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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었구나. 우리가      

송 광 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작고 사랑스런 소리들을 좋아했는가 보다

거만하지 않아 좋아했는가 보다.
우리는.

어느 듯, 
지나가는 세월을 끈기 있게 쳐다 보는 데 익숙해 지고,
피기도 전에 꺾어진 꽃대도 세워보고, 
때로는 굽어진 대들보도 세워보고,
작으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모여

門中을 이루었다

 
믿음의 골목길 따라 집을 짓고,
우물가에서 서로 만나 존중의 물을 나눠마시고,
한해 농사 마지막 저녁이면 작은 화톳불 아래서

손에, 손에 먹거리 들고 나와,
너 한입, 내 한입

그래, 그래 자네도 드시게

내 것도 맛보시게

때가 되어, 해가 뜨니

주고 받은 소리 조용하고 단정하나,
울림은 천지에 퍼지고

하나, 둘 대문에 문패들이 걸렸다.
당호는 '으뜸', 이름은 '소아', 성은 '정형외과' 

아 그랬었구나.
우리의 30년이.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창립 30주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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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1985년 창립된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 학회는 올해로 창립 30주년

을 맞이 하였습니다. 

초대 회장이시자 우리 학회를 창립하신 이덕용 교수님께서 초석을 다

지시고, 그 초석을 바탕으로 박병문 교수님 등 여러 선후배님들의 무

한한 열정과 끊임 없는 노력으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그와 함께 정형외과의 근간이 되는 소아청소년정형외과도 그 역할이 

조금씩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굳은 의지로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학문 연구와 함께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됩

니다.

이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학회가 쌓아온 업적과 경험들을 되돌아 보고 옛 것을 바탕으

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지극한 노력과 열정을 바탕으

로 앞으로도 더욱 더 새로운 학문을 발전시켜야 할 것 입니다.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학회의 30년 역사를 보여주는 이 책자는 미래를 

비추는 우리의 발자취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30주년 행사는 단순한 기

념행사가 아니라 향후 우리 학회의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

신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학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모든 회원님들의 성원과 참여에 감

사 드리며 앞으로도 더 나은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부

탁 드립니다.

끝으로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과 바쁜 시간 중에도 30년사를 발간하는데 

노력해 주신 편집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회장 김 휘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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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1985년 창립한 이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세계적으로 유수한 

높은 학문적 수준과 업적을 자랑하는 학회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올해

로 그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자랑스러운 쾌거로서, 대한정형외과

학회의 7,000여 회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 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그 동안 학회를 창립하여 주시고,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주신 역대회장

님들과 임원들을 위시한 모든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가 30년 전 10월 1일 창립총회와 학술대

회를 개최한 것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산하의 분과학회가 처음 발생 분

화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후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으며, 연수강좌를 매년 개

최하였고, 교과서를 편찬하는 등 정형외과의사 교육에 힘써 왔습니다, 회원의 자격을 소아정형

외과학을 직접 연구하고 진료하는 전문가 만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100명 이상의 많은 회원을 거느리는 큰 전문학회로 발전한 것은 대한정형외과학회의 모범 분과

학회로서의 위상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제 학회와의 교류에 앞장서서 북미학회(POSNA)와 1994년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공식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학회와는 2002년부터 fellowship exchange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하고 있습니

다. 아시아태평양 정형외과학회의 소아-척추분과 합동학술대회를 1991년(제1회,서울)과 2008년

(제7차,제주) 주최 하였으며, 국제소아정형외과연합회(IFPOS)를 2010년 서울에서 주최 한 바 있

습니다. 앞으로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는 선진국과의 교류를 더욱 늘려 환자의 진료와 연

구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 한편, 이제 발전이 필요한 지역의 젊은 의사들을 교육하는데도 힘을 더

하여, 인류 건강 증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아정형외과는 모든 정형외과 분야의 모태로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형외과 발전을 이

끌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국제교류에 노력하여,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의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학문적 업적과 위상을 이룩하여, 이제 60주년을 맞이하고 100주년을 향하

여 나아가는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이상을 구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정 재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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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It is with great pleasure that I attend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I bring greetings and congratulations from 

Boston Children’s Hospital. We look forward to continued collaboration and 

continued work towards advancement of pediatric orthopaedics. 

Young-Jo Kim, MD, PhD 

Associate professor of orthopaedic surgery, Harvard medical school

Director, adolescent and young adult hip unit, Children’s hospital Boston

USA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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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I am truly honored to b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upcoming meeting 

commemo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This is a historical meeting for the KPOS,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to congratulate the KPOS and the members of the KPOS for 

reaching this important milestone. 

Over the last 30 years, your society’s contributions to the field of pediatric 

orthopaedics have been invaluable. As a person of Korean heritage, I take 

great pride in the KPOS and the way its members continue to bring new orthopaedic knowledge to 

Korea and rest of the world through research, publications, and presentations at international meetings. I 

know that the success of KPOS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dedication of its members and 

their devotion to education and research of knowledge relating to pediatric orthopaedics. 

I would like to wish the KPOS many more years of success, and I look forward to celebrating with you 

all the accomplishments the society has achieved thus far.

Harry Kwang-Woo Kim, MD, MS

Director of Research and Director of Center for Excellence in Hip Disorders

Texas Scottish Rite Hospital for Children

USA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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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the members of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Congratulations and best wishes on your 30th anniversary.

Pediatric orthopaed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started 16 years 

ago, in 1999. At that time, Professor Takao Yamamuro of Kyoto University 

and dear departed Professor Kazuki Ogihara of Kobe University had been 

inviting young foreign physicians to Japan at their own expenses for long 

years and Japanese Pediatric Orthopaedic Society started co-organizing 

the project as “Yamamuro-Ogihara Fellowship” and also started a new 

project “Asian Fellowship” which invites young physicians of all part of Asia to academic conferences. 

Simultaneously, the academic conference exchange fellowship was established and started sending the 

best winners of English poster sessions at congresses to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In 2003, by virtue of the friendship between Professor Shoichi Kokubun of Tohoku University, the first 

president of Japanese Pediatric Orthopaedic Society, and Professor SH Lee and Professor DY Lee, the 

executives of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the official alliance with KPOS was concluded and 

KPOS-JPOA exchange fellowship was established. In 2008, the fellowship expanded by adding Taiwan 

to the exchange program. I believe Korea, Taiwan and Japan should continue to deepen exchanges for 

the future.

Japan is now facing the difficulty of handing down the education of pediatric orthopaedics as well as the 

knowledge and skills due to the rapid aging of its society and falling birth rates. Pediatric orthopaedics is 

the backbone of orthopaedics and I do hope the young pediatric orthopaedic surgeons of both Korea and 

Japan fostered by the exchange fellowship will contribute to encourage the cordial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to the educational development. 

Lastly, I would like to wish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a continued outstanding success.

Tomoyuki Saito, MD 

President, The Japanese Pediatric Orthopaedic Association

Japan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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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Congratulate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Pediatric Orthopedic Society of 

Korea with pleasure.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KPOS) 

has had a good development and achievement for the past few years. There’s 

also a good exchange between Korea and Taiwan. The KPOS helps Taiwan 

Pediatric Orthopedic Society (TPOS) a lot. Hope this spirit can be inherited 

and carried forward. Happy 30th Anniversary to the KPOS.

Pen-Gang Cheng, MD 

President, The Pediatric Orthopedic Society of Taiwa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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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1. 창립과 발전

I.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창립 준비 모임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는 소아정형외과학 분야의 연구와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교육과 수련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로 

1985년 창립되었다. 학회 창립을 위한 첫 준비 모임인 “한국 소아정형외과 연구회(가칭) 발족

을 위한 1차 예비 모임”은 1985년 6월 20일 6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소재 음식점 낙산

가든에서 이루어졌는데 참석자는 이덕용, 안재인, 이석현 선생이었다. 모임을 주도한 이덕용 

선생은 당시 모임에서 회원의 자격으로 정회원은 소아정형외과에 대한 관심이 다대하고 정회

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평의원은 정회원 중 소아정형외과학을 1

년 이상 전공하고 현재 소아정형외과 업무에 75%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할 것과 동시

사진 1-1. 학회창립을 위한 1차 준비 모임 사진 1-2. 학회창립을 위한 1차 준비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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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타 학회에 주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하는 등, 처음부터 학회를 

소수 정예의 소아정형외과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학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개진하였

다. 당시 모임에서는 학회 명칭을 가칭 “한국소아정형외과학회”로 정하였으며 마침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 소아병원인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개원 예정일에 맞추어 학회를 발족시킬 계

획을 세웠다(사진 1). 2차 준비 모임은 동년 9월 24일 내자호텔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덕

용, 박병문, 이석현, 옥인영 선생이 참여하였으며, 이 네 명이 학회의 창립 발기인이 되었다. 이 

모임에서도 소수 정예주의 원칙을 확인하였고, 창립 총회를 1985년 10월 16일 서울대학교 어린

이병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모임에서 정회원의 자격은 소아정형외과학을 1년 이

상 전공하고, 현재 소아정형외과 업무에 60%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기로 하였고 집

행부는 평의원, 간사, 회장 및 감사로 정하였다. 또, 학회의 명칭을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로정하였다 (사진 2). 3차 준비 모임은 동년 10월 11일 동

보성에서 이루어졌으며 네 명의 발기인과 이수영 선생이 참석하여 학회 창립의 취지에 다시 

한번 공감하고 창립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사진 3, 4). 

사진 2. 학회창립을 위한 2차 준비 모임 사진 3. 학회창립을 위한 3차 준비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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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창립총회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창립총회는 1985년 10월 16일 오후 4시 30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4004호 회의실에서 거행되어 총 8장 32조의 정관을 인준하였다 (사진 5). 발의는 이덕용 선생,

발기인은 박병문, 이석현, 옥인영 선생이 되었다. 당시 참석자는 이덕용, 박병문, 이석현, 옥인

영, 김광회, 주정빈, 안병훈, 김준영, 이수영, 이창주, 최인호, 김용주, 장준섭, 류총일, 강군순 선

생으로 총 15명이었으며, 박병문 선생이 임시 의장으로 총회를 진행하였다. 초대 회장에 이덕

용 선생, 평의원에 이덕용, 박병문, 이창주, 이수영, 이석현, 옥인영 선생, 감사에 류총일 선생, 

간사에 이석현 선생이 각각 선임되었다. 당시는 연배가 높은 선배를 추대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으나 50대 중반의 비교적 젊은 이덕용 선생을 회장으로 옹립한 일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사진 4.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발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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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일이었고, 장차 학회가 소아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회원들을 주축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회 창립 때부터 고수한 소수 정예주의의 원칙은 대한소아정형

외과학회가 먼저 창립된 일본과 대만의 소아정형외과학회보다 앞서가는 학회가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창립 기념 학술대회(사진 6)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에서 진행되었는

데 Temple University Medical Center의 Howard H. Steel 교수(사진 7)가 초청 연자로 내한하여 

Rib resection in scoliosis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외에 이덕용 교수의 Polio revisited-Review of 

poliomyelitis patients admitte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uring the last 23 years-, 옥인

영 교수의 Effect of femoral osteotomy for residual subluxation of hip after reduction of congenital 

dislocation, 그리고 이석현 교수의 Surgical treatment of neglected CDH in the older children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사진 8). 

사진 5-1.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창립총회 사진 5-2.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창립총회

사진 6-1.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 사진 6-2.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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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에서의 Howard H. 

Steel 교수의 강연

사진 8.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 연제와 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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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학회의 발전

1985년 학회 창립 당시 15명이던 회원 (Fellow: 이덕용, 박병문, 이석현, 옥인영, 이창주, 이수

영, 류총일, 문명상, 장준섭 / Member: 김인권, 최인호, 조현호, 고철언, 서대석, 곽경덕) (사진 9) 

수는 20년이 지난 2005년에는 73명으로 증가하였고, 30년이 지난 2015년 현재 130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 숫자는 여타 학회들에 비하여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는 신입 회원에 대한 가입을 

학회 정관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의원회에서 토론으로 결정하는 절

차의 엄격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진10), 오히려 활동이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회원으로 그 규모

만 비대해지는 것보다 내실 있고 응집력 있는 학회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인

구 100만명 당 회원 수는 2004년 1.5명에서 2014년 2.2명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인구 100만명 당 회원 수는 서울 3.4명, 광주-전남 3.2 명, 대전-충남 2.2 명, 인천-경기 2.1 명, 부

산-울산-경남 2.0 명, 강원 1.9 명, 충북-제주 1.4 명, 전북 1.1 명, 대구-경북 0.8 명이다. 2014년 말 

기준으로 회원의 63.6%가 대학 병원에 근무하며, 19.5%는 병원급 의료기관, 9.1%는 개인 병원

에 근무한다. 나머지 7.8%는 은퇴 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사진 9. 1985년 12월 20일 당시 입회원서 접수 현황 사진 10. 제1차 평의원회 개최 공고. 신입 회원에 대한 심사

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30년사
I-1. 창립과 발전

  30th Annlversary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_19

회장은 초대 및 2대 회장으로 이덕용 선생, 3대 박병문 선생 (1989.12-1991.11), 4대 노성

만 선생 (1991.12-1992.11), 5대 류총일 선생 (1992.12-1993.11), 6-7대 이석현 선생 (1993.12-

1995.11), 8-9대 이광진 선생(1995.12-1997.11), 10대 안재인 선생 (1997.12-1998.10), 11대 옥인영 

선생 (1998.11-1999.11), 12-13대 황건성 선생 (1999.12-2001.10), 14-15대 박희완 선생 (2001.11-

2003.10), 16대 김세동 선생 (2003.11-2004.11), 

17-18대 최인호 선생 (2004.12-2006.11), 19-20

대 송광순 선생 (2006.11-2008.11), 21-22대 

정진엽 선생 (2008.11-2010.11), 23대 이순

혁 선생 (2010.11-2011.11), 24대 송해룡 선생 

(2011.11-2012.11), 25대 윤여헌 선생 (2012.11-

2013.11), 26대 김성수 선생 (2013.11-2014.11)

이 역임하였고 2014년 11월부터 김휘택 선생

이 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2000년 학회 총회에서는 이덕용 선생을 명

예회장으로, 그리고 박병문 선생을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이후 2004년에는 노성만 선생, 

2007년에는 류총일 선생, 2008년에는 이광진 

선생, 2010년에는 이석현 선생, 2011년에는 옥

인영 선생, 그리고 2013년에는 박희완 선생이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2015년 6월 현재 평의원

은 김세동, 최인호, 송광순, 정진엽, 이순혁, 송

해룡, 윤여헌, 김성수, 심종섭, 김휘택, 신현대, 

이한용, 정성택, 조태준, 오창욱, 김현우, 정창

훈 선생이며, 감사는 박수성 선생, 간사는 유

원준 선생이다. 

2012년 말에는 성인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기 환자들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학회명을 대한소아정형외과

학회에서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로 변

경하였다. 

학술 활동은 창립 이래 연 2회 이상 심포지

움과 증례 토의 및 논문 발표를 위한 학술 대

사진 11. 학회에서의 열띤 토론

사진 12. 제3차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집담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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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초기 학술대회 때부터 적극적이고 뜨거운 토론을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다 (사진 11). 학회장에서의 날카로운 질문과 논리적인 답변으로 이어지는 활발한 토론에 매

료되어 소아청소년정형외과 분야를 전공하기로 결정한 회원이 있을 정도로 우리 학회의 학문

적 토론은 긴장감이 있고 그 수준이 높다고 자부하고 있다. 1985년 학회 창립 기념 학술 대회 때

의 네 연제, 동년 12월 20일 제 2차 학술대회 때의 다섯 연제(이덕용, 박병문, 이창주, 이석현, 옥

인영 선생) 등 소규모 집담회 형식으로 시작된 학술 대회는(사진 12) 이후 발전에 발전을 거듭

하여 지금은 회원 일인당 발표 편수를 한 개로 제한하고 엄격한 초록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연제

만을 발표하는 성숙한 학술 대회로 운영되고 있다. 1994년도 춘계학술 대회 때부터 증례초록

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는 매년 가을에 연수강좌를 개최하여 개업 의사와 특히 고년

차 전공의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는 매 학회

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석학들을 초청하

여 학문 및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로 삼

고 있다. 방한하여 강연한 연자를 살펴보면, 

1985 년 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 Howard H. 

Steel 선생 (Temple University Medical Center, 

USA)이 초청되어 강연한 (사진 13) 것을 시작

으로 1986년 5월 21일에는 Takao Yamamuro 선

생 (Kyoto University, Japan)과 John C.Y. Leong 

선생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이 각각 Etiology and management of CDH

사진 14. 1985년 9월 2일. Richard Bowen 선생의 강연 사진 15. 1985년 10월 16일. G. Dean MacEwen 교수 의 강연

사진 13. 대한소아정형외과 창립에 맞추어 내한한 Howard 

H. Steel 교수가 이덕용 교수와 함께 대한정형외 과학회장에

서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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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Treatment of neglected CDHs in older children에 대해 강연하였다. 동년 9월 2일에는 Richard 

Bowen 선생 (Alfred I. DuPont Institute, USA)이Treatment of leg length discrepancy, Legg-Calvé-

Perthes disease를 강연하였다 (사진14). 동년 10월 16일에는 G. Dean MacEwen 선생이 Surgery 

in cerebral palsy를 (사진15), 그리고 Yoichi Sugioka 선생 (Kyushu University, Japan)이 Sugioka's 

osteotomy on child's hip을 강연하였다. 1987년 10월 22일에는 Henry J. Mankin 선생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oston, USA)이 Rickets, osteomalacia and renal osteodystrophy를 강연하였다. 

1988년에 개최된 Symposium on CDH에는 L. Hsu 선생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이 

Pavlik harness; Indication and method 를 강연하였다. 1989년 10월 19일에는 Eugene E. Bleck 선

생 (Stanford University Medical Center, USA)이 Management of cerebral palsy-neurobiology, physical 

therapy and surgery, Gait analysis in surgical planning, Cerebral palsy-flexion, adduction and internal 

rotation deformities of the hip에 대해 강연하였다 (사진16). 1991년 11월 1일에는 K. Iwasaki 선

생 (Nagasaki University, Japan)이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DH, Diagnosis and treatment of 

Perthes' disease에 대해 강연하였다. 1995년 10월 18일에는 Robert N. Hensinger 선생 (University 

of Michigan, USA)이 Cervical spine anomalies in children, Orthopaedic management of cerebral palsy

를 강연하였다. 1995년12월 1일에는 John Fisk 선생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USA)이 Spinal 

deformity and related problems in cerebral palsy를 강연하였다. 1996년 5월 8일에는 James R. Gage 

선생 (University of Minnesota, USA)이 Introduction to clinical gait analysis, normal gait vs. pathologic 

gait, A rational approach to gait problems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에 대해 강연하였다. 동년 

10월 16일에는 S. Jay Kumar 선생 (Alfred I. DuPont Institute, USA)이 Pelvic osteotomies in CDH, 

Arthrogryposis multiplex congenita; An overview에 대해 강연하였다. 1997년 4월 16일에는 Lynn T. 

Staheli 선생 (University of Washington, USA)이 Torsional and angular deformity in children에 대해 강

사진 16. 1989년 10월 20일 Eugene E. Bleck 선생 부부와의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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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였다. 1998년 10월 15일에는 Norris C. Carroll (Northwestern University, USA) 선생이 The use 

of ultrasound in the management of DDH를, 16일에는 Clubfoot-a historical overview를, 그리고 17일

에는 Slipped capital femoral epiphysis-current concepts를 강연하였다. 1999년 10월 14일에는 Henri 

Bensahel 선생 (Robert Debre Hospital, France)이 Vertical talus: Diagnosis and treatment와 Failures 

of surgery in developmental dislocation of the hip joint를, 그리고15일에는 Update in clubfoot을 강

연하였다. 2000년10월 27일에는 G. Dean MacEwen 선생의 인솔 하에 방한한 POSNA traveling 

fellow인 James Mooney 선생이 Kyphectomy and spinal stabilization in myelomeningocele utilizing 

the modified Dunn-McCarthy system, Management of complex soft tissue defects in pediatric patients 

using the VAC wound closure system을, Robert Bernstein 선생이 Upper extremity stump lengthening, 

Quengle hinges for knee flexion contractures을, 그리고William Hennrikus 선생이 Radiographic 

evaluation of femur fracture shortening in a spica cast, A registry of pediatric elbow fracture를 강연하

였다. 2001년 6월 1일에는 Toshio Fujii 선생 (Fukuoka Children's Hospital, Japan)이 Limb salvage 

treatment for tibial hemimelia를, 그리고 Shoichi Kokubun 선생 (Tohoku University, Japan)이 cervical 

spine in children에 대해 강연하였다. 동년 11월 10일에는Makoto Kamegaya 선생 (Chiba Children’s 

Hospital, Japan)이 Early recognition of Perthes disease: with good prognosis에 대해 강연하였다. 2002

년 6월 7일에는 Takashi Matsuo 선생 (Shinkoen Handicapped Children's Hospital, Japan)이 Cerebral 

palsy: Spasticity-control and orthopaedics. An introduction to orthopaedic selective spasticity control 

surgery에 대해 강연하였고, 동년 11월 9일에는 Chiaki Hamanishi 선생 (Kinki University, Japan)이 

Moulded baby syndrome에 대해 강연하였다. 2003년 10월 15일에는 John A. Herring 선생 (Texas 

Scottish Rite Hospital for Children, USA)이 Legg-Perthes disease에 대해 강연하였다(사진 17). 또한 

JPOA Travelling fellow로 Shinji Fukuoka 선생(Shinkoen Handicapped Children's Hospital, Japan)이 

사진 17. 2003년 10월 15일 John A. Herring 선생 부부와의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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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2004년 6월 4일. Jack C-Y Cheng 선생과 김세동 

회장, 정진엽 총무

사진 19. 2005년 6월 3일. Shigeo Suzuki 선생과 최인호 회장 

Orthopaedic Selective Spasticity-control Surgery for the shoulders in spastic palsy patient 를 강연하였

다. 2004년 6월 4일에는 Jack C-Y Cheng 선생(Prince of Wales Hospital, Hong Kong)이 Percutaneous 

pinning in the management of upper limb fractures in children와 Flexible flat foot in children-the myths! 

에 대해 강연하였다 (사진 18). 동년 11월 13일에는 Susumu Saito 선생 (Showa University, Japan)

이 Diagnosis and Pavlik harness treatment of DDH에 대해 강연하였다. 또한 JPOA travelling fellow

로서 Nobuhiko Haga 선생(Shizuoka Children's Hospital, Japan)이 Congenital anterolateral bowing 

and pseudarthrosis of the tibia: pathogenesis and treatment with Ilizarov apparatus를 강연하였다. 2005

년6월 3일에는 Shigeo Suzuki 선생 (Shiga Medical Center for Children, Japan)이 Closed gradual 

reduction of DDH after walking age에 대해 강연하였다 (사진 19). 

동년 10월 12일에는 James R. Kasser 선생(Children's Hospital, Boston, Harvard University, USA)

이 Epiphyseal fracture of the distal humerus

에 대해 강연하였다 (사진 20). 또한 JPOA에

서 travelling fellow 로 Hiroshi Kitoh (Nagoya 

University, Japan)선생이 Transplantation of 

marrow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and 

platelet rich plasma during distraction osteogenesis 

에 대해 강연하였다.

2006년 6월 2일에는 김옥화 선생(아주대)

이 Radiologic diagnosis of skeletal dysplasia에 

대해서 강연하고 유한옥 선생(서울아산병원)

이 Recent advance in diagnosis and treatment 

사진. 20. 2005년 10월 11일 최인호 회장과 James R. 

Kasser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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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enetic diseases에 대해 강연하였으며 JPOA travelling fellow Akifusa Wada 선생 (Fukuoka 

Children's Hospital, Japan)이 Persistent acetabular dysplasia in developmental dysplasia of the hip 

(DDH): factors causing pain and our treatment 를 강연하였다. 동년 10월17일에는 Benjamin Joseph 

선생 (Kasturba Medical College, Manipal University, India) 이Decision-making in the management of 

congenital pseudoarthrosis of the tibia(사진 21), Kit M Song 선생(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USA)이 Orthopedic management of bladder exstrophy in children(사진 22), Michael Millis 선생

(Harvard Medical School, Boston, USA)이 Treatment of slipped capital femoral epiphysis beyond in 

situ fixation (사진 23)를 강연하였다.

2007년 6월 1일에는 최제용 선생 (경북대 생화학교실 )이 Structure and Function Relationship 

of RUNX2 Transcription Factor를 강연하였으며 JPOA travelling fellow Hiroshi Kusakabe 선생 

(National Center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Tokyo, Japan)이 Treatment outcome of atlanto-

axial rotatory fixation treated with a Halter traction

을 강연하였다. 동년 10월 17일에는 Stuart L. 

Weinstein 선생(University of Iowa, Iowa City, 

USA)이 Developmental hip dislocation and 

dysplasia; What I have learned over the last 32 

years를 강연하였다(사진 24). 

2008년 4월 18일에는 Harry KW Kim 선생 

(Shriners Hospitals for Children, Tampa, USA)

이 Current management of Legg-Calvé-Perthes 

disease: Are we doing any good? 을 강연하였

으며 JPOA travelling fellow Makoto Ryu 선생
사진 21. 2006년10월 17일. Benjamin Joseph 선생 과 최인호 

회장

사진 22. 2006년10월 17일. Kit M Song 선생 과 최인호 회장 사진 23. 2006년10월 17일. Michael Millis 선생 과 최인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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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a Handicapped Children's Hospital, Saga, Japan)이 Botulinum toxin A treatment for opisthotonus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를 강연하였다(사진 25).

2009년 6월 5일에는 최 용 선생(서울대)이 Renal hypophosphatemic rickets를 강연하였으며 (사

진 26) TPOS travelling fellow Hsuan-Kai Kao 선생(Chang Gung Children Hospital, Taoyuan, Taiwan)

이 Physeal change after bone TB infection in children를 강연하였다.

2010년 10월 13일에는Perry Schoenecker 선생(Washington University, USA)이 Techniques in 

the surgical treatment of symptomatic flatfoot deformity, tarsal coalition and cavovarus foot deformity, 

James Hui 선생(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이 Pelvic osteotomies: dissecting the 

nomenclature 을 강연하였다. JPOA travelling fellow Mio Akiyama 선생(Kyushu University, Japan)이 

3D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Femoral and Acetabular morphology in developmental dysplasia 

of the hip 를 강연하였다.

2011년 6월10일에는 김옥화 선생(아주대)이

Multiple epiphyseal dysplasia: Past, present, and 

future에 대해 강연하였으며 TPOS travelling 

fellow Kuan-Wen Wu 선생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wan)이 Pelvic height increase 

following Salter osteotomy and Pemberton 

acetabuloplasty in developmental dysplasia of the 

hip을 강연하였다. 동년 10월 12일에는 옥인

영 선생(카톨릭대)이 Treatment of acetabular 사진 24. 2007년10월 17일 좌로부터 김현우회원, 최인호 전임

회장, Stuart L. Weinstein 선생, 송광순 회장, 조태준간사

사진 25. 2008년4월 18일 좌로부터 JPOA travelling fellow 

Makoto Ryu선생, 조태준 간사, Harry KW Kim 선생, 오창욱 

회원.

사진 26. 2009년6월 5일 최용 선생과 정진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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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plasia in DDH에 대해 강연하였으며 Jon R. 

Davids 선생(Shriners hospital for children, USA)이 

Diagnosis and treatment of crouch gait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Ankle dorsiflexor function after 

plantar flexor surgery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에 대해 강연하였다(사진 27). 

2012년 6월 1일에는 Chiang 선생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wan)이 Early recognition of 

MPS: from the perspective of orthopedic surgeons, 

이덕용 선생(서울대)이 Evolution of orthopedics: 

a personal perspective을 강연하였다. 또한 JPOA 

travelling fellow Yamaguchi 선생(Fukuoka Children's 

Hospital, Japan)이 Arthrogryposis multiplex 

congenita: A long-term follow-up study on ambulatory 

ability in patients after early surgical correction 를 

강연하였다. 동년 10월 17일에는 Chow 선생

(University of Hong Kong, China)이 Decision making 

in diplegic cerebral palsy을 강연하였다(사진 28).

2013년 5월 31일에는 박희완 선생(연세대)이 소아골절을 강의하셨으며 TPOS travelling fellow 

Wei-Chun Li 선생 (Chang Gung Memorial Hospital, Taiwan)이 Femoral non-elongating rodding in 

ostetogenesis imperfect – The importance of purchasing epiphyseal plate를 강연하였다(사진 29). 동

년 10월 16일에는 Thomas Dreher 선생(University of Heidelberg, Germany)이 Long-term effects of 

single-event multilevel surgery in cerebral palsy를 강연하였다(사진 30).

