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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견·주관절학회 회원 여러분!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한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아낌없는 성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2013년은 대한견·주관절학회가 창립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강충남, 김성재, 

김정만, 성상철, 문은선, 안진환, 유총일, 윤여승, 이광진, 이병일, 인주철, 전재명, 전철홍, 최일용, 

하권익 회원이 공동 발기하여 1993년 6월 17일 창립된 이래 현재 79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큰 

학회로 성장하였으며 또한 학술적인 면에서도 놀랄 만한 업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비교적 짧은 

역사지만 다른 오랜 역사를 지닌 학회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훌륭하신 역대 회장님들과 모든 회원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내 최고 수준을 넘어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학회가 되어 제주도에 2016년 국제견·주관절학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저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인간의 삶에서 20살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성장기를 지나 

사회로 진출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성인기로 접어드는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변환기에 학회의 발자취를 창립부터 성장기까지 정리한 20주년 연혁집을 발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의 기록을 남겨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선배님들의 노고와 열정을 기록함은 물론, 우리 후배들이 이를 거울삼아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연혁집은 튼튼한 기초를 닦은 지난 20여 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성숙기로 접어든 우리 학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밑바탕이 되어 30주년, 50주년 연혁집에 보다 많은 발전과 성과를 기록하게 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회원은 환자들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함은 

물론 항상 새로운 지식에 도전하고 연구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학회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년사를 발간하기 위해 협조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과 20주년 연혁집 편찬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과 수고에 큰 박수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대한견·주관절학회 회장 고 상 훈    

발 간 사
Prefac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2



Congratulations to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on their 20th anniversary. Your 

organization has made many contributions to the world literature, and has taught many surgeons 

modern techniques to treat shoulder and elbow pathology. Your membership has created an 

excellent partnership with the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

Our collaboration includes exchange fellowships with visitors, educational programs and lectures, 

and many contributors to the Journal of Shoulder and Elbow Surgeons.

We look forward to attending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Shoulder and Elbow Surgery on Jeju 

Island, Korea in 2016. The entire world will come to visit your beautiful country. This is a great 

honor for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and so well deserved.

The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 are honored to be friends and partners with your 

organization on this important anniversary celebration. We congratulate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for their great contributions over the past 20 years.

Jeffrey S. Abrams, MD

President,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

축 사
Congratulatory Message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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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ions on the 20th Anniversary of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I am sure this 

is a landmark year of the long history of your society.  

As you know, the Japan Shoulder Society is the oldest shoulder society in the world. It was 

established in 1974, and we will be celebrating the 40th Anniversary next year 2014. Your Society 

is like a young brother for us, not only young but also a very powerful brother. As our society 

has grown rapidly over the last 20 years, your Society is in the middle of rapid growth. All the 

data such as the number of paper publications and conference presentations have proven that your 

academic activities have grown tremendously over the last 5 to 10 years. These days, we recognize 

you as our rival society as well as our partner society. There is no question that both societies 

would grow together through this friendly rivalry.  

Hosting the 12th Triennial Meeting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Shoulder and Elbow Surgery 

(ICSES) in Nagoya this year was our great honor. This was the opportunity to exchange our 

knowledge and ideas, not to mention to experience the finest in education, research, and 

technology of the shoulder and elbow surgery. It is amazing that the number of attendants from 

Korea was 113, the greatest among the 47 guest countries.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appreciation to you all for your coming and making this meeting a great success. To make it more 

amazing, the next meeting is in your hands. I am sure that the 13th ICSES 2016 in Jeju, Korea 

would be a great and awesome meeting. We all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Jeju.  

As globalization continues, all the shoulder and elbow societies in the world are getting closer and 

closer. As neighboring countries and closest societies, we would like to strengthen our friendship 

with you. Once again, we congratulate you on the 20th Anniversary of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Grant that our friendship continue to grow and prosper more and more!! 

 

Eiji Itoi, MD, PhD

President, Japan Shoulder Society

축 사
Congratulatory Message

Japan Shoulde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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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Friends and Colleagues of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the Korean Community of shoulder and elbow surgery increased and developed impressively since the 

KSES was founded in 1993. As recalled by Dr Yong Girl Rhee in his address for the XXVth anniversary 

of the European Society, at that time the first KSES meeting had only 27 participants. Through the 

years your group raised in terms of number and most of all in terms of competence and knowledge. This 

itinerary was made possible through the active work and dedication expressed by the leading group with 

the solid support and contribution of all your Members. Now the scientific role of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 is relevant in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events including the SECEC/ESSSE 

and ICSES Congresses. In the last SECEC/ESSSE Congress in Dubrovnik Korea was highly represented 

by Dr Yong Girl Rhee as invited Guest Lecturer. In fact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Societies became 

stronger and stronger after the creation of the Korean travelling fellowship program that was started in 

2006. Since that time many prominent Kore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their European Colleagues to share experience and bringing the contribution of their study and research. 

In 2006 the first selected Korean travelling fellows were Dr Y.G. Rhee and Dr K.J. Rhee followed in 

2009 by Dr Y.K. Kim and Dr C.H. Choi and finally by Dr. J.B. Seo and Dr Y.S. Yoo in 2010. Then 

a more comprehensive Asian-European bilateral program was defined with the Korean and Japanese 

fellows travelling together, thus enhancing the international meaning of this educational plan. In 2012 

Dr J.Y. Park from Korea and Dr. T. Mihata from Japan were the first to start this special experience. 

The Asian-European travelling fellowship program is now a point of honour of the educational activity 

for our Society. In the last years the exchange between our Societies increased  with many reciprocal  

invitations and visits of the most prominent Korean and Europe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 bringing 

their expertise to contribute in our scientific events. I personally had the possibility of experiencing the 

friendship and the high level of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activity in some occasions. My first 

invitation to Korea was for the 8th SMC Shoulder Symposium organized by Dr S.H. Kim in Seoul in 

2004 where I also performed live surgery. In 2010 Y.K. Kim invited me to the Gachon Shoulder Course 

held in Incheon. Both were very special experience and now I feel very honored to be invited to the 

incoming 22nd Academic Congress of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This brief history is 

teaching us how important are the scientific relationships to increase not only the knowledge but also the 

friendship and understanding among different people, a major need for the entire world. For this reason I 

feel proud and grateful of the great contribution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KSES and SECEC/ESSSE 

is giving in this direction. My auspices are that our relationships will strengthen even more in the future.

Alessandro Castagna, MD

President, Europ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축 사
Congratulatory Message

Europ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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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ions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KSES)!

We commend you for the fruit of your efforts actively and steadily accumulated for the KSES by 

the people of Korea and the world who care about shoulder and elbow surgery.

The impetus for the Asian Shoulder Association was a letter from Professor Chehab Hilmy to 

Professor Katsuya Nobuhara in 1992. A “Shoulder Day” symposium was held at the WPOA 

in November of 1992, and the determination to move toward establishing the Asian Shoulder 

Association was made at the conclusion of this symposium. Then, in Nagasaki, Japan in the 

following year - the year that the KSES was founded - 18 shoulder joint surgeons representing 12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Korea agreed to the launch of the Asian Shoulder Association and 

the organization for shoulder joint surgery in Asia got underway.

Shoulder joint history in Asia has followed the same path of time as the KSES.

The KSES held the 4th ACASA in 2002 and since then up to now the Asian Shoulder Association 

has been able to develop both organizationally and academically on par with Shoulder and Elbow 

Societies on other continents, an achievement tha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activities of the KSES.

The past twenty years have been built on the several decades prior.

We have high hopes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KSES based on the things learned over 

the past 20 years with high regard for cooperation among a broad range of people as well as 

its academic achievement. Moreover, as a country promoting the growth of the Asian Shoulder 

Association, which shares the same history, we look forward to Korea’s cooperation that 

demonstrates leadership.

As we commemorat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SES, we fervently hope for even more 

development going forward.

Hiroaki Tsutsui, MD, PhD

President, Academic Congress of the Asian Shoulder Association 

Congratulatory Message

축 사

Academic Congress of  the Asian Shoulder Association (ACASA)

6



On behalf of Latin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Sociedad Latino Americana de 

Hombro y Codo - SLAHOC), I sincerely congratulate the 20th anniversary commemorative of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KSES).

It is with great pride and admiration that I congratulate you on this special celebration. 

This is a relatively young society, and currently, already topping the international scene with 

valuable scientific production and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colleagues who work in this 

area.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KSES) will have the great responsibility of receiving the 

ICSES 2016, and certainly the opportunity to position itself globally as great exponent in shoulder 

and elbow surgery.

