 성명으로 폴더를 만드시어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2. 평점 안내

 ▶▶ 사전등록 후 참석하지 않는 경우 평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평점인정 기준이 강화되어 당일 입장시간 및 퇴장시간을 각각 바코드로 기록하셔야

 평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2회 이상 출석 확인 시 인정되며, 부분평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표 및 제출안내

▶▶ 5/13(금)
    2시간 초과 ⇨ 3평점

    3시간 초과 ⇨ 4평점

    4시간 초과 ⇨ 5평점

    5시간 초과 ⇨ 6평점 

▶▶ 5/14(토)
    2시간 초과 ⇨ 3평점

    3시간 초과 ⇨ 4평점



사전등록안내

• 등록  방법   
 ▶▶   사전등록을 하실 분은 5월 6일(토)까지 홈페이지 (http ://www.koreaknee.or .kr/)를 

통해 사전 등록과 함께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비(사전등록/현장등록)

 ▶▶  등록비 입금 안내 

 아래의 계좌로 등록비를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입금시 등록자 성함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519-474388   (예금주 : 이대희)

등록 구분 정회원 비회원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 간호사, 연구원 포함)

사전등록비 7만원 10만원 7만원

현장등록비 8만원 11 만원 8만원



지하철 이용시
•	지하철	3호선	홍제역	3번	출구	앞에서	마을버스	01번	환승

•	지하철	3호선	홍제역	1번	출구에서	택시

버스 이용시
파랑(간선)	:	110A,	110B,	153

초록(지선)	:	7018,	7720,	7021,	7713,	7738,	8153

공항버스	:	6005

일반버스	:	567

김포공항 호텔

•	지하철	:			공항선	김포공항역	승차	→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6호선으로	환승	→	불광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	→	

3호선	홍제역	하차

•	택시	:	일반	약	2만원,	모범	약	3만원

•	자가용	:			김포국제공항	→	행주대교	→	자유로	→	내부순환도로(홍은	IC	진출	후	유턴)	→	서대문구청	방향으로	

약	300m	(21km,	40분	소요)

인천공항 → 호텔

•	인천국제공항	1층	5B	또는	12A	게이트에서	6005번	탑승	→	스위스	그랜드	하차

•	리무진	버스	요금	:	편도	15,000원/1인,	약	40~50분	소요(56Km)

MAP 스위스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호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