2014년 4월 18일에는 Scott J. Mubarak 선생(Rady Children's Hospital, USA)이 Management 

of ankle fractures in children을 강연하였다(사진 31). 동년5월30일에는 Wook-Cheol Kim선생

(Kyoto Prefectural University, Kyoto, Japan)이 The treatment of partial epiphyseal arrest after trauma 

or infection 을 강연하였으며 JPOA travelling fellow Yurika Ata 선생 (Yokohama University, 

Yokohama, Japan)이 Disease characteristics and diagnostic process of 17 cases with chronic non-

bacterial osteomyelitis 를 강연하였다. 동년 10월 15일에는 Bobby Ng 선생(Prince of Wales hospital,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China)이 Biomechanics, Pathoanatomy and treatment outcome in 

the management of Perthes disease, Sanjeev Sabharwal 선생(Rutgers-New Jersey medical school, NJ, 

USA)이 Blount disease: An Update를 강연하였다. 

사진 27. 2011년10월 12일 Jon R. Davids 선생과 이순

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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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이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추이를 살펴보면, 창립 년도인 1985년에는 SCI 논문

이 한 편이었고, 대한정형외과학회지를 포함한 국내 비SCI 학술지에 실린 회원들의 논문은15

편에 불과하였다. 국내 비SCI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경우, 1998년까지 점차 증가하여 1998년도

에 49편에 이르렀으나, 이후 2008년까지 10년 동안은 그 수가 20편에서 43편까지 증감을 반복

하다가 2009년 이후는 점차 게재 건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2014년도의 경우 13편까지 줄어

들었다. 반면에 외국 SCI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숫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85

년부터1990년까지는 3 편이 게재되어 일년에 평균 0.6편에 그쳤으나,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는 매년 평균 4.3편으로 증가되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평균 11.2편,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평균 24.2편,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평균 41.4편이 게재되었고, 2011

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평균 68.3편이 게재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증가세는 가히 폭발적이

사진 28. 2012년10월 17일 Chow 선생과 송해룡 회장 사진 29. 2013년5월 31일 TPOS travelling fellow Wei-

Chun Li 선생과 윤여헌 회장

사진 31. 2014년 4월18일 좌로부터 김정렬회원, 심종섭 평

위원, Scott J. Mubarak 선생, 김성수 회장, 김휘택 평위원

사진 30. 2013년10월 16일 Thomas Dreher 선생과 윤여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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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 2001 POSNA. Cancun, Mexico

라고 할만하며 지난 30년 동안 우리 학회의 회원들이 얼마나 정열적으로 진료와 연구에 임하

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IV. 국제 교류의 증진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는 선진 외국 학회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위상

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회원들의 활동 중 괄목할 만한 내용을 열거하여 보면, 1987년Toronto 

SICOT meeting을 시작으로 국제 학회에 활발하게 참여하기 시작하였는데, 1991년5월 18일에

서 20일 까지 서태평양정형외과학회 척추 및 소아 분과학회 (The Combined Meeting of Spine and 

Pediatric Sections of WPOA)를 서울 힐튼 호텔에서 개최하여 이덕용 선생이 소아분과회장, 그

리고 옥인영 선생이 사무총장으로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진행하여 국위를 선양하였다. 1992 년 

서태평양정형외과학회 자카르타 총회에서는 옥인영 선생이 서태평양 소아정형외과 분과학회 

회장으로 선임되어 3년간 그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1993년 8월 SICOT 모임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좋은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1994년 5월 북미주소아정형

외과학회 (The Pediatric Orthopaedic Society of North America; POSNA)와 alliance를 맺은 바, 이는 

Argentina, Austria, Australia, Italy, Mexico, New Zealand에 뒤이어 일곱번째이고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서, 우리 학회의 수준이 구미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졌음을 뜻하는 이벤트라고 

하겠다. 2002년 7월 8일에는 일본정형외과학회 (The Japanese Pediatric Orthopaedic Association; 

JPOA)와 exchange fellowship 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도부터 각 학회에서 한 명씩 상대 학회에 

보내어 논문을 발표하게 하고 있으며, 학회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상호 조율하고 있다. 또한 대

만소아정형외과학회 (The Taiwan Pediatric Orthopedic Society; TPOS)와도 exchange fellowship 계

약을 체결하였는 바, 2008년도부터는 JPOA와의 exchange fellowship 프로그램과 조율하여 한 해

에는 JPOA fellow가 내한하고 TPOS에는 fellow를 파견보내며, 다음 해에는 TPOS fellow가 내한

사진 32. 2000 POSNA. Banf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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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7. 2010 POSNA/APOA Paediatric Section에서 Chairman으로 참여한 최인호 회원

사진 35. 2006 POSNA, San Diego, CA 사진 36. 2007 POSNA, Hollywood, Florida

사진 34. 2005 POSNA, Ottawa, Ontario,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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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8. 2010 POSNA/APOA, Waikoloa, HI

사진 39. 2001 2nd. IFPOS. Sendai, Japan 사진 40. 2004 3rd. IFPOS. Salvador, Brazil (이과수폭포

에서)

사진 41. 이석현 교수의 IFPOS 회장 취임. 2004 3rd.

IFPOS. Salvador,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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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2. 2008 7th APOA, Jeju, Korea

하고 JPOA에는 fellow를 파견보내는 방식으로 상호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점점 많은 회원들이 매년 북미주소아정형외과학회(POSNA) (사진 32-38) 에 참가하였으며 특

히 2010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combined POSNA and APOA Paediatric section meeting에

서 최인호 회원이 Paediatric section chairman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사진 37). 3년에 한번씩 개최

되는 세계소아정형외과학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ies; IFPOS) 

(사진 39, 40), 유럽소아정형외과학회 (Europ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EPOS) 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여 우리 학회의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특히 자랑스러운 경사는 2004년 5

월 3일 미국 플로리다 아멜리아 아일랜드에서 열린 IFPOS 집행이사회가 이석현 회원을 차기 

회장으로 지명한 일이다. 이에 따라 이석현 회원은 2004년 9월 3~6일 브라질 바히아주 살바도

레의 Bahia Othon 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IFPOS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인준 과정을 거쳐 2007

년까지 3년 임기의 회장으로 정식 취임하였다 (사진 41). 또한 2010년 제 5차 IFPOS 학술대회 및 

총회 (the 5th Triennial Congress of IFPOS 2010, Seoul)를 한국으로 유치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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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3. 7th APOA에 참석한 회원 및 초청 연자 들과 함께 

사진 44. Dr. Morcuende in APOA

리 학회의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하게 되었다. 

2007-2010 APOA Pediatric section에서 chairman을 맡은 최인호 회원은 2008년 6월 4일-7일 제

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정형외과 학회(Asia Pacific Orthopaedic 

Association; APOA)의 제 7회 척추 및 소아 분과 학회(the 7th Combined Congress of the Spine and 

Pediatric Sections of APOA)에서 소아분과학회장을 맡았으며, 소아분과 부회장을 맡은 송광순

선생, 평의원으로 참여한 정진엽 선생과 함께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사진 42-44). 

2010년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 5차 IFPOS 학술대회 및 총회 (the 5th Triennial Congress of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ies 2010, Seoul)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

였다. President 이석현 회원, vice president 박희완 회원을 필두로 최인호 회원이 chairman을 맡

아 모든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며 38명의 해외 석학들을 초청하여 성공적인 

학회를 치름으로써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학회의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하게 되었다. 특히 5th 

IFPOS학회의 pre-meeting course에서 열린 Centennial of Legg-Calve-Perthes Disease, 1910-20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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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5. 2010 5th IFPOS,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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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6. 2010 5th IFPOS Pre Meeting Course

사진 47. 이석현 학회장의 opening ceremony in 5th IFPOS 사진 48. Dr. Kuo의 clubfoot correction in 5th IFPOS 

사진 50. Welcome reception 사진 49. Dr. Miller의 presentation in 5th IF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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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2. 이석현 회원과 역대 회장들 사진 53. Chairman 최인호 회원의 closing ceremony in 5th 

IFPOS

사진 51. Gala night

사진 54. JPO, 31(2), 2011 September issue에 실린 Centennial of LCPD, 19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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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6. 2009 28th EPOS in Lisboa, Portugal

사진 57. 김정렬 회원의 2009 and 2010 Best Science Paper Award in EPOS 수상

사진 55. 2007 IFPOS-EPOS in Sorrento,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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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Journal of  Pediatric Orthopaedics supplement로 발간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사진 45-54) 

유럽 소아정형외과 학회 (Europ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EPOS)에는 매년 10여편

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를 통한 꾸준한 회원들의 참여가 있었으며(사진 55-60) 특히 2009년 및 

2010년 김정렬 회원이 Best basic science paper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사진 57)

사진 58. 2011 30th EPOS in Basel, Switzerland

사진 60. 2014 33rd EPOS in Bruges, Belgium사진 59. 2012 31st EPOS in Helsinki,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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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사진

1990년 12월 7일. 추계학술대회. 리비에라 호텔 양식당 

몽마르뜨르 홀

1996년 10월 16일. 추계학술대회. 서울힐튼호텔

1996년 10월 16일. 추계학술대회. 서울힐튼호텔1995년 12월 1일. 추계학술대회. 서울힐튼호텔 (이덕용 교수 

정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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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 27일. 추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2001년 6월 1일. 춘계학술대회. 한양대학교병원

1997년 12월 5일. 추계학술대회. 충남대학교병원 1999년 12월 3일. 추계학술대회. 힐튼호텔(박병문 교수 정년 

기념)

2004년 6월 4일. 춘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

구소 강당

2002년 6월 7일. 춘계학술대회. 연세대학교영동세브란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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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일. 춘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

구소  강당

2006년 10월 17일 증례토론회 그랜드힐튼호텔

2005년 6월 3일. 춘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

구소 강당

2005년 10월 12일 추계학술대회 그랜트힐튼호텔(창립 20주

년 기념)

2007년 10월 17일 증례토론회 그랜드힐튼호텔2007년 6월 1일 학술대회 대구동산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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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6일 증례토론회 그랜드힐튼호텔

2011년 6월 10일 춘계학술대회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하나

스퀘어

2012년 10월 17일 증례토론회 연세대학교

2013년 5월 31일 춘계학술대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층 

강당

2009년 6월 5일 춘계학술대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2년 6월 1일 춘계학술대회 고대구로병원 연구동 1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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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30일 춘계학술대회 동아대학교병원 센터동 지하 

1층 세미나실

2013년 4월 18일 증례토론회 제주컨벤션헨터 303호

2014년 10월 15일 증례토론회 그랜드힐튼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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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2. 정   관

 제 1 장         명칭, 소재지 및 목적

제 1 조  본 회의 명칭은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라 칭한다.

제 2 조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본 회의 목적은 소아정형외과학 분야의 연구와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교육과 수련

의 전문화를 기하는 데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본 회의 회원은 대한정형외과 학회 정회원으로써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정하며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된다. 정회원은 소아정형외과학을 일년이상 연수하고 업무의 60%이상을 소아정형외과 분야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일반회원은 소아정형외과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제 5 조  입회신청은 소정의 서류를 접수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회원 승인은 평의원회의 심사 결정에 의한다.

제 6 조  정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고, 본 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7 조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계속 참여하여야 하며 본 회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회비납부를 포함한 소정의 재정적 의

무를 진다.

제 8 조  명예회원은 본 회의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제적으로 의학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서 평의원회의 추천에 의하

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 9 조  명예회장은 본 회의 역대회장 중에서 평의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추대한다.

제 10 조  자문위원은 평의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자문위원의 자격은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평의원과 회장을 역임하고 정년퇴임한자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평의원 수 인, 간사 1인, 감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 12 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다음 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의원을 위촉하고 간사를 임명한다.

 2. 총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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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평의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실행한다.

 4. 총회, 학술회, 강연회, 교류회를 개최한다.

 5. 예산안을 작성하고 일반 업무를 집행한다.

 6. 기타 총회 또는 평의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제 13 조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며 회무 전반을 의결 한다.

제 14 조 간사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수행한다.

제 15 조 감사는 회무에 재정을 감사한다.

제 16 조  회장과 부회장은 평의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회장은 다음 임기의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 17 조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감사, 평의원 및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은 해당 임기의 잔여기간으 로 한다.

제 4 장          사    업

제 18 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아정형외과 분야의 학술회, 강연회, 교류회 개최

 2. 소아정형외과 분야의 홍보 및 국제교류

 3. 제반 간행물 발간

 4.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제 5 장           운    영

제 19 조  본회는 의결기구로써 총회와 평의원회를 둔다.

제 20 조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

쳐 회장이 소집한다.

제 21 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

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22 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승인

 2. 예산 및 결산승인

 3. 임원의 선출

 4. 기타 필요사항

제 23 조  평의원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평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4 조 평의원 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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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의 자격심사와 입회 및 퇴회

 3. 총회, 학술회 및 교류회 개최

 4. 예산 및 결산심의

 5.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평의원회는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위원회를 산하에 둘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 26 조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금으로 충당한다.

제 27 조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8 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일 익일로부터 차기 년도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기    타

제 29 조  본 회는 회무 집행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둘 수 있으며 소요 경비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

된다.

제 30 조  본 회칙 개정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31 조  본 회로 부터의 퇴회를 원하는 자는 그 뜻을 평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하였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회비

를 2년 이상 계속 체납하였을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 32 조  본 회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자는 평의원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8 장           부    칙

제 33 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34 조 본 회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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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LAWS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Declared on October 16, 1985

1st Amendment on October 27, 2000

2nd Amendment on November 11, 2005

3rd Amendment on November 14, 2009

4th Amendment on November 8, 2014

BYLAWS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ARTICLE I: NAME, OFFICE, OBJECTIVES

ARTICLE II: MEMBERSHIP

ARTICLE III: OFFICERS

ARTICLE IV: BUSINESS AFFAIRS

ARTICLE V: ADMINISTRATION

ARTICLE VI: FEES AND DUES

ARTICLE VII: ETHICS AND DISCIPLINE

ARTICLE I           NAME, OFFICE, OBJECTIVES

Section 1 The name of this corporation shall be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Section 2  The office of the Society shall be located in Seoul. It may open branch offices in the provinces.

Section 3  The purposes of this society are to promote, support, develop and encourage investigative knowledge of pediatric 
orthopaedic surgery;  to promote communications of knowledge;  to develop and encourage by teaching and education 
of said medical specialty by developing education materials;  to promote specialized training for medical personnel in 
pediatric orthopaedic surgery.

ARTICLE II           MEMBERSHIP

Section 1  Members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is classified into two groups;  namely fellow and member, both 
given to those who have been admitted by application. A fellow is limited to an orthopaedic surgeon who is certified by 
the Korean Board of Orthopaedic Surgery, and who has been trained in pediatric orthopaedics for more than one year or 
practiced pediatric orthopaedics in a training hospital for more than five years, and devotes at least sixty percent of one’s 
professional time  to pediatric orthopaedic surgery. A member is a medical doctor who has interest in pediatric orthopaed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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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Each eligible candidate must complete an application form, and the completed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Society shall vote to accept or reject the application. 

Section 3  The fellow has the privilege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y of the society, and also has a franchise, electoral eligibility, and a 
right to vote. The member also has the privilege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y of the society, but does not have a franchise, 
electoral eligibility nor a right to vote.

Section 4  Active membership will be maintained by attendance of annual meetings and by paying the annual dues and registration 
fees. The Committee of the Board of Directors can change the status of membership of a Active Fellow to a Member by 
resolution or vice versa.

Section 5  Honorary membership shall be conferr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o honor an individual who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pediatric orthopaedics.

Section 6  The Honorary President shall be nominated at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ll be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The Honorary President is elected from those who served as President and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Section 7  The Advisory Members shall be nominated at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ll be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The Advisory Members shall be the one who served as President and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retired for age.

ARTICLE III             OFFICERS

Section 1  The officers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shall be as follows: one President, one Vice-President, several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ne Secretary/Treasurer, and one Auditor.

Section 2  The President shall be the principal executive officer of the Society and shall, in general, supervise and control all the 
business affairs of the Society. The President shall execute the following affairs: 1. Nominating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ecretary /Treasurer;  2. Calling and presiding at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committee of the Board 
of Directors;  3. Planning and execution of principal business affairs with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General Assembly;  4. Holding the General Assembly, meetings, lectures, and exchange meetings;  5. Planning the 
budget and execution of general business;  and 6. Such affairs as commissioned by the General Assembly or the Board of 
Directors.

Section 3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responsible for their own committee in discussing and passing a vote for 
general business affairs.

Section 4  Secretary/Treasurer shall conduct all general business affairs under the supervision of President.

Section 5 Auditor shall inspect all business and financial affairs.

Section 6  The President and Vice-President shall be nominated at the meeting and shall be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The 
Vice-President automatically becomes President at the end of the term. Auditor shall be el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secretary/treasurer shall be appointed among the Active Fellows by the 
President.

Section 7  The President and Vice-President shall serve for one year term of office and shall be eligible to succeed himself/herself 
for an additional year’s term upon reelection to said office at the succeeding annual meeting. Each of Auditor,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Secretary/Treasurer shall serve for one year term of office and may be reelected. The 
officer who might be supplemented shall serve the remaining unfulfilled term of the officer he/she is replacing.



I-2. 정관

  30th Annlversary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_49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30년사

  ARTICLE IV           BUSINESS AFFAIRS

Section 1  The Society shall execute the following businesses: 1. Regular meetings, lectures, and exchange meetings in the 
field of pediatric orthopaedics;  2. Public and international exchange of information about pediatric orthopaedics;  3. 
Publications;  and 4. Such affairs resolved by the General Assembly or the Board of Directors.

ARTICLE V           ADMINISTRATION

Section 1  The Society shall keep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committee of the Board of Directors as a legislative organ.

Section 2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maintained by the Fellows and Members of the Society, and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and be held annually or on special occasions upon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Section 3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authorized by the presence of the Fellows. Proposed affairs shall be approved by 
affirmative votes from more than one half of Fellows present. If the votes were split, the President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cision.

Section 4  The General Assembly shall vote for followings: 1. Approval of the planning of principal business affairs. 2. Approval of 
the budget and settlement of accounts. 3. Election of the officers. 4. Other necessary affairs.

Section 5  The committee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called either by the President or upon request by more than one half of 
the members of the Board.

Section 6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execute the following affairs: 1. Deliberation on principal business affairs;  2. Inspection on 
qualification, acceptance and termination of membership;  3.Deliberation on the budget and settlement of accounts;  and 4. 
Such affairs as commissioned by the General Assembly.

Section 7  Standing Committees shall be Academic and Insurance. The Committee of the Board of Directors may create Ad-hoc 
Committees when it is deemed necessary to attend to the affairs of the Society.

 1. Academic Committee

 -  The academic committee shall consist of a Chairman and three other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among 
the fellows. The President and executive secretary are expected to attend its meeting. The Chairman and committee 
members shall serve for a one year term.

 - The committee shall execute the following affairs:

  1) Program organizing and selective acceptance of abstracts for academic meetings

  2) Program organizing for instructional course lecture

  3) Other academic-related affairs upon the President°Øs request

 2. Insurance Committee

 -  The insurance committee shall consist of a Chairman and three other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among the 
fellows. The Chairman and committee members shall serve for a one year term.

 - The committee shall execute the following affairs:

  1) Collect and present the consensus of the Society on insurance-related matters

  2) Attend insurance-related meetings on behalf of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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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VI        FEES AND DUES

Section 1  The expenses of the Society shall be provided by the admission membership fee, annual dues, patronized donation and 
funds.

Section 2  Budgets and settlement of accounts shall be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after inspection by the committe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by the Auditor.

Section 3  The fiscal year of the Society begins from the next date of the General Assembly to the date of next year General 
Assembly.

ARTICLE VII          ETHICS AND DISCIPLINE

Section 1  In order to ensure efficiency of its activities, the Society shall maintain an office.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determine 
the expenses for the office.

Section 2  Proposed amendment of this Bylaws must be submit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After it is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 amendment to these Bylaws must be approved by the affirmative votes of more than two-thirds of those 
members present and voting at the General Assembly.

Section 3  When one wishes to secede from the Society, he must give notice beforehand to the Board of Directors. The Board 
of Directors may forfeit membership by resolution when one is dead or does not pay the dues for more that five years 
without any special reason.

Section 4  Those who disturbed the administration of the Society intentionally or those who defamed the honor of the Society can 
be dismissed by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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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3. 역대 임원 명단

1985.10.16 ~ 1989.12

제 1, 2 대   이 덕 용

평의원:	 	이덕용,	박병문,	이수영,	이창주,	이석현,	

옥인영

감		사:	옥인영	

간		사:	이석현

1989.12 ~ 1991.11

제 3 대  	박 병 문

평의원:	 	박병문,	이덕용,	노성만,	류총일,	이석현,	

이광진,	옥인영

감		사:	이광진	

간		사:	이석현

1991.12 ~ 1992.11

제 4 대  	노 성 만

평의원:	 	노성만,	이덕용,	박병문,	류총일,	이석현,	

이광진,	옥인영

감		사:	안재인	

간		사:	이석현

1992.12 ~ 1993.11

제 5 대  	류 총 일

평의원:	 	류총일,	이덕용,	박병문,	노성만,	이석현,	

이광진,	옥인영

감		사:	안재인	

간		사:	이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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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 ~ 1995.11

제 6, 7 대  	이 석 현

평의원:	 	이석현,	이덕용,	박병문,	노성만,	류총일,	

이광진,	안재인,	옥인영

감		사:	황건성	

간		사:	최인호

1995.12 ~ 1996.11

제 8 대  	이 광 진

평의원:	 	이광진,	이덕용,	박병문,	노성만,	류총일,	

이석현,	안재인,	옥인영

감		사:	황건성	

간		사:	최인호

1996.12 ~ 1997.11

제 9 대  	이 광 진

평의원:	 	이광진,	이덕용,	박병문,	노성만,	류총일,	

이석현,	안재인,	옥인영,	황건성

감		사:	박희완	

간		사:	최인호

1997.12 ~ 1998.10

제 10 대  	안 재 인

평의원:	 	이광진,	이덕용,	박병문,	노성만,	류총일,	

이석현,	안재인,	옥인영,	황건성

감		사:	박희완	

간		사:	최인호



I-3. 역대 임원 명단

  30th Annlversary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_53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30년사

1998.11 ~ 1999.11

제 11 대  	옥 인 영

평의원:	 	옥인영,	이덕용,	박병문,	노성만,	류총일,	

이광진,	이석현,	안재인,	황건성,	박희완

감		사:	김세동	

간		사:	최인호

1999.12 ~ 2000.10

제 12 대  	황 건 성

평의원:	 	황건성,	이덕용,	박병문,	노성만,	류총일,	

이광진,	이석현,	안재인,	옥인영,	박희완

감		사:	김세동	

간		사:	최인호

2000.11 ~ 2001.11

제 13 대  	황 건 성

평의원:	 	황건성,	노성만,	류총일,	이석현,	이광진,	

안재인,	옥인영,	박희완,	김세동

감		사:	송광순	 간		사:	최인호	

명예회장:	이덕용	 고		문:	박병문

2001.12 ~ 2002.11

제 14 대			박 희 완

평의원:	 	노성만,	류총일,	이석현,	이광진,	안재인,	

옥인영,	황건성,	박희완,	김세동,최인호

감		사:	송광순	 간		사:	정진엽	

명예회장:	이덕용	 고		문:	박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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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 ~ 2003.11

제 15 대   박 희 완

평의원:	 	노성만,	류총일,	이석현,	이광진,	옥인영,	

황건성,	박희완,	김세동,	최인호,	송광순

감		사:	윤여헌	 간		사:	정진엽	

명예회장:	이덕용	 고		문:	박병문

2003.12 ~ 2004.11

제 16 대  	김 세 동

평의원:	 	노성만,	류총일,	이광진,	이석현,	옥인영,	

황건성,	박희완,	김세동,	최인호,	송광순

감		사:	윤여헌	 간		사:	정진엽	

명예회장:	이덕용	 고		문:	박병문

2004.12 ~ 2006.11

제 17,18 대  	최 인 호

평의원:	 	류총일,	이광진,	이석현,	옥인영,	황건성,	

박희완,	김세동,	최인호,	송광순,	정진엽,	

윤여헌

감		사:	정성택	 간		사:	조태준	

명예회장:	이덕용	 고		문:	박병문,	노성만

2006.11 ~ 2008.11

제 19, 20대  	송 광 순

평의원:	 	류총일,	이광진,	이석현,	옥인영,	황건성,	

박희완,	김세동,	최인호,	송광순,	정진엽,	

윤여헌,	김휘택,	정성택

감		사:	이순혁	 간		사:	조태준

명예회장:	이덕용	

고		문:	박병문,	노성만	(류총일:	2007.1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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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 2010.11

제 21, 22대   정 진 엽

평의원:	 	이석현,	옥인영,	황건성,	박희완,	김세동,	

최인호,	송광순,	정진엽,	윤여헌,	김휘택,	

신현대,	정성택

감		사:	심종섭	 간		사:	조태준

명예회장:	이덕용

고		문:	박병문,	노성만,	류총일,	이광진

2010.11 ~ 2011. 11

제 23 대  	이 순 혁

평의원:	 	옥인영,	박희완,	김세동,	최인호,	송광순,	

정진엽,	이순혁,	송해룡,	윤여헌,	김성수,	

심종섭,	김휘택,	신현대,	이한용,	정성택	

감		사:	조태준	 간		사:	김현우	

명예회장:	이덕용

고		문:	박병문,	노성만,	류총일,	이광진,	이석현

2011.12 ~ 2012.11

제 24대  	송 해 룡

평의원:	 	박희완,	김세동,	최인호,	송광순,	정진엽,	

이순혁,	송해룡,	윤여헌,	김성수,	심종섭,	

김휘택,	신현대,	이한용,	정성택,	조태준	

감		사:	오창욱	 간		사:	김현우	

명예회장:	이덕용

고		문:	 	박병문,	노성만,	류총일,	이광진,	이석현,	

옥인영

2012.11 ~ 2013.11

제 25대  	윤 여 헌

평의원:	 	박희완,	김세동,	최인호,	송광순,	정진엽,	

이순혁,	송해룡,	윤여헌,	김성수,	심종섭,	

김휘택,	신현대,	이한용,	정성택,	조태준,	

오창욱	

감		사:	박수성	 간		사:	김현우	

명예회장:	이덕용

고		문:	 	박병문,	노성만,	류총일,	이광진,	이석현,	

옥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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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 2014.11

제 26대  	김 성 수

평의원:	 	김세동,	최인호,	송광순,	정진엽,	이순혁,	

송해룡,	윤여헌,	김성수,	심종섭,	김휘택,	

신현대,	이한용,	정성택,	조태준,	오창욱,	

김현우,	정창훈	

감			사:	박수성	 간		사:	유원준	

명예회장:	이덕용

고		문:	 	박병문,	노성만,	류총일,	이광진,	이석현,	

옥인영,	박희완

2014.11 ~ 2015.6 현재

제 27대   김 휘 택

평의원:	 	김세동,	최인호,	송광순,	정진엽,	이순혁,	

송해룡,	윤여헌,	김성수,	심종섭,	김휘택,	

신현대,	이한용,	정성택,	조태준,	오창욱,	

김현우,	정창훈	

감		사:	박수성	 간		사:	유원준	

명예회장:	이덕용

고		문:	 	박병문,	노성만,	류총일,	이광진,	이석현,	

옥인영,	박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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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4. 회원 통계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회원수 동향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회원의 근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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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인구대비 회원수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회원의 지역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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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2015

II. 학술 활동

1. 학술대회

2. 저술 활동 

3. 국제 교류

    1) 초청 연자 

    2) Travelling Fellow 

    3) 해외 학회 학술대회 참가 자료

4. 연수교육 



II-1.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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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차 창립학술대회   1985. 10. 16. (수) 17:00~18:00 서울대 소아병원 임상 제 2 강의실

1. Surgical treatment of a neglected CDH in the older children  이석현

2. Effect of femoral osteotomy for residual subluxation of hip after reduction of congenital dislocation 옥인영

3. Rib resection in scoliosis  H.H. Steel

4. Polio revisited: review of poliomyelitis patients admitte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uring the Last 23 Years.  이덕용

 제 1 차 추계학술대회    1985. 10. 19. (토) 10:40~11:45 신라호텔 다이나스티홀 I

                                                      (제 29차 추계학술대회 10. 17~19의 관련학회의 일환)

1. 소아마비 환자에 있어서 골단융합술의 최종 추시  정필현

2. Legg-Calve-Pethes병의 수술적 치료  윤여헌

3. 양측성 선천성 고관절 탈구증의 분석적연구  김찬우

4. 선천성 고관절 탈구 치료에서의 고관절 조영술의 의의  정대은

5. 선천성 고관절 탈구 치료에 있어서 대퇴골 단축을 겸한 관혈적 정복술의 치험  양   헌

 제 2 차 춘계집담회   1986. 4. 11. (금) 오후 4:30 고대부속 구로병원 회의실 (9층)