I am definite that in the coming years we will hear more from our Korean colleagues to the profit 

of all of us.

Eduardo F. Carrera, MD

President, Latin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축 사
Congratulatory Message

Latin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7





10
역대회장

Former Presidents of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13
1항 연대표

History of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81
2항 대학 및 병원별 견·주관절분과 

Member University Hospitals and Clinics of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101
3항 분과위원회 및 지회

Subcommittees and Regional Branches of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117
4항 ICSES 2016 JEJU, KOREA 유치 활동사

Promotion Activities for ICSES 2016 Jeju, Korea

121
5항 역대 Travelling Fellowship

International Travelling Fellowship

143
6항 학회지·교과서·학회로고

Journals, Textbook and Official Logo of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Contents



초대회장

하 권 익

1993

1998

1995

1994

1999

1996 1997

6대 회장

김 정 만

3대 회장

인 주 철

2대 회장

강 충 남

7대 회장

최 일 용 

4대 회장 

이 광 진
5대 회장

나 수 균

역대회장
Former Presidents of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10



2000

2005,2006

2002

2001

2007

2003 2004

8대 회장

류 총 일

13, 14대 회장

이 용 걸

10대 회장 

문 은 선

9대 회장 

김 성 재

15대 회장

박 태 수

11대 회장

전 재 명 

12대 회장

태 석 기

11



역대회장
Former Presidents of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16대 회장

이 광 원

21대 회장 
고 상 훈

18대 회장

박 진 영

17대 회장

김 영 규 

22대 차기회장

박 형 빈

19대 회장

최 창 혁
20대 회장

김 승 호

2008

2013

2010

2009

2014

2011 2012

12



01
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연대표
History of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1994 1999

1995
 •대한정형외과 추계학술대회에서 견·주관절분야 연수강좌 
처음으로 실시

2000

1996 2001

1997
 •American Travelling Fellowship 시작 
 •대한견·주관절학회 편집위원회 발족
 •Journal of Shoulder and Elbow Surgery의 Sponsoring Society로 선정

2002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위원회 발족
 • 4th Academic Congress of the Asian Shoulder Association  
(Seoul, South Korea) 
 •대한견·주관절학회 Homepage 개설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진흥재단 등록

 •대한견·주관절학회 발기인 모임
 •제1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창립 총회 
 •대한견·주관절학회 평의원회 발족

1993 1998
 •대한견·주관절학회지 창간호 제1권 제1호 발간



2010
 •대한견·주관절학회 홍보위원회 발족
 •대한견·주관절학회지 2차 개정  
- Clinics in Shoulder and Elbow (CiSE)
 •11th International Congress of Shoulder and Elbow Surgery  
(Edinburgh, Scotland) - 13th ICSES 2016 Jeju 유치 

2011
 •대한견·주관절학회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선정
 •제1회 어깨 관절의 날 선포식 및 시민 강좌 개최
 •제1회 청강의학상 제정
 •대한견·주관절학회 증례집편찬 소위원회 발족
 •대한견·주관절학회 전산위원회 발족

2002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위원회 발족
 • 4th Academic Congress of the Asian Shoulder Association  
(Seoul, South Korea) 
 •대한견·주관절학회 Homepage 개설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진흥재단 등록

2012
 •“증례로 알아보는 어깨질환 (회전근개 파열)” 발간
 •제20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추계학술대회 
- 처음으로 추계학술대회 개최

 •대한견·주관절학회 영문지준비 소위원회 발족
 •대한견·주관절학회 소식지 “견·주관절 다이제스트” 창간 

2013

2004

2009
 •제1회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상 제정 
 •대한견·주관절학회 보험위원회 발족
 •대한견·주관절학회 기초연구위원회 발족 

2003
 •바른한글용어 소위원회 (이후 용어집편찬 소위원회로 명칭 변경) 발족
 •대한견·주관절학회 견관절평가기준 소위원회 발족
 •제1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개최

2008
 •견관절 주관절학 용어집 발간
 •대한견·주관절학회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2005
 •제1회 제마의학상 제정
 •대한견·주관절학회 교과서편찬 소위원회 발족
 •대한견·주관절학회지 1차 개정 

2006
 •대한견·주관절학회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KoreaMed) 등재
 •Europian Travelling Fellowship 시작
 •Japan Travelling Fellowship 시작

2007
 •견관절 주관절학 발간
 •대한견·주관절학회 용어집편찬 소위원회 발족

History of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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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1993 6월 2일 
 •대한견·주관절학회 발기인 모임

 •공동 발기인:  강충남, 김성재, 김정만, 성상철, 문은선, 안진환, 유총일, 윤여승,  

 이광진, 이병일, 인주철, 전재명, 전철홍, 최일용, 하권익

 •회칙 토의, 창립총회, 심포지움 개최 및 임원선출 

6월 17일 
 •제1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창립 총회 (서울교육문화회관)

 •회칙 통과, 임원진 선출 (회장 하권익, 차기회장 강충남, 감사 전철홍, 간사 이광진)

 •초청 연자: Dr. Richard J. Hawkins, Dr. Harvard Ellman

7월 6일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관련학회로 인정

8월 28일 
 •International Global Shoulder Workshop (대전)

 •초청연자: Dr. Charles A. Rockwood

8월 
 •대한견·주관절학회 평의원회 발족:  김성재, 김정만, 나수균, 문은선, 안상로, 유총일,  

 윤여승, 이용걸, 인주철, 전재명, 정문상, 최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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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남

문은선

이광진

전철홍

김성재

안진환

이병일

최일용

김정만

유총일

인주철

하권익

성상철

윤여승

전재명

 ▶대한견·주관절학회 공동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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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1994 5월 26-28일
 •제2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제주도) 

: 한일 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와 공동 주관

 ▶ 1st Academic Congress of Asian Shoulder Association (ACASA) (Taipei,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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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1995 3월 17-18일
 •제1차 한국견관절관절경 Live Surgery (국내 최초) 심포지움 및 워크숍 (대전) 

: 대한견·주관절학회, 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공동주관

5월 12일 
 •제3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삼성의료원) 

: 제6차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와 합동 개최

10월 19-20일 
 •제39차 대한정형외과 추계학술대회에서 견·주관절분야 연수강좌 처음으로 실시

 ▶ 6th International Congress of Shoulder and Elbow Surgery (ICSS) (Helsinki,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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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5월 20일 
 •제4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삼성의료원) 

: 제7차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와 합동 개최

 ▶Scottdale Esch & Caspari Shoulder Symposium

 ▶ 2nd ACASA (Perth, Australia)

1996

20

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1997 5월 2-3일
 •제5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대전) 

:  제2차 충남대학교병원 견관절 심포지움 (Live Surgery 및 1st Korean Cadaver Workshop)과  

 합동 개최

 •초청연자:  Dr. James C. Esch, Dr. Richard L. Worland, Dr. Arthur J. Ting, Dr. Koh Maruyama,  

 Dr. Simon Bell

7월 13일 
 •American Travelling Fellowship 시작 

10월 15일
 •대한견·주관절학회 편집위원회 발족

 •Journal of Shoulder and Elbow Surgery의 Sponsoring Society로 선정 

(1997년 Vol. 6, No. 4부터) 

 ▶제5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제2차 충남대학교병원 견관절 심포지움

 ▶GOT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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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3월 27일 
 •제6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삼성의료원)

 •초청 연자: Dr. Katsuya Nobuhara

3월 
 •대한견·주관절학회지 창간호 제1권 제1호 발간

 ▶ 7th ICSS (Sydney, Australia)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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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1999 3월 26일 
 •제7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삼성의료원)

 •초청연자: Dr. Kosaku Mizuno

10월 23일
 •대한견·주관절학회 심포지움 및 워크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초청연자: Dr. Louis U. Bigliani

 ▶ 1999 Autumn Shoulder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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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 3rd ACASA (Bali, Indonesia)

1999 10월 27-30일 
 •3rd Academic Congress of the Asian Shoulder Association (ACASA) 

: 2002년 4th ACASA 서울 유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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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3월 31일 
 •제8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삼성의료원)

 •초청연자: Dr. Kiyohisa Ogawa

10월 1일
 •2000 대전 스포츠 의학 Symposium

 ▶ 2000 AAOS Annual Meeting (Florida, USA)

2000

 ▶대전 스포츠 의학 Symposium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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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2001 3월 30일 
 •제9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삼성의료원)

