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대한정형외과학회
제29회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

일       시   2022년 6월 26일(일) 09:00~16:30

장       소   일산 KINTEX 1전시장 4홀(전시), 2층(강의)

주       최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후       원   SK케미칼 

공동 행사   2022 RECARE 재활·복지박람회(6/24~6/26)

연수평점

일반평점 최대 4평점, 필수평점 1평점

※ 필수평점은 반드시 1시간(09:10~10:10) 이상 수강한 출결 기록만 인정합니다.

등록비

사전등록 마감

6월 16일(목) 자정까지

신청 방법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ortho5@koa.or.kr) 또는 

팩스 (02-780-276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등록비 납부는 무통장 입금만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KB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대한정형외과학회)

사전등록 현장등록 

회원(전문의, 전공의, 군의관)          50,000원 회원(전문의, 전공의, 군의관)          70,000원

비회원                                   100,000원 비회원                                   120,000원



 
시간 프로그램 좌장 / 연자

09:00-09:10 개회사                                                                  인하의대,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김명구

행사 소개 및 일정 안내                                         연세의대, 대한정형외과학회 총무이사 최윤락 

09:10-10:10 Session I. 의료법 - 필수평점 세션                            연세의대,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이진우

09:10-10:00 개원의가 알아야 할 의료법과 분쟁사례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MD 배준익

10:00-10:10 Q & A

10:10-11:10 Session II. 정형외과 수가 관련 현안 
 고려의대, 대한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장 한승범 / 연세제일정형외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무부회장 김형규 

10:10-10:30 학회 보험위원회 현황 보고    연세의대 김성환 

10:30-11:00 상대가치의 변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 이중규

11:00-11:10 Q & A

11:10-11:25 Coffee break

11:25-12:45 Session III. 수술후 회복치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급여 치료 
 인하의대,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김명구 / 날개병원,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이태연 

11:25-11:45 수술 후 도수치료   서울성모정형외과의원 정대영 

11:45-12:05 수술 후 통증관리 및 합병증 해결을 위한 체외충격파의 유용성  SKJ병원 김대희

12:05-12:25 수술 후 비급여 주사 약물 치료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하정구 

12:25-12:45 Q & A

12:45~13:05  Luncheon Symposium (SK케미칼)

13:05~13:45  Lunch

13:45-15:15 Session IV. 노인의학세션 - 외래에서 어떻게 진료할 것인가?
 아주의대, 대한노년근골격의학회 회장 원예연 / 건국의대,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이사장 정홍근

13:45-13:57 노년층에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 어떻게 치료해야하나요?  고려의대 박정호 

13:57-14:09 누가 내 허리를 고쳐줄 수 있나요?  중앙의대 송광섭

14:09-14:21 엉덩이 통증! 원인이 척추인가요 고관절인가요?   건양의대 김광균

14:21-14:33 무릎 관절염의 노인 환자, 언제 수술하고 언제 수술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경희의대 송상준

14:33-14:45 수부 관절염이 있는 고령의 환자,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까요?   울산의대 김재광

14:45-14:57 어르신 발/발가락의 상처가 잘 안나아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충남의대 강  찬

14:57-15:15 Q & A

15:15-15:30 Coffee break

15:30-16:30 Session V. 관절연골재생이 가능한가? (최신지견)
 경희의대,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회장 김기택 / 한양의대,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최충혁

15:30-15:45 Atologous collagen induced chondrogenesis from development to clinical application
 가톨릭의대 김석중

15:45-16:00 When, How and Why : Cultured cell implantation    가천의대 심재앙

16:00-16:15 Dark side of the Knee: Patellofemoral cartilge lesions   연세의대 정   민

16:15-16:30 Q & A

폐회사   연세의대,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이진우 

존경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님들께

모든 회원님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 상황도 점차 호전되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해제되었고, 이제는 실외 마

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어 일상으로의 회복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간의 코로

나 펜데믹으로 학회의 학술행사 대부분이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돼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제65대 집행부는 회원님들의 대면 학회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 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

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매년 개최되어 온‘정형외과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를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일산 킨텍스에서 2022년 6월 26일(일)에 개최하여 회원들 간의 학문적인 교류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교류

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2022 RECARE 재활 복지박람회라는 대규모 행사와 함께 개

최되어 학술 프로그램의 수강은 물론 정형외과와 관련된 많은 의료기기 전시 업체를 만나 볼 수 있어 참석

하시는 회원님들께 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22년 6월 26일(일) 오전 9시부터 개원의가 알아야 할 의료법 및 분쟁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필수평점 강

의를 편성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위원회에서 상급종

합병원의 중증도 평가에 따른 의료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강의를 준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진료를 하고 계신 회원님들의 추후 진료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비수술적 

치료 비중 대비 높은 편은 아니나 꼭 알아야 하는 수술 후 회복치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급여 치료 셰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스포츠 인구와 노령 인구 증가에 따라 관절연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반영

하여 관절연골 재생에 관한 최신지견을 준비하여 회원님들의 환자 진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였

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학 세션을 구성하여 외래에서 근골격계 노년층 환자의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

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점차 증가하는 증가하는 노년 환자의 진료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이번 연수강좌는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님들, 특히 개원하신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행사로 회

원 여러분께서 진료 영역을 넓히고, 환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되리

라 확신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등록과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김 명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