1. 정형외과적 선천성 이상증에 대한 역학조사 발의  이덕용

2. 해외 연수 보고  황건성

3. Current case review

 제 2 차 춘계학술대회   1986. 5. 21. (수) 오후 4:30 서울대병원 소아병원 제 2 강의실

1. Lecture

Etiology and mangement of CDH  Kyoto	Univ	Takao Yamamuro

Treatment of neglected CDHs in older children Univ	of	Hong	Kong	John C.Y. Leong

2. Case review / Discussion: Complications of treatment of CDHs in older children

 제 2 차 추계집담회   1986. 9. 2. (화) 오후 4:30 서울대병원 소아병원 제 2 강의실

1. Treatment of Leg length discrepancy  J. Richard Bowen

2. Legg-Calve-Perthes’disease  Alfred	I.	duPo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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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차 추계학술대회   1986. 10. 16. (목) 오후 1:20 Hilton Hotel Convention Center “C”Hall

1. Surgery in cerebral palsy  Alfred	I.	duPont	Institute	G. Dean MacEwen

2. Sugioka’s osteotomy on child’s hip  Kyushu	univ	Yoichi Sugioka

 제 3 차 춘계학술대회   1987. 6. 26. (금) 오후 4:30 충남대병원 (대전)

1. ‘87 Canadi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Meeting, Toronto, Canada 참관기  이덕용

2. Symposium on femoral lengthening

 Introductory lecture  이광진

 Case review and discussion  참석회원

 제 3 차 증례토론회   1987.10. 22. (목) 오후 2:00 Hilton Hotel Convention Center “B”Hall

1. Current case discussion on rickets and rickets related diseases  Fellows & Members

2. Rickets, osteomalacia and renal osteodystrophy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H.J. Mankin

 제 3 차 추계학술대회   1987. 12. 4. (금) 오후 4:30 가톨릭의대 부속 강남성모병원 임상강의실 2층

1. WPOA소아정형외과 분과 제 1차 회의 참석보고(태국 창마이)  이덕용

2. 구라파 소아정형외과 학계의 최근 동향  옥인영

3. 소아 대퇴경부 골절  이광진

 제 4 차 춘계학술대회    1988. 6. 17. (금) 오후 4:30 영동 세브란스병원 Conference room (2층)

제 1 부  좌장 : 이덕용

 1. 고 이수영 회원(평의원, 경북대) 추념사  이석현

 2. 해외 연수보고: Current methods of leg lengthening  박희완

 3. “ 88 POSNA meeting, Colorado Springs 참관기  안재인

제 2 부 - Controversies on Legg-Perthes’Disease (symposium)  좌장 : 박병문

 1. Prognostication  류총일

 2. Evolution of conservative Tx  이창주

 3. Evolution of operative Tx  노성만

 4. Personal experience (conservative Tx)  황건성

 5. Personal experience (operative Tx)  옥인영

 6. Open discussion

 제 4 차 추계학술대회   1988. 12. 9. (금) 오후 4:30 연세의대 강의실 (신촌)

제 1 부  좌장 : 이덕용

 1. Combined procedure of open reduction and shortening of femur in Tx

of CDHs in older children  김인권, 유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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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ngenital tibio-fibula diastasis 치험 2 예  이석현

제 2 부 - Symposium  좌장 : 박병문

 Management of pathologic dislocation secondary to septic hip in

 infancy and childhood Introduction  강군순

 Open presentation and discussion

 제 5 차 춘계학술대회   1989. 7. 7. (금) 오후 4:30 한양대병원 강당

제 1 부  좌장 : 이덕용

 1. 해외학회 참관보고

북미 소아정형외과학회 1989 년례회의  안재인

 2. Treatment options for congenital short limbs  최인호

제 2 부 - Symposium on Epiphyseal Injuries  좌장 : 박병문

 1. Growth arrests after physeal injuries  황건성

 2. Experimental study of physeal injury  옥인영

 3. 골단판 손상후 골성장 수복을 위한 시도에 관한 실험적연구  박병문, 안재인

 4. 골단판 조기 폐쇄에 대한 외과적 치료 경험  류총일, 이덕용, 박희완, 이석현

 5. Current case review open to floor

 제 5 차 추계학술대회   1989. 10. 19. (목) 1:00~3:00 PM, Hilton Hotel Convention Center

  좌장 : 이덕용

Invited Guest Lecture by Stanford	Univ.	Medical	Center,	Second	President-elect	of

	 	 American	Orthopaedic	Association

  Eugene E. Bleck, M.D.

1. Management of cerebral palsy Neurobiology, physical therapy and surgery

2. Gait analysis in surgical planning

3. Cerebral palsy flexion, adduction, and internal rotation deformities of the hip

 제 6 차 춘계학술대회  1990. 6. 15. (금) 오후 4:30 연세의대 2 층 (신촌)

제 1 부 - 자유연제

 1. Coxa magna following Perthes’disease  노성만

 2. A clinical study of the fractures of the femoral neck in children  박명식

제 2 부 - Symposium: Children’s Fractures

 1. General consideration  안재인

 2. Supracondylar fractures of the humerus

  Tx and pitfalls therein  최인호

  Tx of complications  옥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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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ip fractures

  Epidemiology and treatment  이석현

  Complications and their treatment  이광진

제 3 부 - Current case revie  open	to	floor

 제 6 차 추계학술대회   1990. 12. 7. (금) 오후 4:30 리비에라 호텔 양식당 (1층, 몽마르뜨르 홀)

1. 해외학회 참관보고

 제 1 회 일본 소아정형외과학회 (1990. 11. 16,17 동경)  이석현

 Kurgan, USSR (ILizarov)  이덕용

2. 연수보고

 New Orleans Children’s Hospital, USA  김세동

3. Current case review open to floor

 제 7 차 춘계학술대회   1991. 5. 18~20. (토, 일) Hilton Hotel, Seoul, Korea

The Combined Meeting of Spinal & Paediatric Sections of WPOA로 대체

 제 7 차 추계학술대회   1991. 11. 1. (금) 오후 4:00 연세의대 강의실

제 1 부 - CDH Session  좌장 : 박병문

 1. Three dimension computer graphy of CDH and TEV  J.Y. Roh

 2.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DH  K.Iwasaki

 3. Current case review  fellow

제 2 부 - LCPD Session  좌장 : 이덕용

 1. Diagnosis and Treatment of Perthes’Disease 	Nagasaki	Univ.,	Japan	K. Iwasaki

 2. Treatment and Prognosis of LCPD  Chonnam	Univ.	S.M.Rowe

 3. Current Case Review  Fellows

 제 8 차 춘계학술대회   1992. 6. 17~20. Shin Yang Park Hotel, Kwangju, Korea

Symposium on current topics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6.18. - 10:00~12:00 Symposium I 좌장 : 이덕용

 Elbow Fracture  류총일

 Epiphyseal Injury  안재인

 Epiphyseodesis  황건성

 Clubfoot  이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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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6:00 Symposium II  좌장 : 박병문

 Septic hip reconstruction  최인호, 정진엽

 Congenital dislocation of hip  옥인영

 Leg lengthening  이광진

 Legg-Calve-Perthes Disease  노성만

 제 8 차 추계학술대회   1992. 12. 4. (금) 오후 2:00 한국 종합전시장 (KOEX) 3층

제 1 부  좌장 : 노성만

 Case review:  이덕용, 옥인영, 류총일

제 2 부  좌장 : 이덕용

 Case review:  박희완, 최인호

제 3 부  좌장 : 박병문

 Case review:  정진엽, 김용욱, 윤성일, 송해룡, 이춘기, 이석현

 제 9 차 춘계학술대회   1993. 6. 18. (금) Hyatt Hotel (부산 해운대)

제 1 부 - Hip Problem (Case review)  좌장 : 이덕용

  이춘성, 이석현, 류총일, 옥인영, 김세동, 이덕용, 최인호, 박희완

제 2 부 - Deformities / Infection / Tumor (Case review)  좌장 : 류총일

  최인호, 송해룡, 김용욱, 이춘기, 옥인영, 이석현, 이덕용

제 3 부 - Injury / Ilizarov (Case review)  좌장 : 이석현

  이광진, 황건성, 김태승, 김휘택, 김세동, 김용욱, 송해룡

 제 9 차 추계학술대회   1993. 12. 3. (금) 오후 4:30 리비에라호텔 별관홀 (서울)

제 1 부 - Case review  좌장 : 류총일

  이춘기, 송해룡, 송광순, 김태승, 이덕용, 최인호

제 2 부 - Case review  좌장 : 이덕용

  최인호, 이덕용, 옥인영, 송광순

제 3 부 - Case review  좌장 : 박병문

  류총일, 박희완, 이석현, 이춘성

제 4 부 - Case review  좌장 : 이석현

  김세동, 윤여헌, 이광진, 박희완, 송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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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차 춘계학술대회   1994. 6. 17. (금) 오후 4:00 고려대학교 본교 캠퍼스 인촌기념관

제 1 부 - 해외연수보고  좌장 : 이석현

 Discitis in Children  계명대	송광순

 Hip function in cerebral palsy - Effect of intramuscular psoas

    lengthening over the prelvic brim  서울대	정진엽

제 2 부 - Case review  좌장 : 이덕용

 Septic hip  가톨릭대	옥인영

 Early onset of SCFE  영남대	김세동

 Subcapital wedge osteotomy for severe chronic SCFE  부산대	류총일, 김휘택

 Painful limp due to hip pathology  고려대	이석현

 Valgus osteotomy in LCP  충남대 이광진

 Oblique osteotomy for hinged abduction in LCP  서울대	최인호

 Paralytic dislocation of the hip in LCP  서울대 이덕용

제 3 부 - Case review  좌장 : 박병문

 Multiple exostosis associated with elbow and wrist deformity  울산대 조현오

 Congenital radioulnar synostosis 	한양대	황건성

 Osteogenesis imperfecta with severe deformities of lower extremities in mature patient  연세대 박희완

 Surgical treatment of congenital vertical talus/How to treat a severe

 case of flatfoot in extra-flexible children (oblique talus)  부산대 류총일, 김휘택

 Intoeing gait after clubfoot treatment  인제대 김용욱

 Ilizarov treatment for genu varum in spondyloepiphyseal dysplasia  경상대 송해룡

제 4 부 - Case review  좌장 : 류총일

 Malunited proximal femoral fracture in a 4-year-old girl 	 가톨릭대	문명상, 옥인영

 A case of congenital pseudarthrosis of the tibia(CPT)  영남대 김세동

 Failure of Ilizarov method in CPT  이화대	윤여헌

 Huntington method for defect of the tibia  한양대 김태승

 HIVD in the lumbar spine in the teenager 	울산대 이춘성

 제 10 차 추계학술대회   1994. 12. 2. (금) 오후 1:00 고려대학교 본교 캠퍼스 인촌기념관

제 1 부 - 해외연수보고  좌장 : 이덕용

 Pre-existing ipsilateral genu valgum in children with coxa vara secondary to hip disease 성균관대 심종섭

제 2 부 - Case review  좌장 : 이석현

 Greater trochanteric arthroplasty  연세대 박병문

 Neglected CDH 	전남대 노성만, 윤택림

 Bilateral DDH's and frequent fractures 	고려대 이석현

 DDH of older children (1case)  경북대	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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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N in CDH  한양대	황건성

 Shelf operation in LCP  한양대 황건성

 SCFE-incidental complete displacement during operation  충남대	이광진

 Operative correction of bilateral congenital coxa vara  충남대	이광진

제 3 부 - Case review  좌장 : 박병문

 Congenital malformation of C1-2 associated with torticollis  연세대	박병문

 Osteomyelitis sequelae  가톨릭대	옥인영

 Deformity, elbow, Rt  서울대 정진엽

 Recurrent dislocation of the patella  계명대	송광순

 Congenital pseudarthrosis of fibula  국립의료원 고은성

 Painful ankle with equinus deformity  서울대	이덕용

 CP spastic diplegia  서울대 정진엽

제 4 부 - Case review  좌장 : 류총일

 Idiopathic scoliosis  울산대 이춘성

 Stress fracture of femoral neck in osteopetrosis  영남의대	김세동

 Radial neck fracture -2 cases report-  대동병원	김부환

 Femoral shaft fracture  인제대	김용욱

 Mucormycosis of the skeletal muscle in leukemia  계명대	송광순

 Eosinophilic granuloma  연세대	박희완

 A simple bone cyst of the acetabulum  한양대	김태승

 Subperiosteal defect with cystic change in the proximal tibia  서울대	최인호

 제 11 차 춘계학술대회   1995. 6. 9. (금) 오후 2:00 아주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제 1 부 - Hand and Foot problems  좌장 : 이덕용

 Serpentine feet  한양대	황건성

 Madelung's deformity  한양대	황건성

 Panner's disease in monozygotic twin  국립의료원	고은성

 Old radial head dislocation  서울대 정진엽

제 2 부 - Hip problems  좌장 : 박병문

 Interpositional arthroplasty in septic hip sequelas-preliminary report of 2 cases 	 충남대	이광진

 Redislocation following treatment of DDH  아주대	안재인

 Coxa vara with LLD  가톨릭대	옥인영

 Progressive subluxation after abduction osteotomy in hinge abduction of LCP  연세대	박희완

 Legg-Perthes’disease: Salter osteotomy 	서울대	최인호

제 3 부 - Lower Extremity problems  좌장 : 이석현

 Infantile tibia vara  아주대	안재인

 Tibia vara in identical twins  계명대	송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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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physiometaphyseal dysplasia of proximal femur with congenital hip dislocation  전남대	노성만, 윤택림

 Treatment of congenital pseudarthrosis of the tibia  고려대	이석현

 Two cases of Tibiofibular synostosis 	영남의대	김세동

 Compensatory lengthening of the tibia associated with ipsilateral AVN of femoral head  연세대	박병문, 김현우

 Corneli de Lange syndrome: LCP-like lesion with LLD  서울대	이덕용

제 4 부 - Tumor, Fracture, Infection, Metabolic Bone Disease  좌장 : 안재인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경북대	박병철

 Bony mass around the hip joints  울산대	조현오

 Fracture involving the entire distal humeral physis  이화여대 윤여헌

 Ipsilateral tibial and femoral acute osteomyelitis  성균관대	심종섭

 Heavy metal poisoning  연세대	박병문, 김현우

 Tibial swelling in an one-day-old-baby  고려대	이석현

 제 11 차 증례토론회   1995. 10. 18. (수) 오후 2:00 Hilton Hotel, Ballroom

제 1 부 - guest lecture  좌장 : 이덕용

  Professor Robert N. Hensinger

 “Cervical spine anomalies in children”

 “Orthopaedic management of cerebral palsy”

제 2 부 - Case review  좌장 : 박병문

  이춘성, 황건성, 안재인, 이광진, 송광순, 정진엽, 이석현

제 3 부 - Case review  좌장 : 이석현

  박병문, 김태승, 옥인영, 노성만, 최인호, 윤여헌

 제 11 차 추계학술대회   1995. 12. 1. (금) 오후 1:00 Hilton Hotel, Ballroom

제 1 부 - 해외연수보고  좌장 : 이석현

 Response of the physis to leg lengthening 	고려대	이순혁

제 2 부 - special lectures  좌장 : 이덕용

 Spinal deformity and related problems in CP  Southern	Illinois	Univ.	John Fisk

 Surgical management of equinus deformity in spastic cerebral palsy-the SNUCH experience  서울대 정진엽

제 3 부 - Case review  좌장 : 박병문

 선천성 고관절탈구 후유증의 치료  부산대	류총일

 Dyschondrosteosis (Leri-Weill syndrome)  국립의료원	고은성

 Focal fibrocartilaginous dysplasia  서울대 최인호

 Congenital sensory neuropathy  가톨릭대 옥인영

 Congenital triple pelvic bone  한양대	황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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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islocation of DDH 	고려대	이석현

 Scoliosis with syringomyelia  울산대	이춘성

 Congenital coxa vara with spondylomethaphyseal dysplasia  계명대	송광순

 소아 경골 근위부에 발생한 결핵성 골수염  대동병원	김부환

 Winged scapula by long thoracic nerve palsy 	동강병원 조현오

 Seven years follow-up after loss of lateral malleolus in 11 year old boy  연세대 박희완

 주관절 후방탈구 정복후 발생한 소아 요골 경부골절의 완전 전위 전남대	노성만, 문은선, 정성택

 SCFE following hormonal treatment for short stature  연세대	박병문, 김현우

 Bilateral subtrochanteric fracture after pin removal in SCFE  한양대 김태승

 Renal osteodystrophy  영남의대 김세동

 Osteoid osteoma (nidus excision by using CT-guided coaxial technique) 	아주대	안재인

 소아정형외과에서의 통원 수술의 경험  삼성의료원 오원환, 심종섭

 A clinical study for osteogeneisis imperfecta  충남대	이광진, 김형성

제 5 부 - 이덕용교수 정년퇴임 기념강연  좌장 : 박병문

 My life-long experience on residual poliomyelitis  서울대	이덕용

제 6 부 - 송년회 (오후 6:00~9:00)

 제 12 차 춘계학술대회   1996. 5. 8. (수) 오후 1:30 유성리베라호텔, 대전

제 1 부 - 해외연수보고  좌장 : 박병문

 Femoral varus derotational osteotomy with/without an acetabular

    procedure for unstable hips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경상대 송해룡

 “Functional Retroversion”of the femoral head in late Legg-Calve

    -perthes’Disease(LCPD): Analysis of head-neck deformity and

    its effect on limb position using three dimensional computerized

    tomography (3DCT)”  부산대	김휘택

제 2 부 - Special Lectures  좌장 : 이덕용

 Introduction to clinical gait analysis Univ	of	Minnesota,	Gillette	Children's	Hospital	James R. Gage

 Normal gait vs pathologic gait Univ	of	Minnesota,	Gillette	Children's	Hospital	James R. Gage

제 3 부 - Free Papers  좌장 이광진

 Comparison of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sagittal

    plane deformities of the lower extremity  서울대 정진엽

 Gait characteristics in Down syndrome  충남대	김봉옥

 Comparison between the normal group and anterior cruciate

    ligament deficiency patients afte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in the pattrn of gait-preliminary report  충남대	이광진, 변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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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 Case Review  좌장 : 이석현

 A CP patient with severe spasticity - Selective dorsal rhizotomy  서울대 정진엽

 Recurvatum gait following hamstring lengthening in CP spastic diplegia  연세대	박병문, 김현우

 A case with spastic cerebral palsy  경상대	송해룡

 A CP patient with torsional problems and stiff knee  서울대	정진엽

 Multiple epiphyseal dysplasia with increased femoral anteversion 서울대	최인호,조태준

 Hip problem in nine month old female patient  고려대	이석현

 Bilateral developmental dislocation of the hip  전남대 노성만, 윤택림, 정성택

 Extreme hip dysplasia and acetabular acclivity with subluxation  영남의대	김세동

 Unusual pattern of leg length discrepancy in patients with neglected CDH  연세대 박병문, 김현우

 Recurrent clubfoot  삼성의료원	오원환, 심종섭

 Nonhemophilic rupture of iliacus muscle with femoral nerve paralysis  이화여대 윤여헌

 Pathologic fracture of the proximal femur associated with McCune-Albright syndrome  계명대	송광순

 Avascular Necrosis after lateral condylar fracture of the distal humerus  부산대 류총일, 김휘택

 Old unreduced dislocation of radial head  연세대	박희완

 Marfan syndrome with thoraco-lumbar scoliosis	 충남의대,	대전을지병원	이광진, 신현대, 최원식

제 5 부 - Special Lecture  좌장 : 노성만

 A Rational Approach to Gait Problems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Univ	of	Minnesota,	Gillette	Children's	Hospital	James R. Gage

 제 12 차 증례토론회   1996. 10. 16. (수) 오후 1:30 Hilton Hotel, Ballroom

  최인호

제 2 부 - Case Review  좌장 : 이광진

  박병문(김현정), 조현오, 옥인영, 안재인(김병석)

  박희완, 최인호(조태준), 이광진(신현대)

제 3 부 - Special Lecture  좌장 : 이덕용

 “Pelvic osteotomies in CDH” 	Alfred	I.	duPont	Institute	S. Jay Kumar

 “Arthrogryposis multiplex congenita ;  An overview” Alfred	I.	duPont	Institute	S. Jay Kumar

제 4 부 - Case Review  좌장 : 박병문

  이석현, 정진엽, 김태승, 류총일(김휘택), 이순혁, 송해룡

 제 12 차 추계학술대회   1996. 12. 6. (금) 오후 1:00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제 1 부 - 자유연제  좌장 : 이광진

 The interpositional relationships of bones of the hindfoot complex as defined by the central principal axes  경상대	송해룡

 Femoral neck thickening in Perthes’disease  고려대	이순혁



II-1. 학술대회

  30th Annlversary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_71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30년사

제 2 부 - 증례토론 I  좌장 : 박병문

 Bladder exstrophy  연세대 박희완

 선천성 고괄절 탈구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무명골 절골술 후 발생한 재탈구-증례보고  연세대	박병문, 유주형

 족근골 결합  한양대	황건성

 Congenital pseudarthorosis of the fibula  서울대	최인호, 조태준, 이덕용

 Two cases of cystic lesions in tibia  고려대	이석현

 Moulded Baby Syndrome  서울대 최인호, 조태준

제 3 부 - 증례토론 II  좌장 : 류총일

 Refracture of child femur shaft fracture (complication of ext. fixator)  아주대	안재인

 Non-union in supracondylar fracture of the elbow  부산대	김휘택

 소아에서 발생한 견봉쇄골간 분리를 동반한 견갑골 총골단판 골절

    (견봉과 상관절와의 분리)의 수술적 치험 1례 충남대,	대전을지병원	이광진, 신현대, 최원식

 “Cerebral palsy, mixed type”  충남대	이광진, 신현대

 A cerebral palsy patient with spastic hemiplegia type lll  서울대 정진엽

제 4 부 - 증례토론 III  좌장 : 이석현

 Langerhans 세포조직구증식증(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한양대	김태승

 Vertebra plana in children  계명대	송광순

 “F/10 with limping, LLD, LOM”  가톨릭대	옥인영

 Mild genu varum after growing period  삼성의료원	오원환, 심종섭

 Infection sequelae:pathologic posterior subluxation of the hip  서울대 최인호

 제 13 차 춘계학술대회   1997. 4. 16. (수) 오후 1:00 삼성의료원

제 1 부 - 증례토론 I  좌장 이광진

 Low back pain with scoliotic deformity  충남대 이광진, 신현대

 Fibrodysplasia ossificans progressiva 서울대,	동강병원 최인호, 정진엽, 조태준, 조현오

 양측 쇄골의 선천성 이상을 보이는 여아 삼성의료원	오원환, 안진환, 심종섭

 소아 상완골 원위골단 골절 분리후 활차의 무혈성 괴사에 의한 재발성 내반주 변형  한양대	황건성

 Multiple idiopathic avascular necrosis  한양대	김태승

 Cerebral palsy cases: one hemiplegia and one diplegia 	서울대	정진엽

 Parosteal osteosarcoma of the talus  가톨릭대	옥인영

 A case of congenital pseudarthrosis of the tibia with acute angulation deformity (Long-term followup)  고려대	이석현, 서승우

제 2 부 - 특 강 좌장 : 이덕용

 Torsional and angular deformity in children  Univ	of	Washington	Lynn T. Staheli

제 3 부 - 증례토론 II  좌장 : 박병문

 Ultrasonography of neonatal hip in Korea-preliminary report	 고려대	이순혁, 하경환, 이기열

 Relationship between lateral subluxation and widening of medial joint space in LCP: MRI study  경상대	송해룡

 Septic hip  충남대	이광진, 신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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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ple epiphyseal dysplasia with out-toeing  서울대	정진엽

 A case of congenital dislocation of the hip joint  고려대	서승우, 이석현

 Hereditary sensory autonomic neuropathy  연세대 박희완

 Physeal arrest in leukemic patients  서울대	최인호, 조태준

 제 13 차 추계학술대회   1997. 12. 5. (금) 오후 1:30 충남대학교병원

제 1 부 - 증례토론 I  좌장 : 박병문

 Recurrent dislocation due to dysplastic acetabulum in DDH  경상대	송해룡

 Neglected DDH  충남대	이광진, 신현대

 고연령층 고관절 이형성증에 대한 치료  고려대	이석현, 전승주

 How to manage subluxated hip in LCPD  서울대	최인호

 Valgus-flexion femoral osteotomy in late LCPD  부산대	김휘택, 류총일

 연소기 류마토이드 관절염에 속발된 외반고 변형  연세대 박병문

 Unsuccessful result of distal transfer of the greater trochanter 부산대 김휘택, 류총일

제 2 부 - 해외연수보고  좌장 : 류총일

 A three- dimensional analysis of the triple innominate osteotomy  동아대	김성수

 Outcome study of malignant tumors in children  인제대	주석규

 Lengthening reconstruction surgery of congenital short tibia (fibular hemimelia)  노원을지병원	송백용

제 3 부 - 증례토론 II  좌장 : 이석현

 영아기 저항성 만곡족의 후외측 유리술 -예비보고-  한양대	황건성, 권태형

 R/O Trevor’s disease  충남대	이광진, 신현대

 Retarded growth of newly-formed lateral malleolus in 12 year old boy 연세대 박희완

 좌측 전완부 외상  가톨릭대 옥인영

Supracondylar quadrilateral displacement osteotomy for cubitus valgus  충남대	이광진, 신현대

제 4 부 - 증례토론 III  좌장 : 이광진

 Erlenmeyer flask deformity of femur 	아주대 안재인

 A case with Guillain-Barre syndrome  서울대 정진엽

 Proximal phalanx에 발생한 bone tumor 	성균관대	심종섭, 오원환

 GM1-gangliosidosis  서울대	조태준

 제 14 차 춘계학술대회   1998. 4. 12. (금) 오후 1:30 아주대학교병원

제 1 부 - 자유연제 I  좌장 : 안재인

 “Sourcil”의 외측연을 이용한 소아 비구이형성증의 진단 부산대	김휘택, 김정일, 류총일

 선천성 만곡족 치료의 pedobarography에 의한 평가 	한양대 황건성, 권태형

 Focal fibrocartilaginous dysplasia of the femur and tibia -

    a report of 6 cases and literature review  서울대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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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ison of MRI with subchondal fracture in the evaluation of extent of 

    epiphyseal necrosis in the early stage of Legg-Calve-Perthes disease  경상대	송해룡, 양진원, 정재혁

 척추수막류 및 지방수막류에서 신경해부학적 결손위치에 따른 보행 능력의 분석  서울대 정진엽, 최인호, 조태준

제 2 부 - 자유연제 II  좌장 : 박병문

 대퇴골두 골단분리증의 수술적 치료  계명대 송광순

 Slipped capital femoral epiphysis - efficacy of fixation using 

    a single cannulated screw 이화여대	윤여헌 Crawford AH.Roy Dr

 소아 상완골 과상부 골절의 치료 - 조기 도수정복 및 K-강선 고정 성균관대	심종섭, 오원환

 Supracondylar quadrilateral displacement osteotomy for cubitus varus

    deformity-clinical experience of French & new operative technique  충남대	신현대, 이광진, 안상로, 이준규, 정제택

 소아 대퇴골 경부 골절후 유발된 불유합의 원인과

    이에 대한 치료 방법 및 주의점  연세대	박희완, 박병문, 하중원, 조재호

Old traumatic radial head disclocation  서울대	조태준, 최인호, 정진엽

제 3 부 - 증례토론 I  좌장 : 이석현

 Untreated DDH. Rt 	가톨릭대	옥인영, 이영호, 차원진, 도상현

 Sacral agenesis with congenital kyphosis  충남대 신현대, 이광진

 A newborn infant with left leg inactive  을지대	최원식, 김하용

 H. influenzae에 기인된 소아의 화농성 고관절염 한국보훈병원 이덕용, 심재익, 김택선, 이성종, 이석하, 유연식, 이우승

 Clavicula pro humero procedure in osteosarcoma-report of two cases  아주대 안재인, 김병석

 DOPA responsive dystonia  동아대 김성수

제 4 부 - 증례토론 II  좌장 : 옥인영

 관절 증상이 선행된 백혈병 	가톨릭대	이한용

 Gait distrubance in two girls with similar spine deformity  고려대 이순혁

 Generalized fibrous dysplasia with multiple hormonal disturbance 고려대	이석현, 홍준석

 Transepiphyseal fracture of the hip in a 9 month-old child 	영남의대 김세동

 Elbow fracture which startled inexperienced surgeon  을지대	최원식, 김하용

 Bone bridge with epiphyseal injury  아주대	안재인, 민병현

제 5 부 - 외국학회 참관기

 북미주 소아정형외과학회 (POSNA) 	한양대 황건성

 세계 소아정형외과학회 (lFPOS)  고려대	이석현

제 14 차 증례토론회   1998. 10. 14. (수) 오후 2:00 Hilton Hotel, Ballroom

제 1 부 - 특 강  Northwestern	Univ.	Norris C. Carroll

제 2 부 - 증례토론 I  좌장 : 이석현

  안재인 등, 이광진 등, 김세동, 박희완, 김휘택 등, 황건성,

  옥인영, 최인호, 이석현 등, 송해룡, 이순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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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 차 추계학술대회   1998. 11. 13. (금) 오후 1:00 서울대학교병원