 •초청연자: Dr. Hiroaki Fukuda

9월 14일 
 •2001 New Millenium Shoulder & Elbow Symposium (경희의료원)

 •초청연자: Dr. Evan L. Flatow

10월 16일 
 •Total Elbow Arthroplasty Live Surgery and Elbow Symposium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초청연자: Dr. Bernard  F. Morrey, Dr. Brian E. Lee

 ▶ 2001 New Millenium Shoulder & Elbow Symposium

 ▶ Total Elbow Arthroplasty Live Surgery and Elbow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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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 8th ICSS (Cape Town, South Africa)

27

제1항 연대표



2002 3월 22일 
 •제10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전남대학교병원)

 •초청연자: Dr. Minoru Yoneda

6월 8일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위원회 발족

6월
 •대한견·주관절학회 Homepage 개설

7월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진흥재단 등록

7월 31일 
 •2002 Eulji Symposium on Current Concepts in Shoulder and Knee Arthroscopy (대전)

 •초청연자: Dr. Raymond Thal

9월 2일 
 •2002년 In-Depth Review on Shoulder with Professor Rockwood (서울아산병원)

 •초청연자: Dr. Charles A. Rockwood

10월 31일-11월 2일 
 •4th Academic Congress of the Asian Shoulder Association (서울, COEX)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위원회
28

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제10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 2002 In-Depth Review on Shoulder with Professor Rock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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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2002

 ▶ 4th ACASA (Seoul, Korea)30

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2003

 ▶대한견·주관절학회 평의원회 모임

3월 28일 
 •제11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삼성서울병원)

 •초청연자: Dr. Kenji Takagishi 

6월 5일
 •바른한글용어 소위원회 (이후 용어집편찬 소위원회로 명칭 변경) 발족

11월 7일
 •대한견·주관절학회 견관절평가기준 소위원회 발족

11월 29일 
 •제1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개최 (서울아산병원)

 ▶대한견·주관절학회 Dr. Kenji Takagishi 초청 환영 모임

31

제1항 연대표



2003

 ▶제11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 17th  SECEC (Hidelberg,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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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2004 3월 26일
 •제12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삼성서울병원)

 •초청연자: Dr. Jih-Yang Ko

11월 27일 
 •제2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개최 (서울아산병원)

 ▶제12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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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2004

 ▶제2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개최

 ▶제1회 울산 어깨통증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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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 9th ICSES (Washington D.C., USA)

35

제1항 연대표



2월 18일 
 •제1회 제마의학상 제정

3월 25일 
 •제13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삼성서울병원)

 •초청연자: Dr. Eiji Itoi

 •학회지 영문명 결정: Journal of the Korean Shoulder & Elbow Society

8월 8일 
 •대한견·주관절학회 교과서편찬 소위원회 발족 

11월 25일
 •대한견·주관절학회지 표지 변경 의결: 제8권 제2호부터 시행

11월 26일
 •제3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서울아산병원)

12월
 •대한견·주관절학회지 1차 개정 

 ▶제24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평의원회  ▶제13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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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제3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Shoulder and Elbow Symposium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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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2005

 ▶ 5th ACASA (Beijing, China)

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2006 1월
 •대한견·주관절학회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KoreaMed) 등재

3월 31일
 •제14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건국대학교병원)

 •초청연자: Dr. James E. Tibone

9월
 •Europian Travelling Fellowship 시작

10월 6일
 •Japan Travelling Fellowship 시작

 ▶Dr. James E. Tibone와 만찬

 ▶제14차 대한견·주관절학회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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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2006

 ▶제4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11월 25일
 •제4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서울아산병원)

 ▶대한정형외과학회 50주년 추계학술대회. Dr. Hiroaki Tsutsui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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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대한견·주관절학회 교과서감수위원회 (대전)

 ▶대한견·주관절학회 평의원회 (양평)  ▶제1회 전북 견·주관절연구회 심포지움

 ▶울산어깨통증강좌

 ▶제2차 건국 견통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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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3월 30일
 •대한견·주관절학회  견관절 주관절학 발간

3월 30-31일
 •제15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건국대학교병원)   

: 제3차 Mayo Asia Elbow Club 학술대회와 합동 개최

 •초청연자: Dr. Louis U. Bigliani, Dr. Bernard F. Morrey

2007

 ▶대한견·주관절학회 견관절 주관절학 출판후기

 ▶제15차 대한견·주관절학회 및 제3차 Mayo Asia Elbow Club 합동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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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10월
 •대한견·주관절학회 용어집편찬 소위원회 발족

11월 24일
 •제5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서울아산병원)

 ▶조선대학교, Dr. William N. Levine 초청

 ▶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Dr. Katsuya Nobuhara 초청

 ▶울산어깨통증강좌 만찬

 ▶APOA (KOEX), Dr. Bruce Reider (AJSM editor) 초청

 ▶제1회 대전·충청 견·주관절연구회 견관절 관절경 카데바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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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2007

 ▶ 10th ICSES (Bahia, Costa do Sauipe,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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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Kyung-Hee Shoulder Symposium

 ▶제5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 Shoulder and Elbow Symposium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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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2008 1월
 •대한견·주관절학회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3월  
 •견관절 주관절학 용어집 발간 

3월 28일
 •제16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건국대학교병원)

 •초청연자: Dr. Stephen J. Copeland

 ▶제16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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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 6th ACASA  (HongKong)  ▶제2회 전북 견·주관절연구회 심포지움

 ▶제4차 건국 견통 심포지움

 ▶Kyung-Hee Shoulder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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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2008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Dr. Gilles Walch 초청

11월 16일
 •제6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서울아산병원)

 ▶제2회 대전·충청 견·주관절연구회 카데바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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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제6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일본견관절학회 한국교수방문, Dr. Minoru Yoneda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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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2009 3월 27일
 •제1회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상 제정 

3월 27일
 •제17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건국대학교병원)

 •초청연자: Dr. Minoru Yoneda, Dr. Jeffery Halbrecht

10월 8일 
 •대한견·주관절학회 보험위원회 발족

11월 27일
 •대한견·주관절학회 기초연구위원회 발족 

11월 28일
 •제7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서울아산병원)

 ▶Samsung Live Surgery

 ▶제3회 대전·충청 견·주관절연구회 카데바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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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제17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  Dr. Minoru Yoneda

 ▶Dr. Jeffery Halb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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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세계적인 대가들과의 러브샷

2009

 ▶대한견·주관절학회, Dr. Minoru Yoneda와 만찬 

 ▶제7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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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 5th KonKuk Shoulder and Elbow School

 ▶Kyung-Hee Shoulder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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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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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 2009 SECEC (Madrid,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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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2010

 ▶Shoulder and Elbow Symposium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3월 27일
 •제18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건국대학교병원)

 •초청연자: Dr. Richard J. Hawkins, Dr. Pascal Boileau

6월
 •대한견·주관절학회 홍보위원회 발족

9월 5-8일
 •11th International Congress of Shoulder and Elbow Surgery (Edinburgh, Scotland) 

: 13th ICSES 2016 Jeju 유치 

11월 27일
 •제8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서울성모병원)

12월
 •대한견·주관절학회지 2차 개정  

- Clinics in Shoulder and Elbow (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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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Gachon Shoulder Meeting 2010

 ▶전북 견·주관절연구회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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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2010

 ▶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회, Dr. Louis U. Bigliani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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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제18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Dr. Richard J. Hawkins, Dr. Pascal Boileau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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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2010

 ▶ 6th KonKuk SES School

 ▶Kyung-Hee Shoulder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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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제14회 고려대학교 관절경연구회

 ▶제8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 11th ICSES (Edinburgh, Sco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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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연대표



2011 1월
 •대한견·주관절학회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선정

3월 24일
 •제1회 어깨 관절의 날 선포식 및 시민 강좌 개최

3월 25-26일
 •제19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건국대학교병원)

 •초청연자: Dr. Jaap Willems

3월 26일
 •제1회 청강의학상 제정

7월
 •대한견·주관절학회 증례집편찬 소위원회 발족

8월 9일
 •대한견·주관절학회 전산위원회 발족

11월 26일
 •제9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서울성모병원)

 ▶Gachon Shoulder Meeti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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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건국대학교병원 개원 80주년 기념 Glocal Shoulder, Elbow & Sports (SES) Symposium

 ▶대한견·주관절학회 "어깨 관절의 날"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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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th ACASA (Okinaw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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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European Travelling Fellow 

 ▶ 2011 SECEC (Lyo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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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th Mayo Asian Elbow Club (Singapore)

 ▶제9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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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부산  견·주관절연구회 동아대학교 심포지움 (부산)  ▶편집윤리위원회 워크숍

3월 30일
 •“증례로 알아보는 어깨질환 (회전근개 파열)” 발간

3월 30-31일
 •제20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건국대학교병원)

 •초청연자: Dr. Stephen S. Burkhart, Dr. Yozo Shibata

11월 3일
 •제20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추계학술대회 (대구 EXCO): 처음으로 추계학술대회 개최

 •초청연자: Dr. Hiroyuki Sugaya

11월 24일
 •제10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서울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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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kok Cadaver Workshop

 ▶제20차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Gachon Shoulder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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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SECEC (Dubrovnik, Croatia)

 ▶Shoulder and Elbow Symposium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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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3rd SETS (Shoulder and Elbow Trauma Symposium) 

 ▶대한견·주관절학회  미니심포지움, Dr. Thay Q. Lee 초청

 ▶Kyung-Hee Shoulder Symposium

 ▶대한견·주관절학회 "어깨 관절의 날"  (방송인 최란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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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th KonKuk SES School

 ▶제20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추계학술대회

 ▶제2회 대한견·주관절학회 대전·충청 견·주관절지회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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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월 29-30일
 •제21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 (건국대학교병원)

 •초청연자: Dr. Kenji Takagishi, Dr. Teruhiko Nakagawa, Dr. Laurent Lafosse

8월 1일
 •대한견·주관절학회 영문지준비 소위원회 발족

9월 1일
 •대한견·주관절학회 소식지 “견·주관절 다이제스트” 창간

11월 9일
 •제21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추계학술대회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초청연자: Dr. Minoru Yoneda

11월 30일
 •제11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서울성모병원)

 ▶대한견·주관절학회 "어깨 관절의 날"

 ▶대한견·주관절학회 미니심포지
움

 ▶Dr. Kenji Takagi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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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 

 ▶Dr. Kenji Takagishi

 ▶Dr. Laurent Lafosse

 ▶Dr. Teruhiko Nakag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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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제21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추계학술대회  

 ▶  Dr. Minoru Yon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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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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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2th ICSES (Nagoy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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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SES 2016 Jeju, Korea 홍보활동

제1항 연대표



2013

 ▶제6회 호남·제주 견·주관절지회 심포지움

 ▶대한견·주관절학회 소식지 “견·주관절 다이제스트” 창간

80

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02
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대학 및 병원별 
견·주관절분과 

Member University Hospitals and Clinics of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가천의대 길병원  
견 · 주관절 및 스포츠손상클리닉
1997년부터 김영규 교수 (2001년 Hawkins Sports 

Medicine Hospital 연수)가 진료를 시작했다. 김영

규 교수는 2009년 대한견·주관절학회 회장을 역임

하고 대한스포츠의학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다. 

2010년부터 매년 가천 견·관절 심포지움을 개최하

고 있으며 현재 조승현 교수가 합류하여 함께 진료

를 담당하고 있다.

가톨릭의대 견 · 주관절연구회
2004년 김정만 교수가 가톨릭의대 견·주관절연구회를 조직하였으며, 매

월 증례토론 모임을 갖고 있다. 2005년 12월 10일 제1회 가톨릭대학교 
견·주관절 심포지움 개최를 시작으로 2014년 5월 제6회 심포지움을 개

최 예정이다. 2012년부터 관절경 카데바 워크숍, 2013년부터는 인공관

절 카데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현재 김정만 명예회장, 정진영 회

장 및 김양수, 송현석, 지종훈, 공재관, 이상욱 교수가 활동하고 있다.



건국의대 견 · 주관절클리닉
2005년 박진영 교수가 견·주관절클리

닉을 개설함으로써 본격적인 어깨 및 
팔꿈치 진료를 시작하였다. 2009년 이

상훈 교수, 2011년 오경수 교수가 합류

하여 국내 최초 3명의 견·주관절 전문

교수로 구성된 어깨·팔꿈치관절 센터

를 개설했다. 2012년 정석원 교수가 부

임하여 현재 박진영, 오경수, 정석원 
교수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2005년 
이후 20명의 임상강사가 배출되었고, 

2001년부터 125여 명의 국내 단기 전

임의, 31명의 국외 전임의를 교육하였

다. 병원 개원부터 9차에 걸친 건국 SES 

School을 개최하고 있다.

건양의대 견 · 주관절분과
2001년 건양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개

설과 함께 정환용 교수가 진료를 시작

한 이후 김성훈 교수를 거쳐, 2008년 이

진웅 교수가 부임하여 견·주관절 분야

를 담당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매년 
각종 학회, 지회 모임 등 교육 및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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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대 견 · 주관절분과
1959년 교실 창립 후 1971년 김익동 교수가 상지 및 수부  
질환의 진료를 시작했고 1983년 김풍택, 1994년 경희수, 

2004년 전인호, 2011년 윤종필 교수가 각각 담당했다. 
인주철 교수가 1993년 대한견·주관절학회의 창립 발기

인 및 1995년 대한견·주관절학회 제3대 회장을 역임했

고 1994년 경희수 교수가 대한견·주관절학회 이사로 
활동했다. 정기적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무료시민강좌

를 개최하는 등 학회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경상의대 견 · 주관절분과
1999년부터 박형빈 교수가 견·주관절 분야 진

료를 시작했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존스홉

킨스 의대 견관절 및 스포츠분과와 Biomedical 

Engineering 분야 연수 후 임상 및 분자생물학적 
기초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84

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경희의대 견 · 주관절분과
1990년 이용걸 교수 (경희의료원, 2016년 ICSES 
학회장)의 견·주관절분과 진료 시작 후 2005
년 조남수 교수 (강동경희대학교병원)가 합류

하여 현재까지 SCI(E)논문을 포함하여 총 114
편을 게재했다. 1998년 국제 심포지움을 처

음 개최했으며, 2002년 ACASA 학회를 총괄 운

영하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Kyung Hee 

Arthroscopic Center: Bangkok Cadaver Workshop
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매년 Kyung Hee 

Shoulder Symposium: Live Surgery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The Shoulder: Diagnosis and 

Treatment를 출간하였다.

계명의대  
견 · 주관절클리닉 및 통증연구소
조철현 교수를 중심으로 서혁준 교수, 전임의, PA, 
임상코디네이터 등 7명이 팀을 이루어 체계적인 환

자 치료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통증 
연구소를 설립하여 매년 10편 이상의 국제 및 국내 
논문을 게재하는 등 기초 및 임상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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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대 견 · 주관절분과
박정호, 문준규, 정웅교 교수가 활동

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관절경 카데

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고 당 워크숍

은 2009년 ISAKOS로부터 공인되었다. 

2007년, 2013년 아시아 의사들을 대상

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2012년 주

관절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고신의대 견 · 주관절분과
1997년 박정호 교수가 진료를 시작한 후 2007
년 3월부터 정구희 교수가 부임하여 견·주관절

분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견·주관절 영역

에도 골절 치료의 AO 원칙을 도입하여 금속판 
고정술 및 최소 침습적 고정술을 많이 시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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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차병원 견 · 주관절분과
2007년부터 구미차병원 단진명 교수가 지도 전문의로서 
견·주관절 분야의 연구, 진료 및 교육을 하고 있다.

단국의대 견 · 주관절클리닉
1994년 박진영 교수 (Columbia Presbyterian Medical Center New York Orthopaedic Hospital 연수)가 견·주관절클리닉을 시작했

다. 2005년부터 서중배 교수 (2010년 European Travelling Fellowship)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전·충청 견·주관절지회 활동 
및  매월 지회 집담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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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의대  
견 · 주관절클리닉
최창혁 교수가 1996년부터 견관절 진료를 시작

하였고, 2000년 미국 연수 (Prof. Louis U. Bigliani) 
후 클리닉을 개설했다. 1998년 시작한 연구회 
모임은 2011년 견·주관절학회 영남 견·주관절지

회로 발전하였고, 2005년 1회 Shoulder Camp 이

후 2013년 9회까지 개최하였다. 