제 1 부 - 해외연수보고  좌장 : 박병문

 MRI of congenital spinal deformities  고려대	서승우

제 2 부 - 증례토론 I  좌장 : 이광진

 SCFE treated with extracapsular base-of-neck osteotomy  영남의대	김세동

 Subluxated hip with fixed hinge abduction in LCPD  서울대 최인호

 Spontaneous remodelling in complicated femoral neck fracture:

    femoral head in AVN and neck-shaft angle in coxa vara  부산대	김휘택, 류총일

 Redislocation of hip during cast immobilization after open reduction of DDH  연세대	박희완

 “Sequelae of pyogenic hip, both”  한양대	황건성

 Dysplastic hip with overgrown femur and pelvic obliquity  고려대	이순혁

 Residual subluxation after reduction of DDH  고려대	이석현, 서승우

제 3 부 - 증례토론 II  좌장 : 안재인

 Osteogenesis imperfecta  충남대	이광진, 신현대

 “Metaphyseal chondrodysplasia, Schmid type”  이화여대	윤여헌, 왕진만

 Periosteitis in tibia  동아대	김성수

 A cerebral palsy patient with spastic diplegic type  서울대 정진엽

 대퇴골 화농성 근염의 치료중 발생한 합병증  가톨릭대	이한용

 Diseminated intravacular coagulation following shock in  multiple open fracture  한양대	김태승

 Evaluation of neonatal septic hip  인제대	주석규

제 4 부 - 증례토론 III  좌장 : 옥인영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6개월 여아  서울대	조태준

 Blount disease  아주대 안재인, 한경진

 Congenital bilateral knee dislocation 	충남대 이광진, 신현대

 Complex deformities of the lower extremity in Turner syndrome  경상대	송해룡

 수부 기형을 동반한 tarsal coalition을 가진 환아  성균관대	심종섭, 오원환, 정병오

 Treatment for residual clubfoot  을지대	송백용

 Treatment of osteochondroma of the forearm with deformed and

    dislocated redial head (remodelling of the radial head and

    osteochondroma at follow-up)  계명대	송광순

 Acute hematogenous osteomyelitis of the epiphysis  울산동강병원	조현오

 제 15 차 춘계학술대회   1999. 6. 4. (금) 오후 1:00 가톨릭대학교병원

제 1 부 - 자유연제 I  좌장 : 옥인영

 Body mass index (BMI)in Legg-Calve-Perthes disease  부산대	김휘택, Herring JA

 Classification of metaphyseal change with MRI in Legg-Calve-Perthes disease  경상대 송해룡, 구경회, 조세현

 Femoral head deformity in Legg-Calve-perthes disease 서울대 조태준, 이상훈,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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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퇴골 내반절골수 후 Legg-Calve-Perthes 병의 임상경과 분석 가톨릭대 옥인영, 정창훈, 문찬웅

 대퇴 전염전의 대퇴 상과 감염 절골술  한양대 황건성, 송상준

 Three dimensional effect of the proximal femur osteotomy  동아대	김성수

 Selective ultrasonography of neonatal hip 	고려대	이순혁, 이병택

 뇌성마비 환자에서 대퇴골 전염각 측정 방법들간의 비교 분석  서울대	정진엽

제 2 부 - 자유연제 II  좌장 : 박병문

 선천성 만곡족 치료의 pedobarography에 의한 평가  한양대 황건성, 권태형

 Discoid lateral meniscus in children  성균관대	심종섭, 안진환, 황찬하

 소아 상완골과 상부골절의 경피적 핀고정수술 후 발생한

    척골신경손상의 보존적 치료  한양대 김태승, 황건성

 소아 내반주 변형에 대한 개량된 계단 절골술  이화여대	윤여헌, 오종건

 전방 도달법을 이용한 소아 상완골 원위부 골절의 치료 고려대	서승수, 이석현, 박정호, 윤정노

 소아의 방아쇠 무지  성균관대	심종섭, 오원환, 김지형

 Spontaneous bone regeneration in surgically induced bone defects 경상대	송해룡, Chiniwala H, 김재수

제 3 부 - 증례토론 I  좌장 : 이석현

 Retarded growth of contralateral femur in a boy treated for unilateral DDH  고려대	이순혁

 An unusual case of DDH  고려대	이석현, 김태형

 Neglected DDH 	전남대	노성만, 정성택

 치료를 하지 않았던 LCP 증례보고 부산대	류총일, 김휘택, 송문복

 Slipped capital femoral epiphysis associated with craniopharyngioma  연세대 박희완

 Avascular necrosis of femoral head following SCFE  전남대	노성만, 정성택

 Avascular necrosis complicating a femur neck fracture

    associated with solitary bone cyst in a child 서울대,	순천향대	최인호, 황재광, 손치수

제 4 부 - 증례토론 I  좌장 : 이광진

 How to manage the skin problem of clubfoot  을지대	최원식, 김하용

 Unusual ankle injuries in children (2 cases)  울산대	박수성, 김정재

 Elbow pain & swelling in infant of 9 months  을지의대	최원식, 김하용

 Subacute multiple osteomyelitis  충남대	이광진, 양준영, 이장익, 김상범

 원발성 골단부 골수염  동강병원	조현오

 Orthopedic Manifestations of leukocyte immune deficiency disease 	서울대	최인호, 황재광

 Infectious disorders mimicking septic arthritis of the hip in children  계명대	송광순

제 15 차 추계학술대회    1999. 12. 3. (금) 오후 1:00 Hilton Hotel, Ballroom

제 1 부 - 증례토론 I  좌장 : 옥인영

 Is pelvic osteotomy always necessary in neglected DDH after eight years of age  가톨릭대	옥인영, 정창훈, 하난경

 A unusual case of DDH  고려대 이석현, 남혁우

 A child with nontraumatic spontaneous hip dislocation  성균관대 심종섭, 오원환

 Old unreduced DDH  울산대 이춘성, 박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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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lers-Danlos syndrome with bilateral dislocation of hip  이화여대 윤여헌

 Surgical reconstruction of post-traumatic pelvic asymmetry  서울대	최인호, 황재광

제 2 부 - 증례토론 II  좌장 : 이광진

 A case of hypophosphatemic osteomalacia  영남의대 김세동

 섬유성 골 이형성증의 양측성 고관절부 Shepherd's crook 변형  한양대 황건성, 김병훈

 Repeated pathologic fracture of femur in osteogenesis imperfecta  가톨릭대 하난경, 옥인영, 정창훈

 Bone tumor  한양대 김태승

 Unilateral varus of femur in a boy and varus of tibia in a girl 	고려대 이순혁

 Recurrent dislocation of the peroneal tendon  가톨릭대 정창훈, 김형민

 R/O Freeman-sheldon syndrome  연세대 박희완

 Correction of the cubitus valgus deformity with lengthening

    of the radius (in a case of hereditary multiple exostosis)  계명대 송광순

 Orthopaedic surgery versus selective dorsal rhizotomy in spastic diplegia 	 서울대 정진엽

제 3 부 - 자유연제 I  좌장 : 이석현

 소아의 대퇴골 원위 골단판 신연과 TGF-B1에 의한 골단판 및 연골 세포의 변화  경상대 하용찬, 송해룡, 구경회

 Classification of transient synovitis with MRI  충남대	이광진, 양준영, 변규환

 Spondyloepiphyseal dysplasia with kyphoscoliosis 경상대	송해룡, HA Chiniwala, 정운화, 박형빈

 Congenital scoliosis with multiple hemivertebra  부산대	김휘택, 류총일

 Congenital deformity of spine with tethered cord  고려대 서승우, 이석현

 Severe neuromuscular scoliosis  동아대	김성수

제 4 부 - 특 강 좌장 : 류총일

 Innominate osteotomy for the treatment of Legg-Calve-Perthes disease 연세대	박병문

 제 16 차 춘계학술대회   2000. 6. 2. (금) 오후 1:30 경북대학교병원

제 1 부 - 해외연수보고  좌장 : 황건성

 Extension-Varus Osteotomy for Perthes Disease  충남대	신현대

    Acetabular Development in Congenitally Dislocated Hips complicated by 

    Lateral Growth Disturbance of the Capital Femoral Epiphysis  연세대 김현우

제 2 부 - 자유연제  좌장 : 황건성

 전위된 굴곡형 소아 상완골 과상부 골절의 치료  성균관대 심종섭, 오원환, 정민욱

 원위 상완골 성장판 골절-분리의 치료 결과에 대한 영향인자 경북대	박병철, 오창욱, 이성만

 Elbow Injuries in Children  고려대	이순혁, 박종웅, 김태하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Trochlear Deformities after

    Distal Humerus Fracture in Children-A possible Vascular Etiology  부산대	김휘택, 송문복, 류총일

 소아 전완부 골절의 수술적 치료  한양대	황건성, 이상병

 Retrograde Flexible Intramedullary Nailing of Pediatric Femur Fracture  경북대 박병철, 오창욱, 박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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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 증례토론 I  좌장 : 류총일

 Avascular Necrosis of the Femoral Head Associated with

    Intramedullary Nailing in an Adolescent  영남의대	김세동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발생한 Legg-Calve-Perthes병  한양대 황건성, 민경보

 Avascualr Necrosis of Talus in Undisplaced Fracture of Talar Body  연세대 박희완

 Malunion of femur shaft fracture  가톨릭대 옥인영

 Treatment of Intercondylar Fracture of femur by the Ilizarov Method  서울대	최인호, 손영진

 Epiphyseal Injury of distal Femur with Laxity of Ipsilateral Knee Joint  경상대 송해룡

 대퇴골 원위부의 골가교 제거술후 골가교의 재형성 울산동강병원 조현오, 곽경덕, 손수민, 강철호, 임대환

 선천성 슬개골 탈구 연세대,	충북대	박희완, 이호승

제 4 부 - Symposium - Elbow Injuries in Children  좌장 : 박병철

 Supracondylar Fracture  성균관대 심종섭

 Fractures Involving the Entire Distal Humeral Physis  영남의대 김세동

 Lateral Condyle Fracture  서울대 정진엽

 Fractures of the Redial Neck in Children  부산대	김휘택

 Elbow dislocation  계명대	송광순

 Monteggia Lesions  이화여대	윤여헌

제 5 부 - 증례토론 II  좌장 : 이석현

 Nonunion of Lateral Condyle Humerus  가톨릭대 옥인영

 Non-union of condylar Fractures of Humerus in children  고려대 이순혁

 Delayed Recovery of Range of Motion in Malreduced supracondylar Fracture of Humerus in Children  고려대 서승우, 이석현

 Cubitus Valgus deformity  충남대	신현대, 이광진

 The Cause of Cubitus Varus in Separation of Entire Distal Humeral Epiphysis  동아대	김성수

 Nonunion of the Distal Radial Fractures in healthy Children  계명대	송광순

 선천성 소아만곡족 MRI 영상을 이용한 3차원적 이해

  고려대,	경상대,	이화여대	이석현, 서승수, 송해룡, 김명희, 홍헬렌, 김민아

 소아 환자에 시행한 수지 재접합술  한림대,	대구현대병원	이창주, 김주성

 제 16 차 추계학술대회   2000. 10. 27. (금) 오후 1:30 서울대학교병원

제 1 부 - 증례토론 I  좌장 : 황건성

 Pelvic Obliquity and Hip Dysplasia  고려대 이순혁

 Relative Overgrowth of Greater Trochanter of the Femur 연세대	김현우, 박희완, 박병문

 Voluntary habitual dislocation of the hip joint in children  계명대 송광순

 A child with Tricho-rhino-phalangeal syndrome (TRPS).

    A new observations including hinge abduction of the hip

    and decreased BMD  서울대 최인호, 손영진

 Acrocephalosyndactyly syndrome  동아대 김성수

 A spastic diplegic patient with planovalgus  서울대	정진엽

 SPR or orthopaedic surgery  연세대	김현우, 박희완, 박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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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ute hematogenous osteomyelitis  가톨릭대	옥인영

제 2 부 - Traveling Fellows‘ Lectures  좌장 : 이석현

 Kyphectomy and spinal stabilization in myelomeningocele utilizing the modified Dunn-McCarthy system  James Mooney

 Management of complex soft tissue defects in pediatric patients using the VAC wound closure system  James Mooney

 Upper extremity stump lengthening  Robert Bernstein

 Quengle hinges for knee flexion contractures  Robert Bernstein

 Radiographic evaluation of femur fracture shortening in a spica cast  William Hennrikus

 A registry of pediatric elbow fractures  William Hennrikus

제 3 부 - 증례토론 II  좌장 : 류총일

 Correction of resistant clubfoot using minimally invasive

    JOSHI External stabilising system (JESS)-our experience 경상대	Rajan Sharma, 송해룡, Sudhir Warrier 황선철

 Post-infectious pseudarthrosis through the physis of the distal femur 	서울대	정진엽

 Treatment of osteosarcoma in a young child  성균관대	심종섭, 서재곤, 오원환

 Isolated fracture of the trochlea  울산대	박수성, 윤준오

 Chronic radial head dislocation in children  부산대	김휘택, 류총일

 Wrist and back problems in a gymnast  한양대 황건성

 족관절 골단판 손상의 Peterson 분류 제 6형의 치료 경험  한양대 김태승

 소아의 근골격계 외상  을지대	김하용, 박건영, 이광원, 안재훈, 염진섭, 최원식

 제 17 차 춘계학술대회    2001. 6. 1. (금) 오후 1:30 한양대학교병원

제 1 부 - 연수보고  좌장 : 황건성

 Temporal Expression Pattern of TGF-beta Superfamily Members During Fracture Healing  서울대	조태준

제 2 부 - 자유연제 I  좌장 : 류총일

 선천성 근성 사경에 대한 양극 건절술(bipjolar release)  이화여대 윤여헌, 고영도

 8세 이상된 선천성 근성 사경 환자의 치료  성균관대 심종섭, 오원환, 이석재

 Posterolateral Release for Neonatal Resistant Club Foot 한양대 황건성, 여훈, 권태형

 Differentiating between Septic Arthritis and Transient

    Synovitis of the Hip in Children-Clinical, Laboratory

    and Radiographic Findings  전남대 정성택, 윤택림, 노성만, 주대창, 이재준

 대퇴 골두 골단 분리증에 대한 핀 고정술시 핀의 위치 및

 길이와 골단의 폐쇄와의 상관관계  연세대	박희완, 김현우, 용석원, 박병문

 Bernese Periacetabular Osteotomy for Treatment of Acetabular Dysplasia  부산대 김휘택, 류총일

 Evaluation of Healing Process Of Metaphyseal Cyst

    with Seri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in

    Legg-Calve-Perthes Disease  경상대	송해룡, Rajan Sharma, 나재범, 구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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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 Special Lectures  좌장 : 황건성

 Limb Salvage Treatment for tibial Hemimelia Fukuoka	Children's	Hospital,	Japan Toshio Fujii

 Cervical Spine in Children  Tohoku	University,	Japan Shoichi Kokubun

제 4 부 - 자유연제 II  좌장 : 박희완

 한국 초-중-고 학생의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유병률 역학조사 

  고려대 서승우, 이석현, 강창석, 왕준호, 유재철, 하학승, 최병섭

 한국 초.중.고 학생의 Risser 증후와 역연려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 고려대 이석현, 서승우, 왕준호

 Calcaneal Lengthening for Flatfoot in Spastic Conditions:

    Clinical, Radiologic, Kinematic and Kinetic Analysis 서울대 정진엽, 김동한, 최인호, 조태준

 Selective Treatment for Completely Displaced Supracondylar

    Fractures of the Humerus in Children  경북대 오창욱, 박병철, 김영우

 Radiologic Assessment of Reduction of Supracondylar

    fractures of the Humerus in Children  국립의료원 노재영

 상완골 원위 골단 골절-분리의 감별 진단을 위한 Posterior

    Drawer Stress Test (Preliminary Report)  이화여대 윤여헌, 유재두, 배서영

 후외상성 내반주 변형에 의한 운반각 변화가 척골 근위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	신현대, 이광진

제 5 부 - 증례 토론 I  좌장 : 김세동

 Unusual Healing of septic hip  가톨릭대	옥인영

 Voluntary Dislocation of hip  충남대 신현대

 Late Unreduced Traumatic Hip Posterior Dislocation in Children -A case Report-  가톨릭대 정창훈

 Bilateral Hip Dysplasia in a 11 years-old boy  고려대 이순혁

 Pelvic Obliquity Associated with AVN of the Femoral Head in Adolescents  서울대 손영진, 최인호

제 6 부 - 증례 토론 II  좌장 : 옥인영

 Hip Ankylosis developed in Adolescent (2 cases)  울산대 박수성

 Hyperphalangism  동아대	김성수

 Subluxation of Tumor Prosthesis with Acetabular Destruction 부산대 김휘택, 류총일

 Dysplasia Epiphysealis Hemimelica  계명대	송광순, 이광혁

 Bisphosphonate Treatment for osteogenesis Imperfecta  서울대	조태준

 제 17 차 추계학술대회   2001. 11. 10. (토) 오전 9:00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제 1 부 - 연수보고  좌장 : 황건성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Tenascin-C splice Variant Expression in Chondrosarcoma  전남대 정성택

제 2 부 - 특 강  좌장 : 황건성

 Early Recognition of Perthes Disease with Good Prognosis

  Chiba	Children's	hospital,	Japan M.Kamegaya

제 3 부 - 증례 토론 I  좌장 : 옥인영

 Congenital pseudarthrosis of fibula  고려대 이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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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atment of Tibial Hemimelia 	한양대 황건성

 Evaluation of Ponseti Method for Management of congenital clubfoot 울산대 박수성

 Genu Varum  서울대 최인호

 Two Cases of Congenital High Scapula  연세대 김현우

 Treatment of Adolescent Hip OA using Valgus-Flexion Femoral Osteotomy  부산대 김휘택

 Recurrent Coxa Valga with Hip Dysplasia  서울대 조태준

 소아 화농성 고관절염 후유증에 대한 Colonna 관절낭 관절성형술의 장기 추시관찰  부산대 윤평주

 A Spastic Paraplegic patient with Cervicothoracic Lipoma  서울대 정진엽

제 4 부 - 증례 토론 II  좌장 : 최인호

 급성 골수염으로 오인되었던 대퇴골의 유잉 육종  가톨릭대 이한용

 Swelling of Foot and ankle in 3 year old girl  성균관대 심종섭

 Physeal Arrest after fracture 	동아대	김성수

 Myositis Ossificans in Supracondylar Fracture of Humerus in Children  고려대	서승우

 상완골 내과골절 후에 발생한 불유합 및 관절구축  경상대 송해룡

 Old radial head dislocation in children  고려대 이순혁

 Femoral Neck Fracture in a child with osteopetrosis  계명대 송광순

 Intraosseous Lipoma after distal femur comminuted fracture  전남대 정성택

 Two cases of femoral fracture of Children treated wit External Fixator  인제대 주석규

 대퇴 전자하부 병적 골절  충남대	신현대

 제 18 차 춘계학술대회   2002. 6. 7. (금) 오후 1:30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

제 1 부 - 자유연제 I  좌장 : 노성만

 The prediction of avascular necrosis of the unossified neonatal femoral 

    head by assessment of blood supply using Doppler ultrasound  고려대	이순혁

 Treatment of developmental dislocation of the hip in

    children who are seven to twenty-four months old 전남대 노성만, 정재윤, 정성택

 대퇴골 대전자 원위 전이술  한양대 황건성, 민경보

 Review of the lateral pillar classification in Perthes disease 부산대 김휘택, Herring JA, 류총일

 The long term results of femoral varus osteotomy in

    the treatment of Legg-Calve-Perthes disease in children

    over 8 years of Age  전남대	노성만, 정성택, 김종석

 LCP 병에 대한 선반 비구성형술의 새로운 방법 - Saito 방법의 변용-  서울대 최인호, 정진엽, 조태준, 신용운

 Fate of osteochondral fragment in osteochondritis dissecans

    following Legg-Calve-Perthes disease  전남대	노성만, 정성택

 Review of the Stulberg classification in Perthes disease 부산대 김휘택, Herring JA, 류총일

 Computerized tomographic findings of osteochondritis

    dissecans following Legg-Calve-Perthes disease  전남대 노성만, 정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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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 특 강  좌장 : 박희완

 CEREBRAL PALSY: Spasticity-control and Orthopaedic

    -An introduction to Orthopaedic Selective Spasticity-control

    Surgery  Shinkoen	Handicapped	Children's	Hospital,	Japan Takashi Matsuo

제 3 부 - 자유연제 II  좌장 : 옥인영

 특발성 척추측만증 만곡에서 추체와 추간판 각도 및 추체 회전에 관한 분석 	고려대	서승우, 이석현, 배지훈

 Arthroscopic lumbar discecotomy in the teenagers 전남대 정재윤, 서형연, 정성택, 노성만

 내반슬 변형에서 방사선학적 측정각의 변이성 -

    근위 골간단-골간각(MDA)의 새로운 측정방법 제안6  성균관대	심종섭, 오원환, 노규철

 Evaluation of torsional deformities of cranial vault in congenital

    muscular torticollis using computerized tomography 전남대 정성택, 노성만, 정재윤, 서형연

 Which facet involved in talocalcaneal coalition  서울대 조태준

 소아 대퇴골 간부골절에 대한 조기 고수상 석고고정술 가톨릭대 이한용, 유기원, 정진영, 송주현, 김창기, 강용구

 후방 도달법과 Pavlik 보조장구를 이용한 화농성 고관절염의 치료 고려대 이석현. 서승우, 황진호

 Intravenous patient-controlled analgesia for postoperative pain

    management following orthopedic surgery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서울대	정진엽, 유원준, 김희수

 Destruction and Restoration of the Epiphysis after

    Osteomyelitis of Proximal Condyle of Tibia in infants : 3 case of reports  계명대	송광순

제 4 부 - 증례 토론  좌장 : 황건성

 Subluxation of hip associated with cerebral palsy  연세대	김현우, 박희완

 Stiff-knee gait after distal hamstring lengthening in spastic diplegia  서울대 정진엽

 A spastic diplegic  연세대 김현우, 박희완

 Valgus deformity after derotational osteotomy in a patient with spondyloepiphyseal dysplasia  경상대	송해룡

 Foot deformities associated with lipomeningomyelocele  연세대 김현우, 박희완

 Contractured feet & hands  동아대 김성수

 경골 간부 골절 후 발생한 가성동맥류  한양대 김태승

 Fracture of the medial epicondylar apophysis associated with subluxation of the radialhead  가톨릭대	이한용

 제 18 차 추계학술대회   2002. 11. 9. (토) 오전 8:30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강의실

제 1 부 - 증례토론 I  좌장 : 황건성

 Orthopedic Manifestations of Pseudoachondroplasia  경상대 송해룡, Qi-Wei Li

 신성 골 이영양증 환아에서 발생한 양측 대퇴 골두 골단 분리증 전남대	김주오, 정성택

 Hip Dislocation in an Osteogenesis Imperfecta Patient  서울대 조태준

 Type III Monteggia Equivalent Injury with Ipsilateral Distal Radial

    Epiphyseal and Ulnar Metaphyseal Fracture in a Child  계명대 송광순

 Tardy Development of Radial Head Dislocation or Angular

    Deformity of Forearm Fracture during Cast Immobilization  고려대	이순혁

 Traumatic Subluxation of Right Hip  연세대	박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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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scular Necrosis of the Femoral Head Complicating

    of Solitary Bone Cyst

    in Femur Neck: Two Cases  서울대	최인호, 유원준, 김세훈

제 2 부 - 특 강  좌장 : 박희완

 Moulded Baby Syndrome  Kinki	University Chiaki Hamanish

제 3 부 - 증례토론 II  좌장 : 옥인영

 Talocalcaneal Coalition and Multiple Tendon Deficency in a Boy Treated for Bilateral Clubfoot 	고려대 이순혁

 선천성 첨내반족 환아에서 발생한 Dysplasia Epiphysealis Hemimelica  가톨릭대 이한용

 Derotation for Increased Femoral Anteversion  동아대 김성수

 다지증(족부) -A Case -  가톨릭대 옥인영

 Congenital Anterolateral Bowing of Ipsilateral Tibia and Femur  이화여대 윤여헌

 A Child with Waddling Gait  연세대	김현우

 선천성 내반고 환자의 고관절 이형성증- 2례 장기추시  부산대	김휘택, 이동호, 류총일

 Severe Crouch Gait in Spastic Diplegia  서울대	정진엽

 Humerus Neck Fracutre in Cerebral Palsy  고려대 서승우, 이석현

제 4 부 - 증례토론 III  좌장 : 김세동

 경골 간부 근위부에 발생한 저급성 골육종  한양대	김태승, 김주학

 Tumor of the Hand in a Young Child  성균관대	심종섭, 노규철

 Palpable Mass on Right Clavicle  충남대	신현대

 Multiple Hereditary Exostoses in the Forearm  한양대 황건성, 조우진

 Limping Gait Due to Septic Hip Sequelae  전남대 정성택, 노성만, 정재윤, 윤택림

 TWO CASES OF BONE LESION IN CHILDREN  인제대	주석규

 Multiple Joint Pain  충남대	신현대

 제 19 차 춘계학술대회   2003. 6. 13. (금) 오후 1:00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제 1 부 - 연수보고  좌장 : 박희완

 Outcome of hemiepiphyseal stapling for late-onset tibia vara  울산대	박수성

제 2 부 - 자유연제 및 증례 I  좌장 : 황건성

 Mesomelic dwarfism in pseudoachondroplasia  경상대 송해룡

 Modification of Sheffield telescopic rod for tibial stabilization

    in osteogenesis imperfecta patients  서울대 조태준

 Growth arrest in osteogenesis imperfecta  동아대	김성수

 An epidemiological study of Legg-Calve-Perthes disease in korea  전남대	노성만

 Chiari osteotomy for subluxated, coxa irregularis in older children and adolescents  서울대	최인호

 LCPD with hinge abduction  이화여대 윤여헌

 The development of the femoral head deformity following ischemic necrosis in a piglet  전남대	노성만

 The effects of subluxation of the femoral head with avascular necrosis in growing rabbits  전남대	노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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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 자유연제 및 증례 II  좌장 : 옥인영

 Plantarmedial release for pes cavovarus in patients with meningomyelocele  연세대	김현우

 Increased expression of TGF-βisoform and changed

    contents of collagen type in tendon of cerebral palsy patient  전남대	정성택

 Intoeing gait in spastic diplegia  연세대	김현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서 척추전방굴곡이 늑골고의 높이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서승우

 Neighboring metatarsal and phalangeal bone shortening in brachymetatarsia  부산대	김휘택

 편측 선천성 근위 요척골 골결합 환자의 전완골 길이 부동  서울대 정진엽

 소아 경골 염전에 전산화 단층 검사의 유용도  한양대 황건성

 Interposition of perichondrial cells embedded in fibrin beads into physeal defect of rabbit’s tibia  서울대 유원준

 신생아의 heel stick 천자 후 발생한 감염증  가톨릭대	이한용

 Unusual cases of periosteal reaction 	연세대 박희완

 단순 절제술 후 재발한 전완부의 nodular fasciitis  부산대 김휘택

제 4 부 - 자유연제 및 증례 III  좌장 : 김세동

 분만손상  한양대	김태승

 Birth-associated femoral fractures  고려대	이순혁

 고수상 석고 고정을 이용한 소아 대퇴골 간부 골절의 치료  성균관대 심종섭

 Long-term follow up after treatment of complicated femur shaft fracture in children (2 case reports)  계명대	송광순

 소아 족부 연부조직 손상후 발생한 족하수의 치료  전남대	정성택

 소아의 요골두 및 경부 골절시 K 강선을 이용한 치료  충남대	신현대

 종골 골단 건열 골절  전남대	정성택

 제 19 차 추계학술대회   2003. 10. 15. (수) 오후 1:00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제 1 부 - 연수보고  좌장 : 박희완