대구파티마병원 견 · 주관절분과
2004년부터 신동주 과장이 견·주관절 진료를 
시작한 후 재활의학과, 류마티스내과 및 영상

의학과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으며, 물리

치료사 및 수술실 간호사 교육을 통해 임상적 
치료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영남지역 대한견·
주관절 지역학회를 통해 임상교류와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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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의대 견 · 주관절분과 
동국의대는 1988년 포항병원, 1991년 경주병원 개원을 시작

으로 견·주관절 영역의 전문적 진료는 2005년 일산병원 개

원과 함께 태석기 교수에 의해 시작되었다. 현재 일산병원

은 태석기, 김진영 교수 및 1명의 전임의 (백영웅), 경주병

원은 2010년 일산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수료한 이호민 
교수가 견·주관절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증례 
집담회 및 학회 발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동아의대 견 · 주관절클리닉
1996년 김경택 교수가 Pittsburgh University에서 Sport 

Medicine 연수 후 본원의 견·주관절 분야의 토대가 되

었고 현재는 김철홍 교수 (미국 Columbia 대학교 Louis 

U. Bigliani 교수 연수)가 견·주관절클리닉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부터 의국동문 중심의 증례 집담회를 개

최하고 있으며, 2012년 동아대학교의료원 Shoulder 

Symposium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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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대 견 · 주관절분과 
1998년 유총일 교수가 호주 연수 후 견관절분과의 토대를 마련했고 천상진 교수가 1998년 미국 연수 후 견관절 전문 클리닉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2007년 부산 견주연구회를 결성했고 2011년 이승준 교수 합류 후 2013년 부산연구회 부산견·주관절 심포

지움을 개최하였다.

바른병원 견 · 주관절분과
이상진, 박현철, 최대정 전문의가 견·주관절 
분야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견·주관

절학회 정회원으로서 교과서적인 치료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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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어깨관절클리닉
서울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견·주관절 분야의 시작은 1980
년 정문상 교수가 상지 전반, 미세 수술 및 족부 파트를 진

료하면서 시작되었고, 1993년에 백구현 교수가 합류하여 
함께 진료를 하였다. 2003년 오주한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와 조현철 교수 (서울시 보라매병원)가 견관절 파트를 분리

하여 진료를 시작하였으며 2007년에 김세훈 교수 (서울대

병원)가 합류하여 어깨관절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성균관의대 견 · 주관절분과
1995년 견·주관절분과가 결성되어 박민종, 김승호 교수가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 박민종, 유재철 교수 

 (삼성서울병원), 김유진 교수 (강북삼성병원)가 활동하고 있다. 매주 증례 집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제1회 Surgical Tips & Pearls in Shoulder Surgery 수술동영상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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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관절경· 관절연구소
김성재 교수가 미국 하버드의대 연수 (1988-1990
년) 후 1994년 관절경 연수실을 개소했다. 2005년 
관절경·관절 연구소를 개원하였고 2009년 이후 천

용민 교수가 합류하여 견·주관절 분야 진료를 담

당하고 있다. 1992년 국내 최초의 견관절 SCI(E) 
논문 (YMJ), 1995년 국내 최초의 주관절 SCI 논문

(Arthroscopy)을 게재했다. 2008년 아시아관절경학

회를 창립하였으며, 1994년부터 집담회를, 1995년

부터 심포지움을, 2001년부터 카데바 워크숍을 시

작하였다. 2004년부터 심포지움과 카데바 워크숍

은 ISAKOS Approved Course로 개최하고 있다.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스포츠의학센터

2003년에 고상훈 교수 (견관절), 2008년에 이채칠 
교수 (주관절)가 부임하여 활발한 진료 및 연구를 
하고 있으며, 2013년에 이를 발전시켜 스포츠의학

센터를 개소했다. 매년 Shoulder Camp를 개최하여 
학문적, 기술적 경험의 장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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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견 · 주관절분과
대한견·주관절학회 창립 멤버인 전재명 교수는 미

국 연수 (텍사스대학교 샌안토니오병원 및 콜럼비

아대학교병원) 후 1995년에 서울중앙병원에서 견·
주관절 분야 진료를 시작했고 대한견·주관절학회 

11대 회장 (2003.2-2004.3)을 역임했다. 2010년 전인

호 교수 (영국 노팅험 대학, 미국 메이요 클리닉 연

수)가 합류하여 2012년부터 아산 Elbow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다.

원광의대 견 · 주관절클리닉
1984년 김상수 교수 (현 서울 마이크로병원)가 상지 
전반, 미세 수술을 담당하면서 시작되었고, 1993년 
이병창 교수 (현 익산 나은병원)가 견·주관절 파트를 
분리했다. 현재 원광대학교병원 김정우, 강홍제 교

수 및 산본병원 임태강 교수, 군산의료원 김종윤 교

수가 견·주관절 전문 클리닉을 담당하고 있다. 2013
년 제6회 호남 견·주관절 심포지움을 개최했으며 호

남 견·주관절지회 학술활동 및 견·주관절 무주 스키

대회를 통한 친목행사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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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원주의대 견 · 주관절클리닉
1991년 윤여승 교수가 미국 관절내시경 연수 후, 

1993년 대한견·주관절학회 창립 회원으로 활동했

으며, 현재 김두섭 교수와 함께 견·주관절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부터 견관절 인공관절 카데

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을지의대 견 · 주관절클리닉
1995년 이광원 교수가 미국 피츠버그대학교병원 
연수 후 견·주관절클리닉을 개설했고 현재 양대석 

(견·주관절), 이상기 교수 (주관절)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2002년 을지 관절경 심포지움 및  2007년 제

1회 견관절 카데바 워크숍을  개최했고 대전 충청 
견·주관절 지회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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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대 어깨질환센터
대한견·주관절학회 창립 초기부터 노권재 
교수 (동대문병원)와 이석범 교수 (목동

병원)가 견·주관절 분야 진료를 시작했

고, 2004년부터는 목동병원에서 신상

진 교수가 견·주관절 분야 진료 시작 후 

2012년 정형외과에서 어깨질환센터로 
분리하여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견 · 주관절분과
2004년 서승석 교수가 견·주관절분과

를 시작했고 2009년부터 김정한 교수

가 견·주관절 분야 관절경 및 인공관절 
치환술을 담당하고 있다. 증례 집담회 
및 카데바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활발

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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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대 견 · 주관절 클리닉
1957년 교실 창설 후 1984년 문은선 교수가 견·주

관절 진료를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 김명선 교수

가 합류하여 현재 이진호 교수와 함께 진료를 담당

하고 있다. 2008년 정형외과 근골격계 초음파 심포

지움을 개최했으며 매년 견·주관절 골절을 포함한 
골절·외상 심포지움 및 증례 집담회 등의 학술활동

을 하고 있다.

제주의대 견 · 주관절분과 
2008년 최성욱 교수가 견·주관절 분야 진료를 시작

하였으며 현재 박용근 교수와  강현성 전임의 (2013
년)가 함께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증례 집담회 및 

2011년부터  견관절 Live Surgery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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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대 견 · 주관절 클리닉
2000년 문영래 교수가 견·주관절 분야 진료 및 관

절경 수술을 시작하였으며 GOTS 및 미국 연수 (콜

럼비아대학교, Louis U. Bigliani 교수) 후 더욱 활성

화됐다. 3차원 의료 영상의 국제의장으로서 3차원 
영상 및 컴퓨터 기반 분석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으

며 관련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다. 현재 안기

용 (광주보훈병원), 노경환 (SK병원), 조승환 (미국 
연수), 심성우 (목포기독병원), 박성용 (동탄 소재 
정형외과) 등의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다.

중앙의대 견 · 주관절분과 
전재명 교수 (1985.9-1993.9)가 부임하여 견·주관절 분

과가 시작됐으며, 이후 태석기 교수 (1992.9-2005.2)가 
진료를 담당했다. 현재 김재윤 교수 (2008.3-)와 이재

성 교수 (2006.3-)가 견·주관절 분야 진료를 하고 있고 
매월 증례 집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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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대 견 · 주관절클리닉
1976년 이광진 교수에 의해 견·주관절분과가 시작

되었고 신현대, 변기용 교수의 합류로 독립적 분과

로 발전되었다. 현재 견관절클리닉은 김경천 교수, 
주관절클리닉은 신현대, 차수민 교수가 진료를 담

당하고 있으며 견·주관절 분야의 연구와 양질의 진

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북의대 견 · 주관절클리닉
2003년 박경진 교수 (박진영 교수 전임

의 수련)가 견·주관절 분야 진료를 시작

했다. 박경진 교수는 2011-2013년 UC 

Lrvine에서 연수 (견관절 생역학 연구) 
했으며 현재는 연간 약 400례의 수술

을 하고 있다. 이현철 (2011년), 금상욱 

(2013년) 전임의가 함께 활동했고 진료

와 연구, 교육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활

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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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성모병원  
관절경센터 견 · 주관절 스포츠클리닉
2002년 유연식, 문기혁 과장이 견·주관절 분야 진료를 시작 
했고 현재 문기혁 (베일러대학교병원 Sumant Krishnan 연

수 중), 최성필 과장이 함께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영남 견·
주관절연구회 활동과 함께 2003년부터 관절경센터 Live 

Surgery 및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다.

한림의대 견 · 주관절 연구회
2009년 유연식 교수와 노규철 교수가 제주에서 첫 
연구회 모임을 시작한 후, 매년 2차례 학술 모임을 
가지고 있다. 유연식 교수가 초대 회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김도영, 노규철, 김성연, 현윤석, 이용범, 
황정택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2013년 동탄성심병

원에서 Dr. Felix Savoie를 초청하여 제1회 한림대학

교 정형외과 견·주관절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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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의대 견 · 주관절분과
박태수 교수는 1990-1991년 미국 Pittsburgh 대학 

Freddie Fu 및 JP Warner 교수께 연수하였고, 1994
년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전임강사로 시작하여 견

관절 및 주관절 분야의 연구와 환자 진료를 시작하

였으며, 1995년 이후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견·
주관절 분야 진료를 하고 있다. 이봉근 교수는 2008
년 수부외과 전임의 (한양대학교 이광현 교수 지

도), 2009년 견·주관절 전임의 (경희대학교 이용걸 
교수 지도) 과정 수료 후 2010년부터 한양대학교 서

울병원에서 견·주관절학 분야의 진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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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및 지회 
Subcommittees and Regional Branches of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2006년 KoreaMed 등재를 시작으로  

2008년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2011년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선정을 

이루었으며 Pubmed Central과  

SCOPUS 등재를 목표로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대 하권익 위원장이 학회지의  

기틀을 마련한 이래, 학술지의 등재  

사업과 학회지의 위상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2회의 정기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화된 편집윤리의 교육과  

이해를 위해 윤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재, 

위원으로는 고상훈, 김경천, 박형빈, 

유재철, 윤여승, 이용걸, 전재명,  

조남수, Chih-Hwa Chen,  

Edward McFarland, Levine William,  

Andri Maruli Tua Lubis,  

간사는 박형빈 교수가 수고하고 있다. 

편집윤리위원으로 고상훈, 김성재,  

김정만, 이광진, 이병일 교수가  

활동하고 있으며, Manuscript Editor,  

학회지 자체평가위원, 논문심사위원, 

편집자문위원으로 여러 학회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편집 
위원회

편집위원회는  

1997년 10월에  

발족하였다.

1998년 3월  

대한견·주관절학회지  

제1권 제1호가  

발간되었고,  

2010년 12월 Clinics in 

Shoulder and Elbow로  

개편되었다.



2010년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매년 2회 학술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학술대회 심포지움 주제 및 연자,  

초록 심사, 의학상 및 학술상,  

연수 강좌 연제 선정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술대회의 대외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해외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학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용걸, 

위원으로는 김명선, 김정우, 박진영,  

신상진, 유재철, 정진영, 천상진, 

간사는 전인호 교수가 수고하고 있다. 

학술 
위원회

학술위원회는  

2002년 6월  

초대 이광진 위원장,  

최창혁 간사 및  

김승기, 김영규, 변기용,  

이병일, 전재명 위원 

으로 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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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houlder Scoring System (KSS) 은 

5개 병원 43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증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2009년 Journal of Shoulder and Elbow 

Surgery에 위원회의 이름으로  

게재되었다. 2013년에는 견관절  

불안정성에 대한 평가기준인  

Korean Shoulder Scoring System for 

Instability (KSSI)의 완성을 앞두고 있다.

견관절 평가기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태석기,  

위원으로는 고상훈, 김성연, 박진영,  

박태수, 오주한, 이광원, 이용걸,  

최창혁, 간사로는 신상진 교수가  

수고하였다.

견관절 
평가기준 
소위원회

견관절 평가기준  

소위원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견관절 평가 기준  

확립을 목표로  

2003년 11월에  

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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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편찬의 기본 원칙은  

정형외과 의사 및 전공의에게  

견·주관절 관련 질환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최신 지견을 소개하고,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 따라, 총 46명의 집필자가  

1권 10장 59개 단원 (720 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의 교과서를 완성하였다. 

교과서편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광진, 위원으로는 고상훈, 김성재,  

김승호, 김정만, 문은선, 박진영,  

박태수, 이용걸, 전재명, 태석기,  

간사는 최창혁 교수가 역임하였다.

교과서편찬 
소위원회

교과서편찬  

소위원회는  

2005년 8월에  

발족하였으며,  

교과서 편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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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대한견·주관절학회를  

발행처로 하여, 견관절 주관절학  

용어집이 완성되었으며,  

내용은 전체편과 각 분야편으로  

구성하여 견관절, 주관절, 인공관절,  

방사선학, 스포츠 등의 세부 분야에 

관한 방대한 의학 용어를 정리,  

수록하였다.

용어집편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영규, 위원으로는 김경천, 박경진,  

박정호, 박종혁, 서중배, 이동훈,  

조남수, 간사는 김양수 교수가  

역임하였으며,  

감수로는 박태수 교수가 참여하였다.

용어집편찬 
소위원회

용어집편찬 소위원회는  

견·주관절 관련  

용어의 통일화된  

정립을 목표로  

2007년 10월  

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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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위원회

견·주관절 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기구 

및 술기 등록에 대한 학회 의견 제시는 

물론 임상 진료 지침, 장애판정기준,  

새로운 견·주관절 질병 분류,  

신의료기술 안정성 평가 및 행위 인정, 

의사업무량 검토 및 의료 분쟁에 대한 

자문 등 대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중점적인 논의 분야는  

신포괄수가제도와 신의료 기술 행위 

인정 작업으로, 신포괄수가제도는  

시행 전 견·주관절 분야의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신의료 기술 행위  

인정 작업은 빠르게 발전하는  

수술 기술 및 새로운 재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매년 1-2회의 워크숍을 통하여,  

장기적인 활동방안 및 대책을  

토의하고 있으며, 항상 학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 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수태, 

위원으로는 고경환, 김성훈, 김유진,  

김재윤, 김정우, 노규철, 윤종필,  

이봉근, 이태연, 천용민,  

간사는 신상진 교수가 수고하고 있다. 

2009년 10월에  

발족된  

보험위원회는  

대한정형외과 소속  

분과학회에서는  

최초로 분과학회 내에  

구성된 보험  

관련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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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위원회

세계적 수준의 임상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기초 연구 발전과 

활성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 소속 기관의 인적 또는 물적  

기초 연구 역량을 파악하고 인적 교류, 

지원 및 자재를 활용하여 공동 연구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2년 4월에 대한정형외과  

춘계학술대회가 열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기초연구 미니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견·주관절 기초연구 관련  

생역학 실험 및 통계 등에 대한  

집중적인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2012년 12월에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기초연구 실험기법 워크숍을 개최하여 

실제적인 기초 실험 기법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3년 4월에는  

동물실험 및 컴퓨터활용을 주제로  

제2회 기초연구심포지움을 개최 

하였으며, 지속적인 심포지움 및  

실험기법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기초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정만, 위원으로는 김명선, 김양수,  

김영규, 박형빈, 오주한, 유재철,  

전인호, 정웅교, 간사는 정진영 교수가  

수고하고 있다. 

기초연구위원회는  

김영규 제17대  

대한견·주관절학회  

회장의 제안으로  

2009년 11월에  

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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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마지막 목요일을  

‘어깨 관절의 날’로 정하고,  

공개강좌와 어깨 검진 및 기념행사  

등의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나경원 (전 국회의원),  

우제창 (전 국회의원), 임채민 (전 국무

총리실장), 최란 (배우, 대한견·주관절학

회 홍보대사), 사재혁 (2008년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2008년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등이 학회

의 대국민 계몽 활동에 동참하였다.  

학회 소식지(견·주관절 다이제스트)를 

연 2회 제작하고 있으며,  

대한견·주관절학회의 역할과 소명을 

알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초대 홍보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진영, 현 위원장은 유연식 교수가  

맡고 있으며, 위원으로는 김경천,  

김명선, 김철홍, 박경진, 신동주,  

이봉근, 조승현, 조철현, 최성욱,  

간사는 조남수 교수가 수고하고 있다.