 Surgical management of coxa vara deformity in spondyloepiphyseal

    dysplasia or spondyloepimetaphyseal dysplasia  경북대 오창욱

제 2 부 - 자유연제 및 증례 I  좌장 : 황건성

 Simultaneous occurrence of bilateral LCPD in identical twins  전남대 노성만

 The dynamic MRI in Legg-Calve-Perthes disease  부산대	김휘택

 Ipsilateral LCP on DDH?  고려대	이석현

 Acceptable plain radiogram, but unhappy arthrogram in a residual LCPD case 	서울대	조태준

 Eighteen years follow up of bilateral DDH and treatments  가톨릭대 옥인영

 Unresolved problems in the radiologic abnormality of the acetabulum of the DDH  충남대 신현대

 Residual subluxation of developmental dislocation of the hip  연세대 박희완

 Reconstructive surgery for the hip of the infection sequelae-Two different cases  성균관대 심종섭

제 3 부 - 초청 연자 특강  좌장 : 박희완

 Legg-Perthes disease Texas Scottish Rite Hospital for Children John A. He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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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 자유연제 및 증례 II  좌장 : 김세동

 Orthopaedic Selective Spasticity-control Surgery for the

    shoulders in spastic palsy patient (travelling fellow) Shinkoen	Handicapped	Children's	Hospital	Shinji Fukuoka

 Gait patterns according to the torsional deformity in cerebral palsy part II -Spastic diplegia 	서울대 정진엽

 A spastic diplegia patient with pes planovalgus and equinovarus  울산대 박수성

 Neuromuscular scoliosis  고려대 서승우

 Ultrasonographic diagnosis of congenital clubfoot in intrauterine period  계명대	송광순

 Developmental coxa vara -2 cases  한양대 황건성

 Tibia hemimelia with cleft hand  동아대 김성수

제 5 부 - 자유연제 및 증례 III  좌장 : 옥인영

 Bilateral femur neck fracture in 8 year-old boy  전남대 정성택

 Neglected medial condyle fracture -3 cases  서울대 유원준

 상완골 과상부 골절 후 가골에 의한 요골 신경 마비  한림대	신용운

 9세 여아의 화농성 고관절염 후유증  가톨릭대	이한용

 Juvenile ankylosing spondylitis presenting as osteolytic lesion of the talus  전북대 김정렬

 Ball & socket ankle joint in two patients  경상대 송해룡

 Compartment syndrome by leukemic infiltration in a boy with CML  고려대	이순혁

 Quadricepsplasty for recurrent patella dislocation in patients

    with generalized ligament laxity and trochlea hypoplasia  연세대	김현우

 제 20 차 춘계학술대회   2004. 6. 4. (금) 오후 1:00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제 1 부 - 연수보고  좌장 : 김세동

 Recurrence after femoral derotational osteotomy in cerebral palsy  을지대	김하용

제 2 부 - Basic & Hip  좌장 : 옥인영

 Affecting growth arrest by electrical current in rabbit

    growth plates: a model of epiphysiodesis  경북대	오창욱

 Pathoanatomy of acetabular bicompartmentalization

    in children with Legg-Calve-Perthes disease  서울대 조태준

 Pathoanatomical factors responsible for femoral shortening

    in Legg-Calve-Perthes’disease  전남대	노성만

 Comparison of femoral varus and Salter innominate

    osteotomies in LCPD. A follow-up study at skeletal maturity  서울대 최인호

 Preliminary reports of epidemiology and demographics of

    Slipped Capital Femoral Epiphysis in Korea

    (Nationwide Multicenter Survey by KPOS)  계명대 송광순

 다발성 섬유성 골 이형성증에 동반된 대퇴골 변형의 치료  전남대	정성택

제 3 부 - Spine & Neuromuscular  좌장 : 노성만

 Use of pedicle screw for correction of spinal deformity in juvenile patients  전남대	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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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surement of lung volume in idiopathic scoliosis patients  고려대	서승우

 Tibialis anterior transfer for calcaneal gait in patients with myelodysplasia  연세대 김현우

 뇌성마비의 불안정성 고관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 경험  서울대 정진엽

 Foot deformity correction and concomitant tibial lengthening in poliomyelitis  고려대 송해룡

 Femoral anteversion in the hips with anatomical or positional variation 	서울대	유원준

제 4 부 - 특 강  좌장 : 김세동

 Percutaneous pinning in the management of upper limb

 fractures in children Flexible flat foot in children-the myths! Prince	of	Wales	Hospital,	Hong	Kong Jack C-Y Cheng

제 5 부 - Upper Extremity, Tumor, Infection  좌장 : 박희완

 Diagnosis of acute leukemia in children with bone and joint pain  울산대 박수성

 Acute osteomyelitis in neonate  가톨릭대	옥인영

 Head tilt and facial asymmetry in congenital muscular torticollis  부산대 김휘택

 Operative treatment of congenital muscular torticollis in children  성균관대 심종섭

 선천성 척골 가관절증  동아대	김성수

 선천성 양측 제 5중수지 관절 탈구  가톨릭대 이한용

제 6 부 - Trauma  좌장 : 이석현

 초등학생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손상의 발생 양상 	한림대 신용운

 소아 상지 골절 - 전향적 다기관 역학 조사 -  고려대	이순혁

 Multiple fractures of long bone in premature infant occurring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가톨릭대	하난경

 연성 골수정을 이용한 소아 전완부 골절의 치료 - 예비보고  인제대 주석규

 Refracture of upper extremity in children  연세대 박희완

 Modified step-cut osteotomy for the cubitus varus deformity  이화여대 윤여헌

 제 20 차 추계학술대회   2004. 11. 13. (금) 오전 8:30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강의실

제 1 부 - 증례 토론 I  좌장 : 옥인영

 Bilateral hip dislocation in a 18 months old patient  울산대 박수성

 Baby with subtle DDH  부산대 김휘택

 Congenital pseudarthrosis of clavicle - three cases  성균관대	심종섭

 Lateral growth disturbance of the proximal femur in

    premature infants who had neonatal sepsis  경북대	오창욱

 Post-infectious anterior dislocation of the hip. A case report  서울대 유원준

 Unstable hip after neonatal septic arthritis  이화여대 윤여헌

 Femoroacetabular impingement due to acetabular retroversion

    after open reduction and Salter innominate osteotomy  서울대 최인호

제 2 부 - 초청강연 및 교환 Fellow  좌장 : 김세동

  Showa	university,	Japan S. Saito 

  Shizuoka	Children’s	Hospital,	Japan	N. H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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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부 - 증레 토론 II  좌장 : 박희완

 경직성 양측마비에서의 crouch 보행에 대한 슬개건 전진술  서울대 정진엽

 Bilateral calcaneovalgus deformity in congenital CNS anomaly  고려대	이순혁

 Equinovarus gait in CP spastic diplegia  연세대 김현우

 Antecubital or popliteal pterygium in the nail-patella syndrome  고려대	송해룡

 Type Ⅴ osteogenesis imperfecta 	서울대 조태준

 Stopping at L3 and going up to upper thorax in scoliosis surgery for fusion  고려대	서승우

제 4부 - 증례 토론 III  좌장 : 최인호

 Leg length discrepancy after ipsilateral femur and tibia fracture  가톨릭대 옥인영

 Irreducible traumatic dislocation of the hip  안산본병원 양민석

 Subtrochantric femoral fracture following removal of screw for

    femoral neck fracture in a child  계명대	송광순

 Sleeve type fracture of patella 	한양대	김태승

 치료가 어려웠던 osteofibrous dysplasia -1예 보고-  가톨릭대	이한용

 Malunion of slipped capital femoral epiphysis  동아대 김성수

 Hip fracture and dislocation in 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  전남대 정성택

 Diagnosis and Pavlik harness treatment of DDH Showa	University,	Japan	Susumu Saito

 Congenital anterolateral bowing and pseudarthrosis of the tibia:

    pathogenesis and treatment with Ilizarov apparatus

    초청강연(traveling fellow) Shizuoka	Children's	Hospital,	Japan	Nobuhiko Haga

 A myelomeningocele child with hip dislocation (초청강연) Fukuoka	Children's	Hospital,	Japan Toshio Fujii

 제 21 차 춘계학술대회   2005. 6. 3. (금) 오전 오후 1:00~6:00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Part I - 연수보고  좌장 : 최인호

 Knee Arthritis following Femoral Lengthening in

 Patients with Congenital Short Femur  가톨릭대 정창훈

Part II - Hip  좌장 : 이광진

 Hip Development after Reduction in Developmental Dislocation of the Hip

    -Long-term Follow-up to Skeletal Maturity of 64 Hips-  전남대 노성만

 Treatment of DDH in children between 6 months and 3 years of age:

    Decision-making of closed versus open reduction  서울대 최인호

 Bernese Periacetabular Osteotomy for Treatment of Acetabular Dysplasia  부산대	김휘택

 LCP병의 보존적 치료 실패와 관련된 MRI상의 위험 예후 인자: 예비보고  서울대	유원준

 Outcome of Cheilectomy in Legg-Calve-Perthes Disease

   - Minimum 25-year follow-up of 5 cases -  전남대	정성택

 Septic Arthritis Complicated with Dislocation in Neonates  고려대	이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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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 초청연자  좌장 : 최인호

 Closed Gradual Reduction of DDH after Walking Age Shiga Medical Center for Children, Moriyama, Japan Shigeo Suzuki

Part IV - Genetic & Tumor  좌장 : 황건성

 Rotational profile of the lower extremity in achondroplasia: A Computed Tomographic study of 25 patients  고려대 송해룡

 Deformity Correction of the Upper Extremity in Osteogenesis Imperfecta Patients  서울대	조태준

 광범위 골막외 절제 후 유리 생비골 이식술로 치료한 재발성 골섬유성 이형성증 - 1례 보고 -  가톨릭대 옥인영

 동측 경골과 대퇴골에 발생한 low-grade osteosarcoma  한양대	김태승

Part V - Neuromuscular & Foot  좌장 : 옥인영

 마비성 요내반족에 대한 광범위 족저내측 유리술 후 역동적 족저압의

    비례추진력과 중심이동경로의 변화  연세대	김현우

 Femoral Varus Osteotomy with or without Peri-ilial Osteotomy

    for Spastic Hip in Cerebral Palsy: a long-term follow-up over 10 years 	경북대 오창욱

 경직성 양측 마비에서의 양측 대퇴 감염 절골술  서울대 정진엽

    Clinical Evaluation of the Ponseti Method for the Conservative Treatment of Idiopathic Clubfoot 	울산대 박수성

Part VI - Trauma Sequelae etc  좌장 : 송광순

 소아 상완골 과상부 골절에서 시상면 부정유합의 자연 경과  연세대	박희완

 The Effect of Post-traumatic Cubitus Varus on Proximal Ulnar Bowing in Growing Children  충남대 신현대

 Tardy posterolateral instability associated with cubitus varus deformity 이화여대	윤여헌

 Cervical Rib syndrome  동아대 김성수

Part VII - Acute Trauma  좌장 : 박희완

 외고정기를 이용한 전위된 소아 대퇴골 과상부 골절의 치료  가톨릭대	김석중

 Unusual case of Suracondylar Fractures in Children  계명대	송광순

 소아의 불안정성 전완부 원위부 골절에 대한 척골을 관통하는

    단일 K-강선 고정술 일반적 K-강선 고정술과의 비교-  중앙대	정호중

 Percutaneous Reduction Technique for Severely Displaced Supracondylar

    Fracture of Humerus in Children- A Good Alternative  고려대	서승우

 핀 지렛대 정복 방법을 이용한 소아 상완골 과상부 전위 골절의 치료 가톨릭대 이한용

 제 21 차 추계학술대회   2005. 10. 12. (금) 오전 오후 1:00~6:00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Part 1. Hip  좌장 : 박희완 

 Treatment of Femoral Epiphyseal Separation  고려대 서승우

 Derotational osteotomy in SCFE complicated with avascular necrosis 	연세대 박희완

 Slipped Capital Femoral Epiphysis Occurred in Patients over 20 Years 	전남대	정성택

 Treatment of Coxa Vara  한양대 황건성

 Treatment of Congenital Femoral Shortening with Coxa Vara  김용욱	정형외과의원 김용욱 

 Treatment of Hip Ankylosis after Idiopathic Chondrolysis  부산대	김휘택

 Arthrodiastasis in LCP  동아대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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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nge Abduction Developed after Femoral Osteotomy in Perthes’ Disease 	고려대	이순혁

 

Part 2. Foot & Leg, Neuromuscular, Metabolic  좌장 : 이광진

 A Case of Untreated Club foot : How can we treat it?  대전한국병원	박승준

 A residual clubfoot deformity with partial physeal growth arrest of tibia  서울대	유원준

 Talocalcaneal Coalition  한양대 김태승

 “Gymnasium” toe injury on IP joint of hallux in children  한림대	신용운

 Management dilemmas in congenital pseudarthrosis of tibia  고려대 송해룡

  Multiple fractures in premature very low body weight infant with rickets  계명대	송광순

 

Part 3. Special Lectures  좌장 : 최인호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의 창립과 발전  서울대 최인호

 

Part 4. Infection & Tumor  좌장 : 옥인영 

 Unusual Complication in a septic hip  성균관대	심종섭

 Surgical Reconstruction of Type IVB Septic Hip Sequelae with Deformed Proximal Femur  울산대 박수성

 Sequelae of Neonatal Osteomyelitis  가톨릭대 이한용

 Dysplasia Epiphysealis Hemimelica  연세대 김현우

 Kaposiform Hemangioendothelioma of the Lower Leg Causing  Tibiofibular Pseudoarthrosis  서울대 조태준

 Limb Salvage for Osteosarcoma in the Skeletally Immature Proximal Tibia  이화여대 윤여헌 

 

Part 5. Trauma  좌장 : 김세동 

 Complications of Femur Neck Fractures in Adolescence  충남대 신현대

 Nail-assisted Percutaneous Plating for Pediatric Femoral Fracture  경북대	오창욱

 Leg Length Change after Correction of Angular Deformity  전남대 정호중 

 Physeal Bar Resection Using Intra-operating Room C-arm CT  을지대 김하용

 제 22 차 춘계학술대회   2006. 6. 2. (금) 오전 오후 9:00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Part I. 외상  좌장 : 정진엽

 소아 상완골 과상부 골절  충남대	신현대 

 팔씨름 도중 발생한 상완골 내상과 골절  이화여대	윤여헌 

 외측 폐쇄성 쐐기 절골술을 이용한 소아 내반주 변형 치료후 발생되는 외측 돌출의 재형성  성균관대	심종섭 

 연식 골수강내 금속정 또는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소아 대퇴골 골절의 수술적 치료  울산대	박수성 

 신연골 형성술 후 가골의 변형을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  경북대 오창욱 

 ACT for comminuted talus fracture 	가톨릭대 김석중 

 

Part II. 기타  좌장 : 박희완

 Extension block of the knee in children with discoid meniscus  서울대	유원준 

 A large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curve in a skeletally immature patient

    : Is early surgery the correct approach?  고려대 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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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phometric changes of the acetabulum after Dega osteotomy in cerebral palsy - a preliminary report -  서울대	정진엽 

 소아에서 골 결손에 대한 골막보존 비골이식  전남대 정성택 

 Nontuberculous mycobacterial arthritis of the ankle in a 6-year-old boy  서울대 이동연 

 

Part III. Exchange Fellow  좌장 : 송광순 

 Persistent acetabular dysplasia in developmental dysplasia of the hip (DDH)

 : factors causing pain and our treatment  	Fukuoka	Children’s	Hospital,	Japan	Akifusa Wada

 Part IV. 고관절 및 족부  좌장 : 송광순

 Gait changes after greater trochanter transfer in patients with unilateral Legg-Perthes disease 	연세대 주선영 

 Perthes disease in children under 4 years old  서울대 최인호 

 Behavioral characteristic of children with Legg-Calve-Perthes disease  한양대 황건성 

 선천성 만곡족 환아의 수술적 치료결과  부산대 김휘택 

 Changes in dynamic foot pressure pattern after calcaneal neck 

    lengthening osteotomy and extraarticular subtalar arthrodesis 

   in cerebral palsy patients with pes planovalgus  한림대 박건보 

Part V. 초청강연  좌장 : 최인호 

 Radiologic diagnosis of skeletal dysplasia 	아주대	김옥화 

 Recent advance in diagnosis and treatment of genetic diseases  울산대 유한욱 

 

Part VI. 유전성 및 대사성 골질환  좌장 : 황건성 

 A recurrent mutation in BMP type I receptor ACVR1 causes inherited 

    and sporadic fibrodysplasia ossificans progressiva  서울대 조태준 

 Atypical presentation of spondyloepiphyseal dysplasia congenita  고려대 송해룡 

 Gastrointestinal and hepatobiliary diseases associated rickets and osteoporosis  서울대 이기석 

 Two cases of trichorhinopahlangeal syndrome(TRP1)  계명대	송광순 

 Hip dysplasia and genetics in Charcot-Marie-Tooth disease  고려대 이순혁 

 Chondrodysplasia punctata  연세대	박희완 

 가족력이 있는 진행성 족부 변형 증례 	가톨릭대 이한용 

 양측 내반고 변형 	동아대	김성수

 제 22 차 증례 토론회   2006. 10. 17. (화) 오후 1:00 그랜드 힐튼 호텔

Part Ⅰ. 연수보고 (13:00~13:15)  좌장 : 최인호 

 A comprehensive classification scheme for pediatric proximal tibial fractures  전북대 김정렬 

Part Ⅱ. Hip (13:15~14:35)  좌장 : 옥인영 

 Salvage treatment for the failed pelvic osteotomy in unilateral adolescent dysplastic hip  고려대 이순혁 

 The use of the Bernese periacetabular osteotomy in cases of hip incongruity or increased neck-shaft angle  부산대 김휘택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충남대 신현대 

 All-year-old girl with late-onset Perthes’ disease  서울대 유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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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genital adductor contracture of the hip: 2cases.  서울대 이기석 

 Avascular Necrosis after the Reduction of SCFE in a 12-year-old girl  서울대 이동연 

 GMFCS level Ⅳ 사지마비에서의 고관절 불안정성의 치료  서울대 정진엽 

 Developmental dysplasia of the hip in meningomyelocele with hydrocephalus  계명대	송광순 

Part Ⅲ. Special Lecture  좌장 : 최인호 

 Decision-making in the management of congenital pseudarthrosis of the tibia 

  Joseph	:Kasturba	Medical	College,	Manipal	University,	India	Benjamin Joseph 

 Orthopedic management of bladder exstrophy in childre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USA Kit M. Song 

 Treatment of slipped capital femoral epiphysis beyond in sity fixation  Harvard	Medical	School,	Boston,	USA Michael Millis 

 

Part Ⅳ. Congenital & genetic  좌장 : 송광순 

 Derotational osteotomy in radio-ulna fibrous synostosis  한림대 박건보 

 Dysplasia epiphysealis hemimelica - 수술적 치료 2례 경험  성균관대 심종섭 

 Congenital pseudarthrosis of fibula  연세대 박희완 

 Congenital or post-traumatic distal tibiofibular coalition  전남대 정성택 

 Management of clubfoot in a 15 months old toddler : PMR or SSTR  울산대	박수성 

 Congenital hallux varus  연세대 김현우 

 Leri-Weill dyschondrosteosis  동아대 김성수 

 Illizarov correction for recurvatum deformity in spondyloepiphyseal dysplasia congenital  고려대 송해룡 

 Intramedullary roding in osteogenesis imperfecta patient with obliterated marrow, cavity  서울대 조태준 

Part Ⅴ. Others  좌장 : 정진엽 

 Acute septic hip in excessive low birth weight(ELBW) neonate  가톨릭대	이한용 

 Plate-guided limb lengthening to remove the external fixator faster  경북대 오창욱 

 Remodeling of the distal radius after epiphysiolysis and lengthening  가톨릭대 옥인영 

 경직성 사지마비에서 양측 고관절 안구를 동반한 crouch 보행의 치료  서울대 박문석 

 Revision of CP scoliosis for progression of curve & metal breakage  고려대 서승우 

 Failure after fixation with flexible IM nail in adolescent femur shaft fracture  인제대 주석규

 제 23 차 춘계학술대회   2007. 6. 1. (금) 오전 9:00 대구 동산의료원

Part I. 심포지엄 I Update in children fracture management  좌장 : 송광순 

 Update in Children’s Fracture Treatment - Flexible Intramedullary Nailing  이화여대 윤여헌

 Plate & Screw Fixation in Children Fractures  경북대 오창욱

 Use of external fixator in children fractures 고려대 송해룡

 Management of Fracture Sequelae  서울대	조태준

Part II. 자유연제  좌장 : 최인호

 소아 내반슬 변형 교정을 위한 보조기 치료의 유용성  울산대 박수성 

 Prognostic Factors of Perthes’ Disease:Implication of Lateral Subluxation(LSI)  서울대 이동연 

 Arthroscopic treatment of Symptomatic Discoid Meniscus Tear in Children  가톨릭대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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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ing related Local Growth Factors Affect Muscle Regeneration in Distraction Osteogenesis  충남대	신현대 

 Osteoid Osteoma in Skeletally Immature Patients  서울대 유원준

Part III. 심포지엄 II Update in Legg-Calve-Perthes disease  좌장 : 정진엽 

 Etiology and Pathogenesis of LCPD 충남대 정성택 

 Susrgical treatment of legg-calve-perthes disease  부산대	김휘택 

 Legg-Perthes Disease -Treatment Principles & Conservative method  성균관대	심종섭 

 Salvage procedures of perthes’ disease  서울대 최인호

Part IV. 특별강연  좌장 : 옥인영, 송광순

 Structure and function relationship of RUNX2 transcription factor  경북의대	생화학교실 최제용  

 Treatment outcome of atlanto-axial rotatory fixation treated with a halter traction 

  National	Center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Tokyo Hiroshi Kusakabe

Part V. 증례토론  좌장 : 박희완

 Sleeve fracture of upper pole of the patella in a child: a case report  가톨릭대 이한용 

 골단판 손상이 없는 원위 경골 성장장애  동아대 김성수 

 경직성 편마비에서의 대퇴골 감염 절골술 이후의 잔존 골반 외회전  서울대 정진엽 

 Engelmann’s disease  연세대 박희완 

 LCPD or late avascular necrosis after treatment of DDH at the same hip  전북대	김정렬 

 중수지 관절 부위에서 제 3, 4 수지 신전건의 외상성 탈구  한림대	박건보 

Part VI. 자유연제  좌장 : 김세동

 Neuro-vascular injuries associated with supracondylar fractures of the humerus in childre  충북대	김정렬 

 Management of Neuromuscular Scoliosis with Posterior only Pedicle Screw Fixation  고려대	서승우 

 소아 잠행 골절(Occult Fractures in Children)  가톨릭대	이한용 

 Tardy Displacement of Isolated Radial Head Dislocation: Is “ulnar bow sign”valid?  고려대 이순혁 

제 23 차 증례 토론회   2007. 10. 17. (수) 오후 1:00 그랜드 힐튼 호텔

Part I. Hip  좌장 : 최인호 

 Residual hip dysplasia after open reduction of bilateral DDH  전북대	김정렬

 Chondrolysis after open reduction and Salter osteotomy in a DDH patient  서울대 이동연 

 Neglected DDH with shrinkage of true acetabulum  계명대	송광순 

 Bilateral spontaneous dislocation of the hip in 5 yr-old girl  성균관대	심종섭 

 Hip Dysplasia in a Patient with Lumbosacral Agenesis  부산대 김휘택 

 A 13-year-old boy with remote Slipped Capital Femoral Epiphysis  연세대 박희완 

 Hip Abduction Contracture in Patients with Perthes’ disease: 2 cases  서울대	유원준 

 Hip pain of newly onset in a adolescent with LCP,

    Hip arthroscope as a new armamentarium in treating hip joint pain  고려대 이순혁 

 LCPD with Hinged Abduction  이화여대 윤여헌 

 Painful impingement of hip joint in a 14 year old girl  울산대	박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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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teochondroma-like lesion of the femoral head after septic arthritis of the hip: 

    a cause of femoro-acetabular impingement 	서울대 최인호 

Part II. 특별강연  좌장 : 송광순

 Developmental hip dislocation and dysplasia;  What I have learned

    over the last 32 years.  University	of	Iowa	Stuart L. Weinstein

Part III. Congenital & Genetic  좌장 : 김세동

 A 14-year-old girl with fixed knee joint contracture  연세대	김현우 

 Limb lengthening for complete fibular hemimelia with massive shortened limb.  고려대	송해룡 

 Congenital radial head dislocation with arthrogryposis  가톨릭대	이한용 

 A 9-year-old girl with severe knee joint contractures and spinal deformity  연세대	이기석 

 척추 골간단 이형성증에 동반된 내반고  한양대	김태승

 Genu valgum in Ellis van Creveld Syndrome  경북대	오창욱

 Autosomal Recessive Multiple Epiphyseal Dysplasia Caused by Novel Mutations in DTDST gene  서울대 조태준 

Part IV Trauma  좌장 : 정진엽

 소아 대퇴 경부골절후 발생한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전남대 정성택 

 유연성 골수정으로 치료한 소아 대퇴골 골절에서 발생한 부정유합  중앙대	정호중 

 Distally based sural artery flap in degloving foot and ankle injury  동아대 김성수

 Autologous Chondrocyte Transplantation (ACT) for the Osteochondritis Dissecans (OCD)

    of the Knee -A case report-  가톨릭의대 정창훈 

 Neck pain with similar x-ray findings;  2 cases  을지대 김하용 

 A 10-year-old girl with severe planovalgus feet and hydrocephalus  연세대 주선영 

 Corrective osteotomy in Blount disease - Two cases with different osteotomy  한림대 박건보 

 제 24 차 증례 토론회   2008. 4. 18. (금) 오전 8:40 대구 인터불고 호텔

Session I  좌장 : 김세동

 Neglected clubfeet deformity in a 4 year old Mongolian boy  울산대 박수성

 Ulnar dysplasia with focal cortical indentation  이화여대 윤여헌

 Atraumatic open procedure”vs surgical dislocation for the treatment of SCFE.  연세대 이기석

 Femoral head found avascular intraoperatively in a SCFE Patient  서울대 조태준 

 Legg-Perthes Disease in a Down syndrome patient  성균관대 심종섭

 Extrusion of the femoral head after valgus osteotomy in Legg-Calve-Perthes Disease  전북대	김정렬

Session 2  좌장 : 정진엽

 A boy who had multiple problems in lower extremity

    (vertical talus, hip dislocation, genu valgum, tibial torsion etc.)  부산대 김휘택

 Coxa vara in a patient of osteopetrosis? Treated successfully by valgus subtrochanteric osteotomy  고려대 송해룡

 Osteomyelitis caused by Bacille Calmette-Guerin (BCG) vaccination: 2 cases  서울대 유원준

 Osteoid osteoma of the acetabulum and multiple bone tumors of contralateral femur In a eleven years-old boy  고려대 이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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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sinophilic granuloma - a case of difficult differential diagnosis with osteomyelitis  가톨릭대 이한용

 Valgus deformity of ankle after distal fibulectomy  전남대 정성택

Session 3  좌장 : 최인호

 [Special Lecture] 

 Current management of Legg-Calve-Perthes disease: Are we doing any good? 

  Shriners	Hospital	for	Children,	Tampa,	Florida	Harry KW Kim, M.D.

 [JPOA fellow] 

 Botulinum toxin A treatment for opisthotonus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Saga	Handicapped	Children’s	Hospital,	Saga,	Japan	Makoto Ryu, M.D.