홍보 
위원회

홍보위원회는  

회원들에게 올바른  

견·주관절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를  

목표로  

2010년 6월에  

발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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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집편찬 
소위원회

 “증례로 알아보는 어깨질환,  

회전근개 파열” (1권 4장 155페이지)의 

증례집을 완성하여 회전근개 손상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 지침서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증례집편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창혁, 위원으로는 김양수, 김철홍,  

문영래, 박종혁, 서중배, 신상진,  

오주한, 유연식, 유재철, 조남수,  

조철현, 간사는 김경천 교수가  

역임하였으며,  

감수로는 이용걸 교수가 참여하였다.

증례집편찬 소위원회는  

견·주관절 질환의  

보편적인  

치료 기준 정립을  

목표로 2011년 7월에  

발족하였다.

110

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2013년 1월에 새롭게 개설된  

홈페이지는 공지 기능의 확대,  

ICSES 2016 개최에 대비한 영문 및  

외국어 안내의 강화 및 학술대회  

초록 접수와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홈페이지는 학회 및  

행사 공지, 논문 및 견·주관절 관련  

용어집 검색을 제공하고 있으며,  

견·주관절 관련 동영상과 일반인을  

위한 건강 상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도 학회 업무의 전산화,  

자동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초고속 전용 서버 및 백업 시스템의  

확보 등 효율적인 전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 전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염재광, 위원으로는 김두섭, 김세훈,  

김정우, 김정한, 노규철, 송현석,  

윤종필, 장석환, 간사는 조철현 교수가 

수고하고 있다. 

전산 
위원회

전산위원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학회 전산 업무의  

효율적인 이행과  

발전을 위해  

2011년 8월에  

발족하였다. 

111

제3항 분과위원회 및 지회 



수준 높은 외국 학회지들과  

발맞추어 나아가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한견·주관절  

영문학술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영문지준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고상훈, 위원으로는 김두섭, 김명선,  

김양수, 김정우, 박경진, 성창민,  

이진웅, 정웅교,  

간사는 유재철 교수가 수고하고 있다.

영문지준비 
소위원회

영문지준비 소위원회는  

대한견·주관절학회의  

역량 강화와  

학회지의  

세계화를 목표로  

2013년 8월에  

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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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영남 견·주관절지회는 1998년 발족하였으며, 2012년에는 영남지역의 지부학회로 승인을 받았다. 2005년 

Shoulder Camp를 시작으로 하여 2012년에는 처음으로 시작된 대한견·주관절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주최하였고 지역 회원들 

간의 친목 및 실질적인 지식의 교류 (Technical Exchange)라는 주제에 따라 격월 집담회, 총회 및 카데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

다. 현재 영남 견·주관절지회 회장은 울산의대 고상훈 교수, 간사는 경북의대 윤종필 교수가 수고하고 있다.

영남 견·주관절지회

견·주관절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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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대전·충청 견·주관절지회는 2007년 대전·충청 견·주관절연구회로 시작하여, 매월 월례집담회를 을지대, 

충남대, 단국대, 충북대, 순천향대, 가톨릭대, 건양대, 선병원, 한국병원에서 개최하고 있다. 또한 3차례의 견관절 카데바 워

크숍과 2차례의 견·주관절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다양한 학술발표와 토론의 기회를 가졌다. 현재 대전·충청 견·주관절지회 회

장으로는 이광진 대전한국병원 명예원장, 총무는 을지의대 이광원 교수, 간사는 충남의대 김경천 교수가 수고하고 있다.

대전·충청 견·주관절지회

견·주관절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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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경인 견·주관절지회는 2011년 7월 20일 첫 번째 이사회 모임을 갖고, 이전의 경인 견·주관절 및 스포츠의

학연구회 모임을 경인 (인천·경기 서부) 견·주관절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대한견·주관절학회 산하 지회로 편제되었다. 약 66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3개월마다 지회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현재 경인 견·주관절지회 회장으로는 가천의대 김영규 

교수, 간사는 가천의대 조승현 교수가 수고하고 있다.

경인 견·주관절지회

견·주관절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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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호남·제주 견·주관절지회는 2012년 전남, 전북, 제주지회를 통합하면서 대한견·주관절학회 산하 지회로 

편제되었다. 지역 회원들 간의 지식 교류 및 유대 증진을 위해 매년 심포지움과 소모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에는 

대한견·주관절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호남·제주 견·주관절지회 이사장으로는 이병창 익산 나

은병원장, 회장은 조선의대 문영래 교수, 간사는 원광의대 김정우 교수가 수고하고 있다.

호남·제주 견·주관절지회

견·주관절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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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SES 2016 JEJU, KOREA  
유치 활동사  

Promotion Activities for ICSES 2016 Jeju, Korea



  

ICSES 2016 JEJU, KOREA 유치 활동사
2016년 5월 18일~21일까지 13차 ICSES (International Congress of Shoulder and 

Elbow Surgery)를 제주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

제는 “New Light Upon Your Shoulder”이다. 대회 유치를 원하는 국가 간의 치열

한 경쟁에서 회원들의 협력과 치밀한 계획 및 준비를 통하여 선정되었다.

유치 활동 Q & A
• 유치 신청을 계획하고  신청한 것은 언제인가?

개최 유치에 대한 의견은1995년 6th ICSES (Helsinki, Finland) 학회에 참여한 박진

영, 박태수, 이용걸, 전재명 회원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논의되었고, 이후 세계학

회를 유치하기 위한 대한견·주관절학회 차원의 준비는 2003년부터 시작하였다.

ICSES는 개최 6년 전에 개최지가 결정되므로 2013년 대회유치를 위하여 2007년

에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이 2013년 유치를 원하였고 

대한견·주관절학회에서는 2002년 한일월드컵 대회처럼 공동 개최를 의논하기

도 하였으나 단독 개최 방향으로 학회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2007년에는 일본 개최를 지지하였고, 2010년 11th ICSES (Edinburgh, Scotland) 때 

2016년 개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Bidding Committee는 이광진 위원장이 선임되

었고 당시 박진영 학회장이 발표하였다.

•  2010년 11th ICSES (Edinburgh, Scotland)에서 대한민국이 선정될 당시 상황은 

어떠하였나?

Board member 8명, Ex-officer 2명, Continental delegate 23명으로 33명이 투표를 

하였고 4개 신청국가에 대한 1차 투표 후,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가 최종 2차 

투표에서 경합하였으며, 한 표 차이로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ICSES 2016 조직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학회장 (Congress president): 이용걸

조직위원장 (Congress chairman): 박진영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오주한

2) Advisory Committee

Chair. 이광진 

김정만, 이병일, 김성재

3) Scientific Committee
견관절 학술위원장 (Shoulder program chair): 유재철 

주관절 학술위원장 (Elbow program chair): 전인호 

4) Financial Committee

Chair. 태석기  

노규철, 류인혁, 박정호, 백창희, 변재용, 변기용, 심상돈, 염재광, 이병창,  

이상진, 이태연, 정웅교, 정진영, 지종훈, 황승수

5) Information Committee

Chair. 김승호

고상훈, 김세훈, 김양수, 김정한, 문영래, 박경진, 윤여승, 전재명, 조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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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ocal Committee

Chair. 최창혁 

김경천, 김정우, 김철홍, 박종혁, 박형빈, 서중배, 송현석, 천상진, 최성욱

7) Golf Tournament Committee

Local Chair. 박태수, 이광원

유연식, 이용범, 최성욱 

8) Social Program Committee
운영위원의 부인들

9) ICSET Committee

Chair. 김영규 

김명선, 신상진, 이상훈, 조철현

www.icses2016.org

www.icses2016.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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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Travelling Fellowship

 International Travelling Fellowship 

www.icses2016.org



1997년   American Travelling Fellow (1997년도 시작): 박진영, 최창혁 회원 

1999년   American Travelling Fellow: 김승기, 김현정 회원 

2000년   American Travelling Fellow: 김영규, 김진섭 회원 

2002년   American Travelling Fellow: 박정호, 이석범 회원 

2003년   American Travelling Fellow: 고상훈, 민경대 회원 

2004년   American Travelling Fellow: 이병창, 유연식 회원

2005년   American Travelling Fellow: 신상진, 정진영 회원

2006년   American Travelling Fellow: 노규철, 문기혁, 문준규 회원

   Japan Travelling Fellow (2006년도 시작): 박진영 회원

   European Travelling Fellow (2006년도 시작): 이광진, 이용걸 회원

2007년   American Travelling Fellow: 권오수, 이동훈 회원

2008년  European Travelling Fellow: 김영규, 최창혁 회원

   Japan Travelling Fellow: 박태수, 이광원 회원

2009년   American Travelling Fellow: 김양수, 오주한 회원

2010년   American Travelling Fellow: 김명선, 심상돈 회원

   Japan Travelling Fellow: 김양수, 박정호 회원

   European Travelling Fellow: 서중배, 유연식 회원

2011년   American Travelling Fellow: 조철현, 정수태 회원

2012년   American Travelling Fellow: 김경천, 조남수 회원

   Japan Travelling Fellow: 김영규, 박형빈 회원

   European Travelling Fellow: 박진영 회원

2013년   American Travelling Fellow: 정웅교, 천용민 회원

역대 Travelling Fellowship
International Travelling Fellowship



1997

American Travelling Fellow: 박진영, 최창혁 회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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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Travelling Fellow: 박정호, 이석범 회원 

2002

124

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사



American Travelling Fellow: 고상훈, 민경대 회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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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Travelling Fellow: 이병창, 유연식 회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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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Travelling Fellow: 신상진, 정진영 회원

2005

127

제5항 역대 Travelling Fellowship



American Travelling Fellow: 노규철, 문기혁,  문준규 회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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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Travelling Fellow: 박진영 회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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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Travelling Fellow: 권오수, 이동훈 회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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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Travelling Fellow: 김영규, 최창혁 회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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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Travelling Fellow: 박태수, 이광원 회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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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Travelling Fellow: 김양수, 오주한 회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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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Travelling Fellow: 김명선, 심상돈 회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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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Travelling Fellow: 김양수, 박정호 회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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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Travelling Fellow: 서중배, 유연식 회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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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Travelling Fellow: 정수태, 조철현 회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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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Travelling Fellow: 김경천, 조남수 회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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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Travelling Fellow: 김영규, 박형빈 회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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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Travelling Fellow: 박진영 회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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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Travelling Fellow: 정웅교, 천용민 회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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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HospItals and UnIversItIes In FellowsHIp 

American Travelling Fellowship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 Louis U. Bigliani, MD, William N. Levine, MD, Christopher S. Ahmad, MD
Steadman Hawkins Clinic of the Carolinas - Richard J. Hawkins, MD
Southern California Orthopedic Institute - Stehen J. Snyder, MD
Kerlan-Jobe Orthopedic Clinic -  Frank W. Jobe, MD, James E. Tibone, MD, Lewis A. Yocum, MD, John M. Itamura, MD,  

 Orr Limpisvasti, MD
Orthopaedic Biomechanics Labora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Thay Q. Lee, PhD
Johns Hopkins University Hospital - Edward G. McFarland, MD, Steve A. Petersen, MD
Hospital of Special Surgery - Joseph D. Zuckerman, MD
Mount Sinai Hospital - Evan L. Flatow, MD, Bradford O. Parsons, MD
Carrell Memorial Clinics - Wayne Z. Burkhead, MD
Baylor University Medical Center - Sumant G. Krishnan, MD
Texas Orthopedic Hospital, Fondren Orthopedic Group - Gary M. Gartsman, MD, T. Bradley Edwards, MD
Florida Orthopedic Institute, Tampa General Hospital - Mark A. Frankle, MD, Mark A. Mighell, MD
The San Antonio Orthopaedic Institute - Stephen S. Burkhart, MD
Cleveland Clinic - Joseph P. Iannotti, MD, PhD
Harvard Medical School,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 Jon J. P. Warner, MD
Harvard Medical School, Brigham Women’s Hospital - Laurence D. Higgins, MD 
Thomas Jefferson University Hospital - Gerald R. Williams, MD
McKay Orthopaedic Research Laboratory, University of Pennsylvania - Louis J. Soslowsky, PhD

European Travelling Fellowship
University of Nottingham, UK - W. Angus Wallace, MD
Centre Hospitalier Universitaire de Nice, France - Pascal Boileau, MD
Clinique Generale Annecy, France - Laurent Lafosse, MD
Cervesi Hospital, Cattolica, Italy - Giuseppe Porcellini, MD
Istituto Clinico Humanitas Rozzano, Milan, Italy - Alessandro Castagna, MD
Clinique Sainte Anne Lumière, Lyon, France - Lionel Neyton, MD
Wrightington Hospital, Manchester, UK - Lennard Funk, MD 
ATOS-Clinic, Hidelberg, Germany - Peter Habermeyer, MD 
Kantonsspital St Gallen, St. Gallen, Switzerland - Bernhard Jost, MD
Hospitals del Mar i l’Esperança, Barcelona, Spain - Carlos Torrens, MD

Japan Travelling Fellowship
Nobuhara Hospital - Katsuya Nobuhara, MD
Gunma University - Kenji Takagishi, MD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 Teruhiko Nakarawa, MD
Yamagata University - Toshihiko Ogino, MD
Tohoku University - Eiji Itoi, MD
Showa University, Fujigaoka Rehabilitation Hospital - Hiroaki Tsutsui, MD
Osaka Hospital - Minoru Yoneda, MD
Osaka University - Kazuomi Sugamoto,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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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교과서·학회로고 
Journals, Textbook and Official Logo of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1. 대한견·주관절학회지
 • 창간본: 1998년 3월

학회지·교과서 
Journals and Textbook of  the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 1차 개정본: 2005년 12월   • 2차 개정본: 20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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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견·주관절학회 교과서
 • 견관절 주관절학 제1판
 • 발간연도: 2007년

증례로 알아보는 어깨질환

견관절 주관절학 용어집

견· 주관절 다이제스트

3. 그 밖의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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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로고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Official Logo

3. 로고의 의미

포용력
包容力, Tolerance capacity

균형
均衡, Balancing

사랑, 우정
友情, Love & partnership

소명감
召命感, Sense of duty

추진력
推進力, Impulse

노력
努力, Strive

자긍심
自矜心, Self 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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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의 로고는 우리 어깨를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우리말 “어깨”에는 다음

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떡 벌어진 넓은 어깨’, ‘어깨가 무겁다’라는 말에는 책임감, 소명감, 

자신감, 강한 추진력의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어깨는 상대방을 포용하는 넓은 아량의 의미가 담겨 있다. ‘어깨에 기대어 운다’라는 말처럼 나보

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포용력, 넓게 수용하는 여유로움이 함축되어 있다.

셋째,   ‘어깨동무’라는 의미는 우정과 사랑의 뜻이 담겨 있다. 

넷째,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말에는 조화와 평등, 평형의 의미가 담겨 있다. 

다섯째,   ‘어깨 너머로 배운다’라는 우리말 표현에는 역경을 이기며 노력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과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깨 너머로라도 배움을 불사르던 조상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출처: 대한견·주관절학회 교과서 제1판 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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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견·주관절학회 
20주년 연혁집 발간  
소위원회

대한견·주관절학회 20주년 연혁집 발간 소위원회 

위원장 고상훈 (울산의대)

간사 김성연 (한림의대)

감수위원 박진영 (건국의대) 

 이광진 (대전한국병원) 

위원

위원 김양수 (가톨릭의대)

              김유진 (성균관의대)

              김철홍 (동아의대)

              서중배 (단국의대)

       위원

       윤종필 (경북의대)

             정진영 (가톨릭의대)

             조남수 (경희의대)

             천용민 (연세의대)

편집후기

고상훈 20년의 세월을 정리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네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연  화보와 같은 멋스런 연혁집을 만들고자, 학회의 지난 20년을 유쾌하신 연혁집 발간소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되돌아볼 수 있었던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김양수  우리 학회가 20살의 어엿한 성인으로 자란 것 같아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연혁집발간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자기 일처럼 열정적으로 봉사해 주신 김성연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유진 보람있는 일이었고 30주년 연혁집은 더 재미있게 만들어 보리라.^^

김철홍 이런 멋진 역사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2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발간 소위원회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중배  우리 학회의 과거를 정리하면서 짧은 기간에 이룩한 경이로운 발전에 또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를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신  

선배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종필 견·주관절학회가 30주년, 50주년, 100주년에도 굳건하길 기원합니다.

정진영 각교실의 훌륭한 업적과 활동 소개는한 페이지로도 모자란데 5줄 내외로 줄일 수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조남수 쉼 없이 달려온 대한견·주관절학회 20년의 역사를 함께 정리하며 새로운 20년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천용민 모든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특히 김성연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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