 

Session 4  좌장 : 송광순

 Hip instability in a cerebral palsy patient  서울대 박문석

 Treatment of severe congenital scoliosis with diastomatomyelia with posterior multiple vertebral osteotomy  고려대 서승우

 Septic arthritis of the elbow after closed reduction and K-wire fixation of 

    lateral humeral condylar fracture with 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 with anhidrosis  동아대	김성수

 Closed reduction and percutaneous pinning for severely displaced lateral condylar fracture in children  인제대 신용운

 Capitellar nonunion in adolescents  한림대 박건보

 Heterotopic ossification in pediatric elbow  경북대	오창욱

 제 24 차 학술대회   2008. 6. 4-7. (수)-(토) 라마다 플라자 제주 호텔

The Combined Meeting of Spinal & Pediatric Sections of APOA

 제 25 차 춘계학술대회   2009. 6. 5. (목) 오전 9:30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Part I Hip  좌장 : 최인호

 Intraarticular impediment to complete reduction in 

    arthroscope-assisted reduction in developmental dysplasia of the hip  고려대	이순혁

 내측 도달법을 이용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의 수술적 정복  서울대	배정연

 The Epidemiology and Prognosis of Bilateral 

    Legg-Calve-Perthes Disease (LCPD): A comparative study with unilateral LCPD 전북대 정성택

 Stimulated acetabular growth after shelf acetabuloplasty in Perthes’ hips : 3D-CT evaluation  서울대 유원준

 Evaluation of the femoral head roundness in Legg-Calve-Perthes disease by new measuring method  부산대 김휘택

 대퇴골두 골단분리증에 시행한 근위 대퇴골 절골술  울산대	장재석

Part II. Special Lecture  좌장 : 정진엽

 Renal hypophosphatemic rickets  서울대 최  용

Part III. TPOS exchange fellow  좌장 : 정진엽 

 Physeal change after bone TB infection in children  Chang	Gung	Chidlren	Hospital,	Taoyuan,	Taiwan Hsuan-Kai Kao,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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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V. Case  좌장 : 김세동

 Pathologic femur neck fracture in pycnodysostosis  동아대 김성수

 Case reports of management of fibular hemimelia 고려대 송해룡

 선천성 고위 견갑골에 대한 정위술 후 발생한 제 1-2 경추 회전 아탈구  서울대 조태준

 초극소저출생체중아에서의 화농성 관절염 치료 경험 -8년 추시 결과-  성균관대 심종섭

 Post-streptococcal reactive arthritis  연세대	박희완

 Limp due to osteochondrosis-like lesion of tarsal cuboid bone -possible transient ischemia of tarsal cuboid 가톨릭대 하난경

Part V. Basic & Congenital  좌장 : 박희완

 Novel angiogenic growth factor, COMP-Ang1 accelerates new bone 

    formation in a rat model of distraction osteogenesis  전북대 김정렬

 The Effects of NSAIDs on Longitudinal Growth of the Growth Plate  연세대 이기석

 Functional implications of involvement of the subtalar Joint in tarsal coalitions: A pedobarographic study  연세대 노재영

 Femoral lengthening in achondroplasia- magnitude of lengthening 

    versus callus feature, stiffness of adjacent joints and fracture.  고려대 송해룡

 Fibular Status-based Algorithmic Approach to Ilizarov Osteosynthesis 

    and Ankle Stabilization of Atrophic Type Congenital Pseudarthrosis of the Tibia (CPT).  서울대	최인호

Part VI. Trauma & NM  좌장 : 송광순

 Osteosynthesis for nonunion of the lateral condyle of humerus  가톨릭대 옥인영

 Closed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f Completely Displaced 

    and Rotated Lateral Condyle Fractures of the Humerus in Children  계명대 송광순

 소아 상완골 과상부 골절에 대한 Dorgan식 외측 교차형 핀 고정술  이화여대 윤여헌

 소아 경골 골절에 대한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고정술  경북대 오창욱

 Surgical correction and fusion using posterior-only pedicle screw 

    construct for neuropathic scoliosis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 a three-year follow-up study.  고려대 서승우

 Short term Effects of Proximal Femoral Derotation Osteotomy 

    on Kinematics in Ambulatory Patients with Diplegia  서울대 박문석

 대퇴골 내염전 변형의 해부학적 계측  을지대	김하용

 Reappraisal of the Silfverskild Test: Ultrasonographic Assessment of 

    Architectural Properties of the Triceps Surae Muscle Complex  연세대	김현우

 제 26 차 학술대회   IFPOS 2010 SEOUL 공동개최 (수)~(토) 2010. 9. 8-11 서울 신라 호텔

 제 26 차 증례 토론회   2010. 10. 13. (수) 오후 1:00 그랜드 힐튼 호텔

Part I. 연수보고  좌장 : 정진엽

 Children’s Hospital Boston: Sports Medicine  서울대	유원준

 Alfred I. DuPont Hospital for Children: Hip and Cerebral palsy  가톨릭대	주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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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JPOA Exchange fellow presentation  좌장 : 정진엽

 Is there any correlation between femoral anteversion and 

    acetabular morphology in developmental dysplasia of the hip?  	Kyushu	Univ.	Mio Akiyama

Part III. Hip  좌장 : 최인호

 Developmental coxa vara  연세대 박희완

 발달성 내반고와 동반된 대퇴 골두 골단 분리증 및 반대측 고관절의 LCP 병  가톨릭대 옥인영

 Slipped capital femoral epiphysis after septic arthritis of the hip  가톨릭대	주선영

 One-stage 4 in 1 hip procedure for stable, moderate to severe hip  서울대	최인호

 A case of anterior impingement after late onset LCP 	인제대 신용운

 Post-traumatic subluxation of left hip joint in a 7 year old boy  울산대 박수성

 Hip fracture in CIPA  전남대	정성택

 A 6 year old boy with septic hip sequelae  성균관대 심종섭

 Osteonecrosis of femoral head treated with alendronate in a 14 years old  경북대 오창욱

Part IV. Special lecture  좌장 : 정진엽

 Pelvic osteotomies: dissecting the nomenclature  National	Univ.	of	Singapore James Hui

 Developmental foot deformities in older children  Washington	Univ.	Perry Schoenecker

Part V. Foot & Trauma  좌장 : 박희완

 Calcaneonavicular coalition : indication for correction of concomitant Planovalgus foot deformity  건양대	노재영

 Bracket epiphysis  부산대	김휘택

 4년 경과된 진구성 외상성 요골두 탈구 : 관혈적 정복술 및 윤상 인대 재건술 후 장기 추시 결과  가톨릭대 정창훈

 Ipsilateral femoral neck and shaft fracture in children  계명대 송광순

 Physeal bar resction under computer-guided assistance  전북대	김정렬

Part VI. Others  좌장 : 송광순

 소아 구루병  충남대 신현대

 Paravertebral ossification of Vitamin D resistant rickets  고려대 송해룡

 Congenital circumferential constriction bands  연세대 김현우

 Congenital bowing of the ulna and aggressive fibromatosis  이화여대	윤여헌

 Intraarticular osteoid osteoma in children’s hip  한양대	김태승

 단순 골낭종과 성장장애  동아대 김성수

 제 27 차 학술대회   2011. 6. 10. (금) 오전 8:30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하나스퀘어

Part I. Hip  좌장 : 최인호

 Failed Pavlik method in unilateral hip dislocation  고려대	이순혁

 Neonatal hip screening for developmental dysplasia of the hip

    :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and ultrasound examinations  고려대	이순혁

 Chiari osteotomy for residual hip dysplasia  충남대 신현대

 Three dimensional effect of the proximal femoral osteotomy  동아대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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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p Dose the femoral intertrochanteric open wedge varus osteotomy 

    for Legg-Calve-Perthes disease change lower extremity axis?  가톨릭대	정창훈

 Surgical dislocation and osteochondroplasty in Legg-calve-Perthes disease  서울대 최인호

 The role of Leptin in Legg-Calve-Perthes disease  전북대	김정렬

 Pelvic obliquity & apparent lengthening after valgus osteotomy 

    for the treatment of Legg-Calve-Perthes disease  전북대	김정렬

 발달성 내반고의 치료 결과  가톨릭대	임영욱

 

Part II. TPOS exchange fellow lecture  좌장 : 이순혁

 Pelvic height increase following Salter osteotomy and 

    Pemberton acetabuloplasty in developmental dysplasia of the hip  National	Taiwan	University	Kuan-Wen Wu 

Part III. Mini-Symposium: Idiopathic scoliosis  좌장 : 김휘택

 Introduction and Natural history  연세대 김학선

 Conservative management 	고려대 서승우

 Surgical management  울산대 이춘성

Part IV. Special lecture  좌장 : 송해룡 

 Multiple epiphyseal dysplasia : Past, present, and future  아주대	김옥화

Part V. General affections and Tumorous conditions  좌장 : 윤여헌 

 Unicortical locking plating in addition to intramedullary rodding f

    or long bone stabilization in osteogenesis imperfecta  강원대	이    강

 Nonunion after interlocking telescopic rod in osteogenesis imperfecta  한림대	곽윤해

 Growth disturbance after limb lengthening in achondroplasia  고려대	송해룡

 Limb length discrepancy and its effect on the longer limb  고려대	송해룡

 Cellular origin of fibrous hamartoma at congenital pseudarthrosis 

   of the tibia associated with neurofibromatosis type I  서울대 조태준

 Distraction osteogenesis of the femur in cleidocranial dysplasia  전남대	Rathod

 Treatment outcomes of osteofibrous dysplasia  전남대 정성택

 The role of surgical management of GM1 type 3 gangliosidosis  전남대	정성택

Part IV. Knee and Miscellaneous  좌장 : 김성수

 Meniscal morphologic changes in MR imaging are associated with 

    symptomatic discoid lateral meniscus tear in children  서울대	유원준

 Surgical treatments for chronic dislocation of the patella in children 

    with torsional malalignment of the lower extremity 	연세대	김현우

 Genu varum associated with Trevor disease  충남대	신현대

 Obesity as the predisposing factor of tibia tubercle fracture in adolescents  인제대	신용운

 Community-associated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 in children’s musculoskeletal system  가톨릭대 주선영

 Prevalence and lifetime healthcare cost of cerebral palsy in South Korea  서울대 박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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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alence of obesity in ambulatory patients with CP 

    in the Korean population : a single institution’s experience  동국대	이상형

Part VII. Spine and Foot  좌장 : 심종섭

 9세 이하 소아에서의 척추측만증의 원인과 동반 기형의 빈도  계명대 손은석

 소아 선천성 척추 측만증  부산대 김휘택

 Change of craniofacial deformity after sternocleidomastoid muscle release in congenital muscular torticollis  서울대 조태준

 Malpractice in surgical treatment of brachymetatarsia  한림대	곽윤해

 Which toe component shoud be excised and when to treat postaxial polydactyly of the Foot?  전남대	박형원

 Extensive plantarmedial release for cavovarus foot deformity associated with spina bifida  인제대	박건보

 Results of anterior tibial tendon lateral transfer in residual clubfoot  성균관대 심종섭

Part VIII. Upper Extremity Trauma  좌장 : 신현대 

 Treatment of Monteggia fracture using pin elasticity method  가톨릭대	김석중

 Management of missed Monteggia fractures without reconstruction of the annular ligament  연세대 황진호

 Surgical treatment of posterolateral rotatory instability of the elbow in children 	가톨릭대 정창훈

 Late diagnosis of fracture of the medial condyle of the humerus with rotational displacement  계명대 송광순

 Cubitus varus deformity due to nonunion of the medial humeral epicondyle  제주대 신성진

 Single bone intramedullary fixation in pediatric both bone fractures of the forearm  이화여대	윤여헌

 Traumatic growth arrest of the distal ulna  인제대 박건보

 제 27 차 증례 토론회   2011. 10. 12. (수) 오후 1:00 그랜드 힐튼 호텔

Part I. 연수보고  좌장 : 이순혁 

 UCSD Muscle Physiology Laboratory, Rady Children’s Hospital: Muscle  연세대	이기석 

 Oregon State Univ. Kelley Engineering Center: Scaffold Engineering 	아주대 조재호 

Part II. Hip & Spine  좌장 : 최인호

 39개월에 내원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의 치료  가톨릭대 임영욱 

 Problems in brace treatment of DDH  연세대 박희완 

 KPOS survey: Pavlik harness for the treatment of DDH  서울대	조태준 

 Aitken class B unilateral proximal femoral focal deficiency associated with ipsilateral fibular hemimelia  전북대	김정렬 

 Can the catastrophic sequelae be predicted or modified in the septic hip of an adolescent?  고려대 이순혁 

 In situ pinning for SCFE aided by the navigation system  전남대 정성택 

 Progression of curve after thoracoplasty only in matured idiopathic scoliosis

    : The function of ribs on convex side. 고려대 Neeraj

Part III. Special Lecture  좌장 : 이순혁

 Treatment of acetabular dysplasia in DDH  가톨릭대 옥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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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V. Neuromuscular & Genetic disease  좌장 : 박희완

 Osteochondromatosis with Leg length discrepancy and angular deformity

    of the lower limb in children  계명대 송광순 

 Intraarticular osteochondroma stemming from the acetabular floor 

    causing hip subluxation. A case report in a 32-month-old boy  서울대	최인호 

 Correction of forearm deformity by distraction osteogenesis 

    in a 3-year-old boy with Masada type I like solitary osteochondroma  한림대	곽윤해 

 TRPV4-pathy Manifesting Both Skeletal Dysplasia And Peripheral Neuropathy  서울대	조태준 

 Fibromatosis in the region of the hip  부산대 이승준 

 Short stature and hip joint pain  고려대 송상헌 

 Planovalgus foot deformity with ball and socket ankle in a child with developmental delay  가톨릭대	주선영 

 Upper extremity surgery for the spastic quadriplegic cerebral palsy  인제대 박건보

 

Part V. Special Lecture  좌장 : 정진엽

 Diagnosis and Treatment of Crouch Gait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Ankle Dorsi-flexor Function After Plantar Flexor Surgery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Shriners	Hospital	for	Children	Jon R. Davids 

Part VI. Others  좌장 : 송광순

 외측 원판형 연골의 부분 절제술 후 발생한 대퇴골 외과의 박리성 골연골염: 3례 보고  서울대	유원준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 in a Young Child  이화여대	윤여헌 

 Ankle Pain in a 21 year old male patient  울산대	박수성 

 Nonunion of femur shaft Fracture  충남대	신현대 

 Femur neck fracture in a 9 year old girl  성균관대 심종섭 

 A Simple Technique for Removing a Locking Compression Plate With a Stripped Locking Screw  가톨릭대	김석중 

 Posteromedial bowing of tibia  동아대 김성수 

 An Unusual Case of Postaxial Polydactyly of the Foot  아주대 조재호 

 Posteromedial dislocation of the elbow with radial neck fracture  in a 9 year old boy  가톨릭대 이한용

 제 28 차 학술대회   2012. 6. 1. (금) 오전 8:30 고대구로병원 연구동 1층 대강당

Part I. Hip  좌장 : 김세동

 Slipped capital femoral epiphysis in adults: Report of 2 cases 	계명대	송광순

 대퇴골두골단분리증의 수술적 치료 결과  가톨릭대 임영욱

 Legg-Calve-Perthes병의 치료결과와 예후인자  서울대 최인호

 Decreased expression of leptin receptor in ischemic femoral head of diet-induced obese rats  전북대 김정렬

 CR of DDH facilitated by arthroscopic debridement: Two cases reports 	연세대	이기석

Part II. Limb Length Discrepancy  좌장 : 송광순

 경피적 골단판 통과 나사못 삽입술을 이용한 하지 부동 치료의 효과와 합병증 	서울대	조태준

 The accuracy of current methods in deciding the timing of epiphysiodesis  성균관대 심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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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wth disturbance after lower limb lengthening and quantitative 

    assessment of physeal closure in skeletally immature patients with achondroplasia.  고려대 송해룡

 Tibia lengthening with the submuscular plating technique in adolescents  경북대 오창욱

Part III. Special lecture  좌장 : 최인호

 Early recognition of MPS : from the perspective of orthopedic surgeons  National	Taiwan	University	Dr. Chiang

Part IV. Mini-Symposium Neuromuscular and Congenital Scoliosis  좌장 : 송해룡

 Flaccid type  연세대	김학선

 Spastic type  고려대 서승우

 Congenital Scoliosis  울산대 이춘성

Part V. Spine  좌장 : 김휘택

 Maturity indicators in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연세대	황진호

 Intraoperative airway obstruction in a Duchenne muscular 

    dystrophy patient.: Airway problems in neuromuscular scoliosis.  고려대 서승우

 Teriparatide and early surgical intervention in progressive 

    vertebral collapse secondary to idiopathic juvenile osteoporosis  연세대	김학선

 The solid variant of the aneurysmal bone cyst in the lumbar spine which mimics a malignant bone tumor  한림대 곽윤해

Part VI. JPOA exchange fellow lecture 

 Arthrogryposis multiplex congenita: A Long-term follow-up study 

    on ambulatory ability in patients after early surgical correction  Fukuoka	Children’s	Hospital	Dr. Yamaguchi 

Part VII. Cerebral Palsy  좌장 : 정진엽

 Conflict of interest in the assessment of botulinum toxin 

    A injections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A systematic review  서울대 박문석

 Rasch analysis of the pediatric outcomes data collection 

    instrument (PODCI) in 720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울산병원	김태원 

 How much degree do torsional structural deformities determine 

    rotational gait parameters in patients with diplegic cerebral palsy?  서울대	이경민

 Long term outcome of single event multilevel surgery including distal hamstring lengthening in spastic diplegia  서울대 정진엽

 Hamstring and psoas length of crouch gait in cerebral palsy

    : A comparison with induced crouch gait in age- and sex-matched controls.  인하대 권대규 

 Anterior knee pain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동국대	이상형

 Functional and radiologic outcomes after hip reconstructive surgeries in severely spastic CP  연세대 김현우

Part VIII. Trauma  좌장 : 박희완

 The treatment of pediatric olecranon fractures using tension band suture with Polydioxanone  아주대	조재호

 Treatment for suracondylar fracture of elbow with 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 and anhydrosis  인제대	신용운

 Usefulness of modified designed reduction forceps for lateral humeral condylar fracture  연세대 박희완

 전위가 심한 소아 상완골 외과 골절에 대한 도수 정복 및 핀 고정  가톨릭대 이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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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xible IM nail, Solution to Children’s Femur Fracture?  인제대	주석규

Part XI. Hand & Foot  좌장 : 윤여헌

 Treatment of thumb hypoplasia and agenesis  부산대	김휘택

 Reconstruction of cleft hand  가톨릭대 주선영

 Predictive factors of the residual equinovarus deformity after Ponseti treatment of idiopathic clubfeet  울산대 박수성

 제1중족골 및 근위지골의 골단판 손상후 발생한 제1중족-족지 관절의 아탈구  강원대 이   강

 Simple excision vs. the Kidner procedure of symptomatic type II 

    accessory navicular associated flatfoo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 A prospective comparative study  충남대	신현대

 The osteochondritis dissecans of talus in children and adolescent : Case study and review of literatures  고려대 이순혁

Part X. Others  좌장 : 이순혁

 Surgical treatments for recurrent patella dislocation in young children & adolescents  인제대	박건보

 Autologous collagen induced chondrogenesis

    : A single stage arthroscopic cartilage repair surgical technique 

    using atelocollagen and microdrilling  가톨릭대 김석중

 Epiphyseal osteomyelitis caused by mycobacterium species in otherwise healthy children  서울대	유원준

 BCG Tokyo strain에 의한 BCG osteomyelitis  이화여대	윤여헌

 Real-time navigation with 3D C-arm fluoroscopy in Pediatric orthopedic surgery  전남대 정성택

 Transplantation of a novel Cartilage Tissue Equivalent generated 

 in suspension chondrocyte culture to physeal cartilage injury of the proximal tibia in rabbit  가톨릭대 정창훈

 편측성 골단 이형성증 (dysplasia epiphysealis hemimelica)  동아대	김성수

Part XI. Special lecture Special Lecture  좌장 : 이석현

 Evolution of orthopedics: A personal perspective  이덕용 명예회장

 제 28 차 증례 토론회   2012. 10. 17. (수) 오후 1:00 그랜드 힐튼 호텔

Part I. Hip  좌장 : 송해룡

 Screw head impingement and limb shortening in a patient with SCFE  서울대 유원준 

 Treatment of septic hip sequelae of epiphysiolysis and AVN in an adolescent  고려대 이순혁 

 Acetabular Retroversion after Bernese Periacetabular Osteotomy in a Cerebral Palsy Patient  부산대 김휘택 

 Congenital talipes equinovarus and Developmental hip dysplasia in a patient with cerebral palsy  인제대	박건보 

 Femoroacetabular impingement after triple innominate osteotomy in Legg-Calve-Perthes disease  전북대	김정렬 

 Recurrent Legg-Calve-Perthes-Disease  전남대	정성택 

Part II. Spine   좌장 : 박희완

 Development of brachial plexus palsy after revision surgery 

    of congenital scoliosis around cervicothoracic junction  고려대	서승우 

 다발성 골연골종 환아에게 발생한 신경 증상  연세대	황진호 

 A Case Report : Spinal Osteochondroma  부산대 이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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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경피적 천장관절 나사 고정술  가톨릭대 임영욱 

Part III. Dysplasia & Tumor   좌장 : 최인호

 Skeletal Overgrowth Syndrome by Gain-of-Function of CNP-NPRB Signal Pathway  서울대 조태준 

 편측성 골단 이형성증(dysplasia epiphysealis hemimelica) 

 수술 8년 후 발생한 슬관절 신전 제한  동아대	김성수 

 Surgical treatment in osteopetrosis patient  고려대	송해룡 

 Angular deformity with LLD in Encondromatosis.-2 cases  성균관대 심종섭 

 Langerhans cell histocytosis in tibia  연세대 박희완 

 Treatment of lower limb deformities and limb-length discrepancies with the external fixator in Ollier’s disease  고려대 송상헌 

 

Part IV. Special Lecture   좌장 : 정진엽

 Decision making in diplegic cerebral palsy  홍콩대 Chow

Part V. Upper Extremity  좌장 : 송광순

 JRA 	충남대 신현대 

 Isolated Radial head dislocation in children actually exist?  계명대 송광순 

 Gartland type IV (?) supracondylar fracture or intercondylar fracture  가톨릭대 이한용 

 어려운 도수정복에 사용하는 Freer elevator technique  인제대 신용운 

 Index Rotation Flap for Clapsed Thumb in Arthrogryposis  연세대 김현우 

Part VI. Infection   좌장 : 김세동

 경골 원위부의 만성 골수염을 주소로 내원한 15세 남아  울산대 박수성 

 Pyogenic arthritis of the elbow in a child with congenital insensitivity to pain with anhidrosis  가톨릭대 주선영 

 Iatrogenic Candida Tropicalis Arthritis with Hip Dislocation 

    in a Patient with 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  아주대 조재호 

 Septic knee sequlae  인하대	권대규 

 고열과 경부 종창으로 내원한 11개월 남아  서울대 박문석 

Part VII. Others  좌장 : 이순혁

 A modified Ponseti technique to correct equinovarus deformity in older children. 

    A case example in an 8 year and 6 month-old-girl with juvenile dermatomyositis  서울대 최인호 

 Rotational osteotomy of femur: A role for habitual dislocation of patella ?  경북대	오창욱 

 출생 손상에 의한 경골 근위 골단판 분리  한양대	김태승 

 Cerebral fat embolism after humerus shaft fracture.  동국대 이상형

 Bioabsorbable Plate를 사용한 소아 족관절 골절의 치료  이화여대	윤여헌

 제 29 차 학술대회   2013. 5. 31. (금) 오전 9:0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층 강당

Part I. Hip & Spine  좌장 : 박희완

 Minimum 10 years follow-up for operative treatment of 

    developmental hip dysplasia in children aged over 8 years  가톨릭대 임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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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cetabular transverse ligament in developmental dysplasia of hip  고려대 이순혁

 Does femoral varus osteotomy improve sphericity of the femoral head 

    in lateral pillar C hips with Legg-Calve-Perthes disease?  서울대	유원준 

 Development of the femoral head and acetabulum after valgus osteotomy

    of the femur in Legg-Calve-Perthes disease  연세대	김현우

 Can residual leg shortening be predicted in patients with Legg-Calve-Perthes’ disease?  박광원 고려대

 Treatment of AVN of the femoral head in the old age  by valgus(varus)-flexion (anterior rotation) 

    femoral osteotomy with or without Chiari pelvic procedures 

    (Sequelae caused by SCFE, LCPD, and femoral neck fracture)  부산대 김휘택

 Osteonecrosis of the femoral head associated with SCFE

    ;  SNUCH experiences of operative reconstruction for hips 

    with partial epiphyseal collapse  서울대 최인호

 COMP-Angiopoietin1 potentiates the effects of bone morphogenic protein-2 

    on ischemic necrosis of femoral head in rats  전북대	김정렬

 The effect of posterior vertebral crack osteotomies on coronal 

    and sagittal balance in fused scoliosis deformity by previous surgery ? 

    preliminary results  고려대 서승우

 선천성 척추측만증 분류  연세대 황진호

Part II. Deformity & Skeletal dysplasia  좌장 : 최인호

 Femoral overgrowth in children with congenital pseudarthrosis of tibia (CPT)  서울대	송미현

 Estimation of the recovery of physiologic genu varum with linear mixed model  인하대 권대규

 비타민 D 의존성 구루병의 치료 - 경구 비타민 D 제재 및 대퇴골 내반 교정 절골술  한양대	김태승

 Unexpected angular or rotational deformity after corrective osteotomy  서울대 박문석

 진행성 골화성 섬유이형성증 환자의 급성 “flare up”시 전신적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를 통한 치료  부산대 배정연

 Multiple spinal compression fracture and acroosteolysis of hand & foot  동아대	김성수

 Clinical variety of Type II collagenopathy  서울대 조태준

 How reliable are standard radiographic measures of the foot and ankle in children with Achondroplasia?  고려대 송해룡

Part III. TPOA exchange fellow lecture  좌장 : 윤여헌

 Femoral non-elongating rodding in osteogenesis imperfecta 

    – The importance of purchasing epiphyseal plate Chang	Gung	Memorial	Hospital We-Chun Li

 Part IV. Trauma  좌장 : 이순혁

 Buddy taping: Is it a safe method for treatment of finger and toe injuries?  울산병원 김태원 

 Intercondylar fractures of the distal humerus in children and adolescence  가톨릭대 정창훈

 Total cut of the median nerve associated with supracondylar fracture of the distal humerus  부산대	이종서

 Delayed union of ulnar fracture  연세대	박희완

 Nonunion as a complication of metaphyseal fracture of distal radius in healthy children  계명대	송광순

 Traumatic hip dislocation with fracture of ipsilateral femoral shaft in childhood  전남대	정성택

 5~10세사이의 소아 대퇴골 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 선택

    - 유연성 골수정과 근육하 금속판사이의 대칭 짝에 따른 비교  경북대 오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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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gical treatment of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avulsion fracture from the talus  인제대	신용운

 소아에서 전 거비 인대(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견열 골절의 방사선 진단  인제대 박건보

 원위 경골 골절 후 발생한 제1족지 변형을 주소로 내원한 15세 여아  동국대 이상형

Part V. Special lecture  좌장 : 윤여헌

 소아 골절  연세대 박희완

Part VI. Hand & Foot  좌장 : 정진엽

 Functional outcomes after surgery on the upper extremity in CP hemiplegia  연세대 박 훈

 Physiolysis and dome osteotomy in Madelung’s deformity  충남대 신현대

    Correction of contracture and web creep in a patient 

    with simple complete syndactyly by frame  한림대 곽윤해

 Useful radiographic parameter for percutaneous achilles tenotomy 

    in the Ponseti method for correction of clubfoot  울산대 박수성

 Anterior ankle impingement after tendo-achilles lengthening 

    for long-standing equinus deformity in residual poliomyelitis  서울대	이경민

Part VII. Tumor & Others  좌장 : 송광순

 Infantile cortical hyperostosis ? Caffey’s disease  순천향대	송상헌

 청소년기 상완골 근위부 골육종에서 자가 비골을 이용한 passive spacer 재건술  이화여대	윤여헌

 Surgical treatment of neglected congenital muscular torticollis in adults : 

    What is the expected effect in adult?  성균관대	심종섭

 Prevalence of vitamin D deficiency in children presenting with non-specific lower extremity pain  가톨릭대	주선영

 Transcultural adaptation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caregiver priorities & child health index of life with disabilities (CPCHILD)  서울대	정진엽

 Normal configuration of acromioclavicular joint 

    in conventional radiograph in children and adolescents  서울대 이승열

 Usefulness of dynamic contrast-enhanced MRI in differentiating 

    between septic arthritis and transient synovitis in the hip joint  아주대	조재호

 Types and arrangement of thyroid shields to reduce exposure of surgeons

    to ionizing radiation during intraoperative use of C-arm fluoroscopy  명지병원	성기혁

 제 29 차 증례 토론회   2013. 10. 16. (수) 오후 1:20 그랜드 힐튼 호텔

Part I. Hip & Spine  좌장 : 최인호 

 Development of varus and valgus SCFE in a patient with skeletal overgrowth syndrome  경북대	오창욱

 The outcomes of SCFE  충남대 신현대

 Coxa vara deformity in osteopetrosis  성균관대 심종섭

 Femur neck fracture in a patient with osteopetrosis  전남대 정성택

 Cerebral palsy (nonambulatory) - complication after hip surgery  인하대 권대규

 Treatment of recurrent Intraarticular osteoid osteoma of femur neck  고려대 이순혁

 양측 엉덩이 관절 및 넓적다리 동통을 주소로 내원한 4세 남아  가톨릭대 이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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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섬유종성 척추 후만 변형 환자에서 급성 척수 손상의 수술적 치료  고려대 서승우

 연소기형 척추측만증 -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  연세대 황진호

Part II. Trauma  좌장 : 이순혁 

 Clavicle fracture in a 7-year-old girl  울산대 박수성

 6세 소아의 과상부 골절 수술 후 요골두 무혈성괴사 합병증 	아주대 조재호

 Unusual iatrogenic complications of the children’s humeral supracondylar fracture  이화여대 윤여헌

 소아 골절 3례  인제대 주석규

 3세 여아에서 발생한 외상성 고관절 탈구  가톨릭대 임영욱

 Delayed fixation of femur neck fracture in children : report of 2 cases  연세대 박   훈

 Arthroscopic lateral retinacular release and imbrication 

    of the medial retinaculum in a case of chronic patellar instability 	가톨릭대 정창훈 

 우측 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6세 여아 	명지병원 성기혁 

 

Part III. Special Lecture  좌장 : 정진엽 

 Long-term effects of single-event multilevel surgery in cerebral palsy  	University	of	Heidelberg	Thomas Dreher

 

Part IV. Lower leg  좌장 : 송광순 

 Unsatisfactory results after temporary hemiepiphysiodesis in the knee  부산대 김휘택 

 Arthroscopically assisted physeal bar resection  서울대 유원준 

 The use of flexible intramedullary nail coupled with unicortical locking compression plate (LCP)

    for treatment of refracture after successful primary union 

    in congenital pseudarthrosis of the tibia (CPT)  서울대 최인호 

 Neglected congenital talipes equinovarus in a 12-year-old girl  인제대 박건보 

 선천성 수직 거골의 치료  동아대 김성수 

 Juvenile hallux valgus correction by lateral hemiepiphysiodesis  한림대 곽윤해

 Congenital hallux varus with epiphyseal bracket  연세대 김현우

Part V. Others  좌장 : 윤여헌 

 Upper arm deformity in multiple enchondromatosis  전남대	이진호 

 Huge posttraumatic heterotophic ossification of the shoulder joint in a 15-month-old boy  전북대 김정렬 

 Cubital tunnel syndrome by anconeus epitrochlearis in an adolescent  가톨릭대	주선영 

 체외막 산소화 장치 사용 후 발생한 우측 하지 허혈로 의뢰된 12세 여아  서울대 박문석 

 Iatrogenic calcinosis curtis after parentral calcium gluconate therapy in neonate: report of 3 cases  계명대 송광순 

 Enthesopathy in adult patients with hypophosphatemic rickets  서울대 조태준

 급성 혈행성 골수염 환아의 조기 진단으로서 초음파 검사의 유용성  순천향대	송상헌

 Septic arthritis of sternoclavicular joint in a 11-year-old boy  동국대 이상형

 Osteomyelitis of distal humerus with enterobacter cloacae  고려대 박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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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0 차 춘계증례 토론회   2014. 4. 18. (금) 오후 12:30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Part I. 하지  좌장 : 심종섭

 Trans-epiphyseal Fracture and Dislocation of the Femoral Neck 

    in a Child : Development of Osteonecrosis and Its Management with Vascular Fibular Graft  경북대	오창욱

 Incomplete Fracture of the Femur Neck in Osteogenesis Imperfecta Patient  서울대	조태준 

 Pediatric Femur Shaft Fracture: When & how to do for MIPPO?  연세대 황진호

 Plate Overlapping Technique in Pediatric Long Bone Fracture  전남대	정성택

 Cartilage Fracture of the Lateral Femoral Condyle in Children : 3 cases Treated with Different Methods  계명대	송광순 

 Avulsion Fractures around the patella in Children: Report of 2 Cases  동아대	김성수 

 Surgical Management of Chronic Tibial Stress Fracture in Teenage Female Dancer  강원대	이    강

 A Case of Partial Physeal Growth Arrest of the Distal Tibia  서울대	유원준

 Posttraumatic Distal Tibio-fibular Synostosis  전북대	김정렬 

 Post-traumatic Distal Tibiofibular Synostosis in An 11-Year and 9-Month-Old Boy

    : To separate the synostosis or leave it alone?  서울대	최인호

 Arthroscopic Repair of Bucket Handle Lateral Meniscus Tears  가톨릭대	정창훈

 Arthroscopic Physeal Sparing All inside Repair of the ACL Avulsion Fracture  연세대 이동훈

 Proximal Anterior Cruciate Ligament Avulsion Fracture in a 7-Year-Old Girl 	가톨릭대	주선영  

 Arthroscopy in Pediatric Ankle Injuries  고려대 이순혁

Part II. 특강  좌장 : 김성수 

 Management of Ankle Fractures in Children  Rady	Children’s	Hospital	Scott J. Mubarak 

Part III. 상지  좌장 : 신현대

 Incarcerated Humeral Medial Epicondylar Fracture  부산대 김휘택

 Pediatric Terrible Triad Injury of the Elbow  고려대 박광원

 Recurrent Posterior Dislocation of the Elbow  부산대	배정연

 Nonunion of the Supracondylar Fracture of the Humerus in a Child  성균관대	심종섭

 A Neglected Monteggia Fracture and dislocation  연세대 김현우

 Management of Missed Monteggia Fracture Dislocation: A Case Presentati on  명지병원	송상헌

 Angular Deformity of Completely Displaced Metaphyseal Fracture 

    of the Distal Radius in a Child 	제주대 송미현

 Treatment of Galeazzi Equivalent: Posttraumatic distal ulnar physeal arrest  충남대 신현대

 Trapezial Fracture in Child Golf Player  아주대 조재호

Part VI. 쇄골 골절 및 기타  좌장 : 김휘택

 Clavicle Fractures in Adolescents: What is Indication of Operative Treatment?  연세대 박   훈 

    Surgical Treatment of Clavicle Fracture Using 

    Minimal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MIPO) in Adolescents  인하대 권대규

 Mid-shaft Clavicle Fractures in Adolescents: How should the patients be treated,

     surgically or non-surgically?  울산대	박수성

 Collateral Ligament Injury in Adolescent  인제대 박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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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2-year-old boy with spastic diplegic cerebral palsy who showed crouch gait and out-toeing gait after surgery  을지대 김하용

 Is the Guided Growing Rod System Safe for Long Term Treatment?  고려대	서승우

 Orthopaedic Manifestations and Treatment Outcome of Two Siblings

    with Escobar Syndrome Molecularly Confirmed 

    with Homozygous Mutations in the CHRNG Gene  명지병원 성기혁

 제 30 차 학술대회   2014. 5. 30. (금) 오전 8:00 동아대학교 병원 센터동 

Part I. 연수보고

 What I have learned from APPOS-POSNA Fellowship 	서울대 박문석

Part II. 기초 골이형성증  좌장 : 이순혁 

 Molecular diagnosis of the skeletal dysplasia using targeted exome sequencing  서울대 조태준

 The effect of bicalcium phosphate scaffold which contains 

    bisphosphonate for bone regeneration in rat’s tibial defect model  고려대	박광원

 Novel COL9A3 mutation in a family diagnosed 

    with multiple epiphyseal dysplasia  가톨릭대 정창훈

 Overexpression of SIRT1 prevents hypoxia-induced apoptosis in osteoblast cells  전북대	김정렬

Part III. 고관절질환  좌장 : 최인호 

 Extent of physeal Involvement in Legg-Calve´s-Perthes disease  고려대	최정우

 Repeated inadequate treatment in typical Slipped Capital Epiphysis : A case report  계명대	송광순

 False negative ultrasound examination in neonatal septic hip  고려대 이순혁

Part VI. 특 강  좌장 : 김성수 

 Invited Speaker Lecture 

 The treatment of partial epiphyseal arrest after trauma or infection 

  	Kyoto	Prefectural	University,	Kyoto,	Japan	Wook-Cheol Kim

 JPOA exchange fellow Lecture 

   Disease characteristics and diagnostic process of 17 cases with

    chronic non-bacterial osteomyelitis   Yokohama	University,	Yokohama,	Japan Yurika Ata

 

Part V. 골절 스포츠  좌장 : 송광순

 The prognostic value of fracture level in the treatment of 

    Gartland type III supracondylar humeral fracture in children  울산대 강승철

 Cross pin fixation of the children’s humeral supracondylar

    fractures - Medial-entry-lateral-exit pinning technique ?  이화여대 정현수

 Nonunion as a complication of femoral fracture in healthy children  계명대 이시욱

 Diaphyseal nonunion in children  전남대 정성택

 2nd finger coldness after supracondylar fracture of the humerus  울산병원 김태원

 Arthroscopic treatment of discoid meniscus in children : Mid-term clinical outcomes  서울대 유원준

 Conservative treatment for juvenile osteochondritis dissecans of the talus  부산대	서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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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I. 신경근육성질환  좌장 : 정진엽 

 Changes in pelvic and hip rotation after soft tissue surgery only in spastic diplegia -Meta analysis-  인제대 박건보

 Stepwise surgical approach to equinocavovarus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국군함평병원	원성훈

 Perioperative complications of orthopedic surgery for lower extremity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서울대 이경민

 Rectus femoris transfer in cerebral palsy patients with stiff knee gait  명지병원 이승열

 Allograft behavior after calcaneal lengthening  서울대 정진엽

 Recurrence of hip instability after reconstructive surgery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부산광혜병원 최    영

Part VII. 하지 질환, 변형, 골연장술  좌장 : 송해룡

 Treatment strategy for prepseudarthrotic tibia associated with NF-1 in toddlers  서울대 최인호

 Osteolytic lesion in the femoral head & neck  동아대 황진수

 Femoral lengthening over an intramedullary nail in adolescents  경북대	김희준

 Percutaneous proximal lateral tibial hemiepiphysiodesis 

    in idiopathic adolescent genu vaum  성균관대 심종섭

 Tarsal tunnel syndrome caused by talocalcaneal coalition  가톨릭대	주선영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ssory navicular and flat foot -A radiologic study-  연세대 박 훈

 Determining the best treatment for coronal angular deformity 

    of the knee joint in growing children: A decision analysis  명지병원 성기혁

Part VII. 종양, 척추, 기타  좌장 : 김세동

 Does fracture affect the healing time or frequency of recurrence 

    in simple bone cyst of the proximal femur ? - Intramedullary nailing for simple bone cyst -  충남대 신현대

 Progressive motor deficit and lower leg pain in a 7-year-old boy  건양대 김태균

 Hereditary multiple exostoses, Does concomitant presence of exostosis in distal radius along 

 with distal ulna has protective effect with regard to deformity?  연세대	박민정

 The effect of surgical correction with pedicle screw 

    on neglected congenital scoliosis through posterior only approach  고려대	양재혁 

 Abdominal pain after spinal deformity correction  연세대	황진호 

 Incidental finding in knee radiograph in children and adolescents  인하대	권대규 

 Kirner’s deformities of multiple fingers  한림대 곽윤해

 A 14-year-old boy who starting from the right hip abscess with systemic seeding  동국대 이상형

 The role of ultrasound investigation: sacral dimples and other stigmata of spinal dysraphism in infants  부산대	배정연

 제 30 차 추계증례 토론회   2014. 10. 15. (수) 오후 12:30 그랜드 힐튼 호텔

Part I. 선천성, 유전성 질환 및 증후군  좌장 : 오창욱

 Unusual congenital acetabular anomalies. Report of the Two cases.  서울대	최인호

 Schwachman Diamond Syndrome  가톨릭대 임영욱

 Congenital Bowing of the Ulna Associated with Aggressive Fibromatosis  이화여대 윤여헌

 Metacarpal transfer Technique in Wassel Type VI Preaxial polydactyly operation  연세대	박민정

 Windblown Deformity of the Knee Joint in Achondroplasia  성균관대 심종섭

 Atypical fracture of the Femoral Neck in a 13-years-old Girl with Marfan syn.  인제대	권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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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상지 골절 탈구  좌장 : 정성택

 Supracondylar fracture in children: Difficult Cases  연세대 박 훈

 Subcutaneous Emphysema after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f Lateral Condylar fracture of Humerus  한림대 곽윤해

 Monteggia Equivalent Fracture (Type III) in a 6 year old boy  건양대 김태균

 Neglected Iatrogenic Monteggia Fracture & Dislocation in a Newborn Baby  인제대 박건보

 Evaluation of Pediatric Olecranon Fractures Using Tension Band 

    Absorbable Suture(Polydioxanone, Vicryl) Technique  아주대	조재호

 Complex Elbow Dislocation in Adolescent  연세대 황진호

 Stress-induced Growth Plate injury of Wrist in a Young Gymnast  명지병원 성기혁

Part III. 특강  좌장 : 김성수

 Biomechanics, Patho-anatomy and Treatment Outcome in the Management of Perthes Disease

  Prince	of	Wales	Hospital,	Chinese	Univ.	of	Hong	Kong Bobby Ng

 Blount Disease: An Update Rutgers-New	Jersey	Medical	School,	Newark,	Nj,	USA	Sanjeev Sabharwal

Part IV. 고관절 주위 골절 및 질환 좌장 : 박수성

 HME induced FAI in an Adolescent Hip  전남대 정성택

 Femoroacetabular Impingement Syndrome in a Vitamin D Resistant Rickets Patient  동아대 김성수

 Bernese Periacetabular Osteotomy in the Treatment of Severe Hip Dysplasia  부산대	김휘택 

 Posttraumatic Avascular necrosis of the Femoral Head in a 11 year old boy  동국대 이상형

 Dysplasia Epiphysealis Hemimelica (Trevor disease) of the Hip Associated

    With Multiple Osteochondral Loose Body  전북대 김정렬

 The Experiences for Treatment of Dysplasia Epiphysealis Hemimelica: 6 cases  충남대 신현대

 Osteochondritis Dissecans of the Femoral Head in LCP Sequalae Hip  명지병원 송상헌

 Progression of Migration Percentage after Hip Reconstructive Surgery in a 5 year old Boy with cerebral Palsy  서울대	박문석

 Radiographic Hip Surveillance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서울대 정진엽

Part V. 하지 외상 및 질환 좌장 : 정창훈

 Compartment Syndrome in Children  고려대 박광원

 Minimally Invasive Corrective Osteotomy of the Distal Femur Deformity In Skeletally Mature Adolescents  경북대 오창욱

 A 13 years old girl with Painful Snapping of the Right Ankle  강원대 이    강

 Isolated Talo-navicular Subluxation  전남대 정성택

 Avulsion Fracture of the Posterior Cruciate Ligament at the Tibial Insertion in a Child  고려대 이순혁

Part VI. 염증성 질환, 종양, 기타 좌장 : 서승우

 Aneurysmal bone Cyst Involving the Metacarpal Bone in a Child  계명대 송광순

 Diagnosis and Treatment of the Patients with Juvenile Idiophthic Arthritis  울산대 강승철

 Oligoarthritic Juvenile Rheumatoid Arthritis with Multiple Rice Bodies in Knee joint  부산대 배정연

 Musculoskeletal Pain in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제주대 송미현

 Accelerated Growth of the Affected Limb after Bone Transport Treatment For Osteomyelitis of the Femur  서울대	유원준

 Development of Hydrocephalus after Surgical Correction of Congenital Scoliosis in Cervicothoracic Junction  고려대	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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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발표 연제수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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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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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sion-Angular de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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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저술 활동

 1985

Kim HM, Moon MS, R.W.H Pho. Growth remodelling in the fibular graft in growing dogs (Vascularized and non- vascularized graft). J 

Catholic Med Col 1985; 38:1111.

Meehan PL, Lovell WW, Ahn JI. Congenital absence of the lung. J Pediatr Orthop 1985; 5:708.

강응식, 박병문, 한수봉, 안의환. 수부의 선천성 기형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5; 20:87.

김광회, 이광석, 송백용. 피부섬유종에서 발생한 섬유육종 - 증례 보고 -. 최신의학 1985; 28:40.

김구현, 박재공, 최장석, 조현오, 이영구. Histiocytosis - X 치험 1 례 보고 Histiocytosis - X. 대 한정형외과학회지 1985; 20:1212.

김익곤, 박상호, 송주호, 류총일. 내고정한 소아 상완골 과상부 골절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 학회지 1985; 20:675.

노성만, 이종범. Legg- Calv é- Perthes 병에 있어서 건측 고관절의 방사선 소견.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5; 20:236.

문명상, 김한주, 공병한, 송석환. Melorheostosis 2 예 보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5; 20:190. 

문명상, 장주해, 최용삼. Little Leaguer’s Elbow 4 예 보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5; 20:515.

박병문, 이환모. 선천성 내반고의 치험 -2 례보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5; 20:521.

박병문, 한창동, 이윤태. Larsen 증후군 - 증례보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5; 20:1202.

안재인, 김태승, 이국일. 소아 경골 근위 간단부 비전위 골절후 발생된 외반변형 - 4 예보고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5; 

20:501.

안재인, 박희전, 박창호. 골단판 손상후 골 성장수복 시도에 관한 실험적 연구 II Surgical Attempt for Elimination of Transphyseal 

Closure after Physeal Damage.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5 ; 20:412.

안재인, 황성관, 김준식. 경골 및 비골 골단부의 발생과 성장에 관한 연구.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5; 20: 427.

이덕용, 백구현, 황규엽. 마비성 및 감염 후유증 고관절에 대한 Steel 삼중 무명골 절골술의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5; 20:1015.

이덕용, 정필현, 이수용, 태석기. 소아마비 환아의 골단유합술의 최종 추시.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5; 20 :1026.

이덕용, 황규엽, 심종섭. 선천성 고관절 탈구후 발생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5; 20:769.

이무화, 박상호, 송주호, 류총일. 선천성 고관절 탈구 치료후 대퇴골두 변화에 대한 고찰. 대한정형외과 학회지 1985; 20:241.

이석현, 임홍철, 장재석, 김찬우. 골형성 부전증의 치험분석.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5; 20:175. 

정재윤, 송은규. Down 증후군에 병발한 Os Odontoideum. 전남의대 학술지 1985; 22:763.

조세현, 이덕용, 강희중. 선천성 볼 - 소케트 족근관절 - 증례보고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5; 20:201.

팽봉기, 박상호, 송주호, 류총일. 소아 혈행성 골수염의 임상적 고찰- 경과가 불량했던 예를 중심으로.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5; 21:614.

 1986

Rowe SM, Lee. CB Radiological observation on the normal hip in Legg- Calv é-Perthes disease.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6; 1:35.

Rowe SM, Park. SK Necrosis of femoral head in growing rabbit.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6; 1:29.

김광회, 이광석, 황건성, 박영봉. 선천성 수부기형의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6; 21:1079.

김광회, 황건성, 김태승, 송백용. Methylprednisolone acetate 주사에 의한 고립성 골낭종 치료.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6; 21:6.

노성만, 문은선, 이우석, 전철홍. 성장기 야구 선수의 주관절에 대한 방사선학적 관찰. 대한스포츠의학 회지 1986;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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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만, 박순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후 전염각 증가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6; 21:35.

노성만, 송은규, 정재훈. 고관절 탈구 후 전염각 변화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6; 21:1003.

노성만, 전철홍. 선천성 고관절 탈구에 있어서 내방도달법에 의한 개방성 정복.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6; 21:1063.

박병문, 장준섭, 강응식, 한수봉, 강준순. 화골성 섬유종 -3 례 보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6;  21:679.

박병문, 장준섭, 박희완, 윤여헌. Legg- Calv é-Perthes 병의 수술적 치료.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6; 21:1.

박병문, 한수봉, 서인교. 호산구 골 육아종.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6; 21:685.

양 헌, 박재공, 최장석, 조현오, 이영구.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치료에 있어서 대퇴골 단축을 겸한 관 혈적 정복술의 치험. 대

한정형외과학회지 1986; 21:329.

이덕용, 강희중, 원중희. 종양원성 구루병 - 2 예 보고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6; 21:507.

이덕용, 원중희. 요골 및 척골의 선천성 가관절증 - 1 예보고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6; 21:359.

이석현, 임홍철, 장재석, 문우남. 늦게 발견된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수술적 치료.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6; 21:65.

이석현, 임홍철, 장재석, 송해룡. 경련성 뇌성마비에 의한 첨내번족 변형에 대한 후경골건 분할이전술의 시험분석. 대한정형

외과학회지 1986; 21:1113.

이석현, 장재석, 김찬우, 송해룡. 양측성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연구.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6; 21:57.

이윤태, 장준섭, 박병문. 선천성 근성 사경의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6; 21:423.

정우민, 박재공, 최장석, 조현오, 이영구. 소아 상완골 과상부골절의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6; 21:288.

 1987

Rowe SM, Song EK, Jung JH. Change of femoral anteversion after experimental dislo- cation of the hip in young rabbit. 대한정형외

과학회지 1987; 2:59.

강군순, 박병문, 장준섭, 강준순. 분만손상.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7; 22:41.

김익동, 이수영, 김풍택, 박병철, 최영욱, 박승준. 소아 상완골 외과골절 치료후 Carrying Angle의 변화.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7; 22:1257.

김휘택, 서정탁. 선천성 고위견갑골증. 부산시의사회지 1987; 23:41.

문명상, 옥인영, 강용구. 선천성 고관절 탈구에서 정복 후 잔여 아탈구에 대한 대퇴골 절골술의 효과. J Western Pacific Orthop 

Assoc 1987; 24:31.

문명상, 옥인영, 송승헌. 소아 상박골 과상부 골절의 관혈적 정복술. 대한척추외과학회지 1987; 22:64.

문명상, 옥인영, 하기용, 김 양. 소아 족관절 골절의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7; 22:849.

박병문, 권순원, 김성재, 김명구. 주관절부 골절 후 속발된 각변형에 대한 상완골 과상부 절골술. 대한정 형외과학회지 1987; 

22:399.

박병문, 이진영. 학령기 아동(Old childhood)이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치료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7; 

22:23.

안병완, 이덕용, 정진엽, 이한구, 이상훈. 신연외력이 성장기 가토 경골 간부에 미치는 영향.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7; 

22:356.

안재인, 박희전, 조용문. 골단판 견인술의 실험적 연구.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7; 22:1445.

안재인, 이정모, 박병문. Galeazzi 골절의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7; 22:996.

이덕용, 정문상, 최인호, 정필현, 정진엽. 광혈량계를 이용한 가토의 대퇴동맥 문합술후의 혈류 측정.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7; 22:1.

이덕용, 최인호, 최원식. 골막절개술이 장관골의 연골내 성장 및 각변형에 미치는 영향 - 가토 대퇴골의 실험적 연구 -. 대한

정형외과학회지 1987; 22:789.

이석현, 임홍철, 장재석, 이대한, 김영조. 골화석증 환자에서 발생한 고관절 탈구의 치험예. 대한정형외 과학회지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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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5.

이석현, 장재석, 송해룡, 이인희. 소아 족관절골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7; 22:54.

임홍철, 이석현, 김찬우, 전제영. 활액막 내측 추벽 증후군의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7; 22:537.

임홍철, 이석현, 신승무, 이인희, 이홍건. 슬관절 원판형 연골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7; 22:1281.

조현오, 서광윤, 사공균환, 최장석, 이영구.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치료 후 방사선 소견의 변화에 대한 분 석. 대한정형외과학

회지 1987; 22:962.

 1988

Jin- Suck Suh, Jae- Joon Chung, Byeong- Mun Park, Kyu- Rae Kim. Sternocostoclavicular Hyperostosis. Yonsei Med J 1988; 

29:388.

김광회, 김성준, 황건성, 임종선. 소아 골절의 발생양상에 대한 연구.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8; 23:1151.

김광회, 황건성, 김태승, 송준민. 소아 정형외과 환자의 발열 양상. 최신의학 1988; 31:6.

김상수, 심대무, 장용기, 양정함. 선천성 통각 무반응증 - 증례 보고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8; 23:1429.

노성만, 김상채. Legg- Calv é- Perthes 병에 속발한 박리성 골연골염.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8; 23:1455.

노성만, 박일성, 김형순. Pavlik harness에 의한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치료.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8; 23:1441.

노성만, 오병원. 개방성 정복에 의한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치료.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8; 23:1461.

노성만. 성장기 아동과 야구 손상(주관절 손상을 중심으로). 대한스포츠의학회지 1988; 6:81.

문명상, 옥인영, 하기용, 심선식. 소아 대퇴경부 골절후 반생한 골두 무혈성괴사증의 경과 - 2 례 보고 -. 대한골절학회지 

1988; 23:151.

문명상, 옥인영. 자매에서 발생한 선천성고관절 탈구.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8; 23:894.

박병문, 한수봉, 박희완, 박진홍. Legg- Calv é-Perthes 병의 연부조직 절제술의 임상적 의의.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8; 

23:1468.

석세일, 정문상, 이상훈, 이춘기, 윤병화, 이영인. 사지와 척추의 선천성 기형의 기능적 분류.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8; 

23:823.

안재인, 윤여승. 정상영아에서 나타나는 골막반응에 대한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8; 23:531.

옥인영. 마비성 척추 측만증의 치료. 대한의학협회지 1988; 5:461.

류총일. 소아 주관절 진구성 탈구 치험 3례 보고. 부산시의사회지 1988; 27:5.

이덕용, 성상철, 최인호, 정진엽, 한문성. 신경 및 근 절제술후 골조송증의 실험적 유발.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8; 23:589.

이덕용, 이종서, 이춘기. 선천성 상위견갑골.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8; 23:293.

이석현, 손원용, 김성곤, 문우남, 이인희. 남매에서 발생된 피골 과증식증(증례보고). 대한정형외과학회 지 1988; 23:1581.

이석현, 임홍철, 장재석, 전제영, 김찬우. 선천성 고관절 탈구로 진단되었던 골반경사에 대한 임상적 연 구. 대한정형외과학

회지 1988; 23:287.

이석현, 장재석, 송해룡, 전재영. 소아상완골 원위부골단의 Salter- Harris type I, II 골절분리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정형외

과학회지 1988; 23:248.

이석현, 장재석, 송해룡, 전제영. 소아 상완골 원위부골단의 Salter- Harris type I,II 골절분리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정형외

과학회지 1988; 23:248.

이석현, 장재석, 송해룡, 차응남. 선천성 고관절 탈구 치료중 관찰되는 Growth Disturbance Line의 임상적 의의. 대한정형외과

학회지 1988; 23:1449.

정문상, 이춘기, 장봉순. 골단판손상에서 MRI 의 의의 - 증례 보고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8; 23:1375.

조현오, 고철언, 곽경덕, 조성도, 이재학. 소아의 대퇴골 간부골절의 치료에 대한 임상적 고찰 - 조기 수상석고 고정방법 -. 대

한정형외과학회지 1988; 2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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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곽경덕, 조성도, 김재훈. 합지증을 동반한 텔타지골의 보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8; 23:275.

 1989

Rowe SM, Kim HS, Yoon TR. Osteochondritis dissecans in Perthes disease. Acta Orthop 1989; 60:545.

김성준, 황건성, 정현기, 주경빈, 임종선. 소아의 고관절 질환에서 초음파 검사의 임상적 이용.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9; 

24:193.

김익동, 이수영, 김풍택, 박병철, 최영욱, 김승호. 선천성 만곡족 치료의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9; 24:824.

김주오, 이민종, 김상수. 주두 성장판 분리 환자의 경험 증례. 대한골절학회지 1989; :309.

문명상, 옥인영, 문순영.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서 Boston 보조기의 치료효과.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9; 24:1605.

문명상, 옥인영, 손영호. Legg - Calv é - Perthes 병에서 대퇴골절골술과 무명골절골술의 치료경험.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9; 

24:185.

박병문, 김동준. 선천성 고관절 탈구에서 시행한 무명골 절골술의 치료 효과.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9; 24:175.

석세일, 이춘기, 태석기, 최인호, 이덕용, 최송, 김용훈, 김성일. 원위 경골 골단판 및 골단손상에 대한 분석. 대한골절학회지 

1989; 2:164.

석세일, 이춘성, 이종석, 김원중. 척추측만증을 수반한 선천성 심장질환.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9; 24:221.

신현대, 안상로, 이광진. 임상적으로 만각변형을 가진 소아에서 경골의 근위부 및 원위부에서 MD Angle 과 MM angle에 대한 

비교.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9; 24:899.

안재인, 나중호, 전성주. 소아의 척추손상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9; 24:516. 

안재인, 윤여승, 차지환. 대퇴골두 골단분리증의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9; 24:1163.

옥인영, 문명상. 손상된 성장판 부위에 배양 연골세포 이식에 대한 연구.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9; 24:1529.

류총일, 서정탁, 서근택, 김용진, 이무화, 김휘택. 병적 골절을 동반한 단순성 골낭종의 치료.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9; 

26:1243.

류총일, 서정탁, 서근택, 김재혁. 선천성 고관절 탈구 치료후의 잔류아탈구에 대한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9; 24:852.

윤성일, 이덕용, 이춘기. 변형된 Turco 술식을 이용한 저항성 만곡족의 치료.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89; 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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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5:187.

이덕용, 한태륜, 최인호, 이춘기. 골연장술에 따른 말초신경의 체성감각 유발전위의 변화 - 가토 경골의 실험적 연구 -.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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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오, 한홍준, 이민종, 이 현.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의 치유반응 - 조직배양후의 형태변화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1; 

26:279.

문명상, 옥인영, 공준택. 내반주 변형에 대한 상완골 절골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1; 26:1820.

문명상, 옥인영, 선두훈, 신재희. 소아 상완골 과상부 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 - 관혈적 정복 및 금속 핀 내 고정술의 평가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1; 26:106.

문명상, 옥인영, 이희대, 김성태, 김진택. 골 변화를 동반한 영아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증 - 증례보고 -. 대한정형외과학

회지 1991; 26:982.

안재인, 윤여승. 소아 상완골 과상부 골절에 발생한 신경 손상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골절학회지 1991; 4:369.

류총일, 김용진, 김병식, 최익수. 내반주 및 외반주 변형에 대한 교정 절골수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1; 26:158.

류총일, 서정탁, 서근택, 김용진, 이무화, 김휘택. 병적 골절에 동반된 단순성 골낭종의 치료.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1; 

26:1243.

이덕용, 최인호, 정진엽, 심종섭. 결직성 뇌성마비 환자에서 아킬레스건 진전술을 이용한 재발된 경직성 첨족 변형의 치료.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1; 26:1480.

이덕용, 최인호, 정진엽, 조태준, 성인호. Legg - Calv é - Perthes 병에서의 대퇴골 외전절골술의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학

회지 1991; 26:598.



II-2. 저술 활동

  30th Annlversary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_119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30년사

이석현, 임홍철, 이순혁, 고윤철, 신홍철. 일측성 Legg-perthes병 건측 고관절에 대한 방사선학적 예측.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1; 26:1473.

이석현, 임홍철, 이준섭, 서승우. 선천성 고관절탈구 치료후 발생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연 구. 대한정형외과학회

지 1991; 26:434.

이석현, 허창룡, 장재석, 송해룡, 문종렬. 급성 화농성 골수염 및 관절염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1; 

26:1891.

정영기, 송백용, 정병은. 소아의 요골 경부 전위성 골절. 대한골절학회지 1991; 4:44.

최인호, 이덕용, 김인원, 정진엽, 진종수, 정성수.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초음파 진단.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1; 26:531.

최일용, 김성준, 황건성, 오흥룡. 청장년기의 대퇴골 경부 골절에서 이차 수술로 적용된 bipolar endoprosthesis. 대한골절학회

지 1991; 187.

 1992

Forlin E, Choi IH, Guille JT, Bowen JR, Glutting J. Prognostic factors in congenital dislocation of the hip treated with closed 

reduction. The importance of arthrographic evaluation. J Bone Joint Surg- Am 1992; 74:1140.

Forlin E, Guille JT, Kumar SJ, Rhee KJ.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fracture of the neck of the femur in children. J Pediatr Orthop 

1992; 12:503.

Forlin E, Guille JT, Kumar SJ, Rhee KJ. Transepiphyseal fractures of the neck of the femur in very young children. J Pediatr Orthop 

1992; 12:164.

Lee DY, Han TR, Choi IH, Lee CK, Chung SS. Changes in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 in limb lengthening. An experimental 

study on rabbits’ti. Clin Orthop Relat Res 1992; 285:273.

Lee DY, Seong SC, Choi IH, Chung CY, Chang BS. Changes of blood flow of the femoral head after subtrochanteric osteotomy in 

Legg- Perthes’disease: a serial scintigraphic study. J Pediatr Orthop 1992; 12:731.

Rowe SM, Yoon TR, Rhim CS. Prognostic value of the medial bowing of the femoral neck in Legg- Calv é- Perthes disease. J Western 

Pacific Orthop Assoc 1992; 29:91.

Yoo CI, Suh JT, Suh KT, Kim YJ, Kim HT, Kim YH. Avascular Necrosis After Fracture- Separation of the Distal End of the Humerus 

in Children. Orthopedics 1992; 15:959.

강호정, 강응식, 박희완, 장준섭. 소아의 수부골절.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2; 27:1441.

김부환, 신규석, 김재혁, 김두정. 소아 상완골 과상부 골절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골절학회지 1992; 5:325.

김성준, 조재림, 김태승, 장현규. 소아 족관절 골절 치료 후 합병증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골절학회지 1992; 5:9.

김성준, 황건성, 안성철. 소아 상완골 과상부골절의 관혈적 치료.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2; 27:546.

김성준, 황건성, 최경진. 고립성 골낭종의 Methylprednisolone Acetate 경피 주입치료. 대한정형외 과학회지 1992; 27:1108.

김익동, 인주철, 김풍택, 박병철, 유영구, 박일형, 배창표. Legg - Calv é - Perthes 병에서 관절조영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2; 27:632.

김익동, 인주철, 김풍택, 박병철, 유영구, 박일형, 이구희. 선천성 고관절 탈구환자에서 대퇴골 단축없이 시행한 수술적 치료 - 

3세에서 7세 사이의 연령군을 중심으로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2; 27:429.

문명상, 옥인영, 안익주. 장기 추적한 선천성 내반고의 치료 경험 - 1 례 보고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2; 27:390.

문은선, 노성만, 양동현, 이기형. 소아 Monteggia 손상.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2; 27:1846.

박희완, 장준섭, 양규현, 오기근, 문성환. Ilizarov 술식에 의한 하지연장술에서 초음파검사를 이용한 신생골 형성의 조기평가.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2; 27:360.

석세일, 이지호, 이춘기, 하철원. 선천성 척추 후만증의 수술적 치료.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2; 27:857.

손원용, 이석현, 김찬우, 채동주. 침습성 섬유종증의 임상적 연구.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2; 27:288.



II-2. 저술 활동

120_   30th Annlversary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30년사

송해룡, 조세현, 구경회. 사지 연장술시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2; 27:1579.

심종섭, 최인호, 정진엽, 이덕용. 대퇴골두 골단분리증.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2; 27:1.

양규현, 박희완, 장준섭, 박형우. 3차원적 재구성을 이용한 선천성 만곡족의 족근부 변화에 대한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2; 27:421.

이광진, 안상로, 오선태. 5세이하의 선천성 고관절 탈구환자에서 시행한 MacEwen 과 Shands 의 내반 감염 절골술에 대한 고

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2; 27:1381.

이덕용, 최인호, 정진엽, 심종섭, 고영도, 문영완. Ilizarov 술식을 이용한 선천성 경골 가관절증의 치료.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2; 27:234.

이덕용, 최인호, 정진엽, 심종섭, 전대근, 서중배. 골형성 부전증과 선천성 경골 가관절증에 있어서의 골수강 금속정 삽입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2; 27:247.

이덕용, 최인호, 정진엽, 이영인, 염진섭, 김한수. 소아 후기와 사춘기의 정복되지 않은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고관절 재건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2; 27:880.

이석현, 임홍철, 서승우, 홍준석. Strapping 및 new Ankle- Foot Orthosis를 이용한 선천성 첨내반 족의 치료. 대한정형외과학회

지 1992; 27:383.

이석현, 임홍철, 홍성수, 채동주. 소년층에서 발생한 추간판 탈출증.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2; 27:255.

이석현, 홍성수, 고윤철, 나경욱. Legg- Perthes병 후의 X- 선상 대퇴골두 대전자간 거리지수 변화에 대한 연구. 대한정형외과

학회지 1992; 27:12.

조세현, 송해룡, 구경회, 정연천. 내반주 및 외반주에 대한 상완골 과상부 절골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2; 15:1682.

최인호, 이덕용, 정진엽, 염진섭, 이창섭. Ilizarov 외고정 기기를 이용한 족부의 복잡변형의 교정.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2; 

27:611.

 1993

Choi IH, Lee DY, Nam KS, Kim IO, Scott CI Jr. Carpal and tarsal osteolysis: an MRI, angiographic and histopathologic study. Pediatr 

Radiol 1993; 23:553.

Kang GH, Chi JG, Choi IH. Pigmented villonodular synovitis in the sacral joint with extensive bone destruction in a child. Pediatr 

Pathol 1993; 13:707.

Lee DY, Choi IH, Chung CY, Ahn JH, Steel HH. Triple innominate osteotomy for hip stabilisation and transiliac leg lengthening after 

poliomyelitis. J Bone Joint Surg- Br 1993; 75:858.

Lee DY, Choi IH, Chung CY, Chung PH, Chi JG, Suh YL. Effect of tibial lengthening on the gastrocnemius muscle. A histopathologic 

and morphometric study i. Acta Orthop 1993; 64:688.

Lee DY, Choi IH, Chung CY and Shim JS. A modified Wagner technique for femoral lengthening in skeletally mature patients with 

poliomyelitis. Int Orthop 1993; 17:154.

Lee DY, Chung CY, Choi IH. Longitudinal growth of the rabbit tibia after callotasis. J Bone Joint Surg- Br 1993; 75:898.

강종후, 옥인영. 성장기 가토에서 비구순의 부위별 절제가 고관절 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논문집 1993; 46:573.

구본상, 김상정, 김병길, 최인준, 오기근, 박희완. Nail- Patella 증후군 2예. 대한신장학회지 1993; 12.

김부환, 임종인, 정희영, 이규열. 소아의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분석. 동아의대 학술지 1993; 5:97.

김성준, 황건성, 박용범. 소아 상완골 내측상과 골절.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3; 28:234.

김성준, 황건성, 최경진, 김영환. 내외반주 변형의 Milch 절골술 교정.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3; 28:1029.

문은선, 노성만, 김현오. 소아 대퇴골 골절의 치료.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3; 28:1084.

박건영, 정진엽, 최인호, 박진영, 이덕용. 경직성 뇌성마비 환자의 전완부 회내전 및 수근관절 굴곡 구축의 수술적 치료. 대한

정형외과학회지 1993; 28:418.



II-2. 저술 활동

  30th Annlversary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_121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30년사

박병문, 박희완, 이석범, 박진오. 대퇴골두 골단분리증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3; 28:1061.

박병문, 양익환, 이석범, 조영철. 저항성 선천성만곡족의 후내측 이완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3; 28:855.

박병문, 최종혁, 석경수. 청소년기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3; 28:1582.

박병문, 최종혁, 이우석. 요추체 윤상골달 골절.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3; 28:1588.

박승림, 김명호, 김형수, 문경호, 이영모, 황건성. 선천성 슬관절 탈구 - 6 례 보고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3; 28:392.

박희완, 박병문, 장준섭, 신동은. Gaucher병 -1 례 보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3; 28:1898.

성상철, 최인호, 정진엽, 이명철, 김한수, 남기세. 소아에서 원판형연골의 임상적 분석. 대한정형외과학 회지 1993; 28:1093.

송광순, 강창수, 강철형, 편영식, 민병우, 박영대. 소아 상완골 과상부골절의 술후 신경 손상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

과학회지 1993; 28:774.

옥인영, 정창훈, 이한용, 하난경, 원지윤. 소아나 청소년에서의 Chiari 절골술. Int J STD & AIDA 1993; 17:146.

류총일, 서정탁, 서근택, 김용진, 김휘택, 박원욱. 소아 상완골 외과 골절의 임상적 고찰(합병증을 중심으로). 대한정형외과학

회지 1993; 28:781.

이광진, 박찬희, 이근백, 양준영. Intoeing gait와 대퇴골 전염각, 하지 운동범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별분석. 대한정형외과

학회지 1993; 28:1099.

이덕용, 정진엽, 최인호, 박건영, 이지호, 이창섭. 뇌성마비 환자에서의 Baker - Hill 반건양근 이전 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3; 28:399.

이덕용, 최인호, 정진엽, 박건영, 홍기정, 이상헌. Ilizarov 술식을 이용한 상지 변형의 교정.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3; 28:329.

이덕용, 최인호, 정진엽, 박진영, 박상은. 경직성 뇌성마비환자에서 근위술근 유리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3; 28:1808.

이덕용, 최인호, 정진엽, 정필현, 김석준. 가토에서 경골연장술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 - 조직병리학적 및 조직계측학적 연구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3; 28:1305.

이석현, 김찬우, 문종열, 홍준석. 골형성부전증에 대한 골수정 삽입술 전후 골두께 변화에 대한 방사선학적 고찰. 대한정형외

과학회지 1993; 28:2479.

이석현, 서승우, 나경욱, 이응주. 조기에 발병한 Legg- Perthes 병에 임상적 연구.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3; 28:2435.

이석현, 서승우, 문종열, 홍준석. 선천성 다발성 관절만곡증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3; 28:2290.

이석현, 임홍철, 신홍철, 채동주, 김경수. 소아의 상완골 외과 골절의 수술적 치료.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3; 28:226.

이석현, 장재석, 손원용, 서승우, 나경욱. 치료받지 않은 고연령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

정형외과학회지 1993; 28:376.

이석현, 장재석, 신홍철, 홍준석. 내반주 변형의 상완골 과상부 폐쇄 절골술 치료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3; 28:240.

정영기, 송백용. 소아 다발성 외상 환자의 외고정 치료. 인간과학 1993; 17:47.

최인호, 정진엽, 박건영, 이덕용, 성인호, 김인원. Legg - Calv é - Perthes 병에서의 자기공명영상 검사.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3; 28:364.

최인호, 조규형, 정진엽, 박건영, 이덕용. 가골신연술에 의한 중족골 단축증의 치료.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3; 28:661.

 1994

Ahn JI, Park JS. Pathological fractures secondary to unicameral bone cysts. Int Orthop 1994; 18:20.

J.A. Torres, P. Sponseller, T.S. Kim, R.W. Kuncl, T. Crawford. Radiographic and histo- logical characterization of Tc/ Tw mice: An 

animal model of lu mbosacral agenesis/myelomeningocele. Dev Med Child Neuro 1994; 36:9.

Lee DY, Choi IH, Lee CK, Chung CY, Cho KH. Acquired vitamin D- resistant rickets caused by aggressive osteoblastoma in the 

pelvis: a case report with ten years’ follow- up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J Pediatr Orthop 1994; 14:793.

Park JS, Ahn JI, Oh DI. Chondrocyte allograft transplantation for damaged growth plate reconstruction. Yonsei Med J 1994; 35:378.



II-2. 저술 활동

122_   30th Annlversary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30년사

Yun YH, Roh KJ, Kang CN. Primary subacute osteomyelitis in children.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4; 29:1509.

김성준, 황건성, 김태승, 안성철, 조원민. 소아의 아급성 골수염.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4; 29:9.

김세동, 이동우. 소아 상완골 원위부 골단의 골절 및 분리. 대한골절학회지 1994; 7:72.

문명상, 선두훈, 오영기. 한 남아에 발생한 자의적 습관성 고관절 탈구의 치험예 보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4; 29:1022.

문명상, 선두훈, 정창훈. 급성 장골골수염 후에 합병한 소아의 고관절 병적 탈구의 치험.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4; 29:412.

문명상, 옥인영, 선두훈, 조성래. 불량유합된 소아대퇴골 근위 경 골단판 골절의 수술적 치험 - 한 예 보고 -. 대한정형외과학

회지 1994; 29:1655.

박병문, 김현우, 김동수. 선천성 근성 사경의 수술적 치료. 대한교통의학회지 1994; 20:20.

박병문, 양익환, 구태용. 삼중족관절 고정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4; 2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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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환, 심종섭. 장골의 성장판 손상. 대한골절학회지 1995; 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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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5; 3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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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순, 강철형, 민병우, 박종완. 족지에 발생한 조갑하 외골종.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199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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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6; 3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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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Choi IH, Shim JS, Seong SC, Parck SC, Chung CY and Cho TJ. Effect of the distraction rate on the activity of the osteoblast cell 



II-2. 저술 활동

126_   30th Annlversary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30년사

lineage in distraction osteogenesis on rat’s tibia. Bulletin Hosp Joint Dis 1997; 56:34.

Hui- Wan Park, Hyon- Jeong Kim, Byeong- Mun Park. Spontaneous regeneration of the lateral malleolus after traumatic loss in a 

three- year- old boy. J Bone Joint Surg- Br 1997; 79:66.

Kang CH, Kim HS, Song KS, Lee HJ, Kwon KY. Localized Muscular Mucormycosis in a child with Acute Leukemia. Jpn J Cin Oncol 

1997; 27:335.

Kim HT, Wenger DR. Functional retroversion of the femoral head in Legg- Calv é- Perthes disease and epiphyseal dysplasia - analysis 

of head- neck deformity and its effect on limb position using 3DCT. J Pediatr Orthop 1997; 17:240.

Kim HT, Wenger DR. Location of acetabular deficiency and associated hip dislocation in neuromuscular hip dysplasia - three- 

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ic analysis. J Pediatr Orthop 1997; 17:143.

Kim HT, Wenger DR. Surgical correction of functional retroversion and functional coxa vara in late Legg- Calv é- Perthes disease and 

epiphyseal dysplasia - correction of deformity defined by new imaging modalities. J Pediatr Orthop 1997; 17:247.

Kim HT, Wenger DR. The morphology of residual acetabular deficiency in childhood hip dysplasia: three 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ic analysis. J Pediatr Orthop 1997; 17:637.

Kim HW, Weinstein SL. The management of scoliosis in neurofibromatosis. Spine 1997; 22:2770.

Lee DY, Choi IH, Chung CY, Cho TJ, Lee JC. Fixed pelvic obliquity after poliomyelitis: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J Bone Joint 

Surg- Br 1997; 79:190.

Moon MS, Kim I, Rhee SK, Lee HD, Nam SH. Varus and internal rotational deformity of the ankle secondary to distal tibial physeal 

injury. Bulletin Hosp Joint Dis 1997; 56:145.

Moon MS, Rhee SK, Lee HD, Ju IT, Nam SH. Valgus ankle secondary to acquired fibular pseudoarthrosis in children;  long term 

results of the Langenski öld operation. Bulletin Hosp Joint Dis 1997; 56:149.

Park BK, Song HR, Morre C, Vankoski S, Dias L. Gait electromyography in children with myelomeningocele at the sacral level. Arch 

Phys Med Rehabil 1997; 78:471.

Shim JS, Kim HT, Mubarak SJ, Wenger DR. Genu valgum in children with coxa vara resulting from hip disease. J Pediatr Orthop 

1997; 17:225.

Shim JS, Wenger DR and Mubarak SJ. Pre- existing genu valgum in children with coxa vara secondary to hip disease. J Pediatr 

Orthop 1997; 17:225.

Song HR, Cho SH, Jeong ST, Park YJ, Koo KH. Supracondylar osteotomy with Ilizarov fixation for elbow deformities in adults. J 

Bone Joint Surg- Br 1997; 79:748.

Song KS, Ogden JA, Ganey T, Guidera KJ. Contiguous Discitis and Osteomyelitis in Children. J Pediatr Orthop 1997; 17:470.

고철언, 조현오, 곽경덕, 김병용, 손수민, 문진경, 오필환. 족부측방촬영을 통한 정상 아동의 족근골 및 중족골간 각도 계측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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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환, 임종인, 이기득, 김이철. 소아 요골 경부골절의 치료.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7; 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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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저술 활동

128_   30th Annlversary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30년사

 1998

Byeong- Mun Park, Jin- Woo Lee, Hyng- Chan Kim, Hui Wan Park, Dong- Suk Kim, Chang- Il Park. Hip Migration after 

Selective Posterior Rhizotomy in Cerebral Palsy. 대 한정형외과학회지 1998; 3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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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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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룡, 양진원, Gabriela Izabela Tymowski, 조세현 구경회, 정순택. Legg- Calv é- Perthes 병에서 대퇴골두와 비구에서의 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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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5:186.

조태준, 장종범, 최인호, 정진엽, 박수성, 이덕용, 김상림. 소아 골반골 절골술에서 이종골(Lubboc ó)의 이용. 대한정형외과학

회지 1998; 3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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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대한정형외과학회지 2001; 3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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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청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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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y	of	Minnesota,	Gillette	Children’s	Hospital,	Minnesotoa

 A Rational Approach to Gait Problems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James R. Gage

   University	of	Minnesota,	Gillette	Children’s	Hospital,	Minnesotoa

제 12 차 증례토론회 1996. 10. 16.
 Pelvic osteotomies in CDH  S. Jay Kumar

   Alfred	I.	duPont	Hospital	for	Children,	Wilmington,	Delaware	

 Arthrogryposis multiplex congenita;  An overview S. Jay Kumar 

   Alfred	I.	duPont	Hospital	for	Children,	Wilmington,	Delaware

제 13 차 춘계학술대회  1997. 4. 16.
 Torsional and angular deformity in children Lynn T. Staheli

   Children’s	Hospital	and	Medical	Center,	Seattle,	Washington

제 14 차 증례토론회 1998. 10. 14.
 The clinical assessment and surgical treatment of the resistant clubfoot Norris C. Carroll

   Children’s	Memorial	Hospital,	Chicago,	Illinois

 The overcorrected clubfoot: prevention and management Norris C. Carroll

   Children’s	Memorial	Hospital,	Chicago,	Illin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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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차 춘계학술대회  2001. 6. 1.
 Limb Salvage Treatment for tibial Hemimelia Toshio Fujii

   Fukuoka	Children’s	Hospital,	Japan

 Cervical Spine in Children  Shoichi Kokubun

   Tohoku	University,	Japan

제 17 차 추계학술대회  2001. 11. 10
 Early Recognition of Perthes Disease with Good Prognosis Makoto Kamegaya

   Chiba	Children’s	hospital,Japan

제 18 차 춘계학술대회  2002. 6. 7.
 CEREBRAL PALSY: Spasticity-control and Orthopaedics -An introduction to 

    Orthopaedic Selective Spasticity-control Surgery Takashi Matsuo

   Shinkoen	Handicapped	Children’s	Hospital,	Japan

제 18 차 추계학술대회  2002. 11. 9.
 Moulded Baby Syndrome  Chiaki Hamanish

   Kinki	University,	Osaka,	Japan

제 19 차 춘계학술대회 2003. 6. 13.
 Legg-Perthes disease  John A. Herring

   Texas	Scottish	Rite	Hospital	for	Children,	Dallas,	Texas

제 20 차 춘계학술대회  2004. 6. 4.
 Percutaneous pinning in the management of upper limb fractures in children

    Flexible flat foot in children – the myths! Jack C-Y Cheng

   Prince	of	Wales	Hospital,	Hong	Kong

제 20 차 추계학술대회  2004. 11. 13.
 Diagnosis and Pavlik harness treatment of DDH Susumu Saito

   Showa	University,	Japan

제 21 차 춘계학술대회  2005. 6. 3
 A new DDH treatment method which prevents avascular necorosis Shigeo Suzuki

   Shiga	Medical	Center	for	Children,	Japan

제 21 차 추계학술대회  2005. 10. 12
 EPIPHYSEAL FRACTURE OF THE DISTAL HUMERUS James R. Kasser

   Children’s	Hospital,	Boston,	Harvard	Universit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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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차 춘계학술대회  2006. 6. 2
 Radiologic diagnosis of skeletal dysplasia 김옥화

   아주대

 Recent advance in diagnosis and treatment of genetic diseases  유한옥

   서울아산병원

제 22 차 증례토론회  2006. 10.17
 Decision-making in the management congenital pseudarthrosis of the tibia   Benjamin Joseph

    Kasturba	Medical	College,	Manipal	University,	India

 Orthopedic management of bladder exstrophy in children   Kit M Song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USA

 Treatment of slipped capital femoral epiphysis beyond in situ fixation   Michael Millis

   Harvard	Medical	School,	Boston,	USA

제 23 차 학술대회  2007. 6. 1
 Structure and Function Relationship of RUNX2 Transcription Factor   최제용

   경북대	생화학교실	

제 23 차 증례토론회  2007. 10. 17
 Developmental hip dislocation and dysplasia;  What I have learned over the last 32 years.   Stuart L. Weinstein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USA

제 24 차 증례토론회  2008. 4. 18
 Current management of Legg-Calve-Perthes disease: Are we doing any good?  Harry KW Kim

   Shriners	Hospitals	for	Children,	Tampa,	USA

제 24 차 학술대회  2008. 6. 4-7  APOA combined meeting (해외 초청 연자: 25명)
 Non-specific neck pain: Its symptomatology and local anesthetic block Shoichi Kokubun

   Nishitaga	National	Hospital,	Sendai,	Japan

 The Spine in Skeletal Dysplasia  William Mackenzie

   Nemours/Alfred	I.duPont	Hospital	for	Children,	Wilmington,	DE,	USA

 Outcome of Video 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 Anterior Release (VATSAR)

    in the treatment of rigid scoliosis  Bobby Kinwah Ng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Neuromuscular Spinal Deformities  Wiliam Mackenzie

   Nemours/Alfred	I.duPont	Hospital	for	Children,	Wilmington,	DE,	USA

 Non fusion treatment in congenital spine deformity Bo Chang Chen

   Shanghai	Children’s	Medical	Center,	Shanghai,	China

 Scoliosis associated with syringomyelia 이춘기

   서울대

 The application of gait index in the outcome assessment after multilevel surgery for children with CP Wei Ning Chang

	 	 	 Kaohsiung	Veterans	General	Hospital,	Kaohsiung,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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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ental satisfaction after single event multilevel surgery in ambulatory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정진엽

   서울대

 Functional outcome measures to assess interventions for cerebral palsy 김현우

   연세대

 Deformity Correction and Lengthening in Skeletal Dysplasia William Mackenzie

   Nemours/Alfred	I.duPont	Hospital	for	Children,	Wilmington,	DE,	USA

 Genetics of scoliosis  Jose A. Morcuende

   University	of	Iowa	Hospitals,	Iowa	City,	IA,	USA

 Deformity correction with Ilizarov method in skeletal dysplasia 송해룡

   고려대

 Limb Stabilization in osteogenesis imperfect patients 조태준

   서울대

 Vertical & Oblique talus deformities  Chiaki-Hamanishi

   Kinki	University	Faculty	of	Medicine,	Osaka,	Japan

 Surgical correction of congenital vertical talus Ashok Johari

   Children’s	Orthopaedic	Centre,	Mumbai,	India

 Juvenile hallux valgus  신현대

   충남대

 Lesser toe anomalies  정창훈

   가톨릭대

 Arthrodiastasis in Perthes’ Disease-early results and complications Bobby Kinwah Ng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Pre-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assisting femoral(POTOF) osteotomy for severe SCFE Makoto Kamegaya

   Chiba	Children’s	Hospital,	Chiba	city,	Japan

 Hip Surgery in Adolescence: Legg-Calve-Perthes Diaseas 김휘택

   부산대

 Medial Open Reduction of the hip for CDH: A long term review Ian Torode

   Chidren’s	Hospital	Boston,	Boston,	MA,	USA

 Pediatric orthopaedics in Japan-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s Makoto Kamegaya

   Chiba	Children’s	Hospital,	Chiba	city,	Japan

 Pediatric Orthopaedics in Asian Countries Saw Aik

   University	of	Malaya,	Kuala	Lumpur,	Malaysia

 The results a study of the Health Programs Congenital Dislocation of the Hip joint in Mongolia Budee Bayantsagaan

   Mongolia

 Pediatric Orthopaedics in Vietnam  Nguyen Ngoc Hung

   Veitnam	National	Hospital	of	Pediatrics,	Hanoi,	Veitnam

 Pediatric Orthopedics in Korea  송광순

   계명대

 High dysplastic spondylolisthesis: terminology, biomechanics, and treatment  Harry L. Shufflebarger

   Miami	Children’s	Hospital,	FL,	USA

 Sprengel deformity: Pathologic anatomy and Green’s scapular descending procedure Toshio Fujii

   Saga	Handicapped	Children’s	Hospital,	Sag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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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ment of septic hip dislocations Ashok Johari

   Children’s	Orthopaedic	Centre,	Mumbai,	India

 BCG induced osteomyelitis  Mark Chii-Jeng Lin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Hospital,	Tainan,	Taiwan

 Tuberculosis of bone and joint  Paruhum Ucok Siregar

   Indonesia

 Newer concepts in Osteomyelitis and infectious arthritis 김성수

   동아대

 Comparison between medial lateral and 2 lateral pinning Saw Aik

   University	of	Malaya,	Kuala	Lumpur,	Malaysia

 The restoration of elbow range of motion after supracondylar fracture Wei Ning Chang

   Kaohsiung	Veterans	General	Hospital,	Kaohsiung,	Taiwan

 Remodeling of the lateral condylar prominence after supracondylar

    lateral closing wedge osteotomy in children with cubitus varus 심종섭

   성균관대

 Guided growth therapy for angular deformity James Hui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Epiphyseal stapling for LLD less than 6cm Mark Chii-Jeng Lin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Hospital,	Tainan,	Taiwan

 Deformity correction and limb lengthening of lower extremities in 

 children-external fixation index and callus maturation Wook-Cheol Kim

  Kyoto	Prefectural	University	of	Medicine,	Kyoto,	Japan

 Talyor special frame for correction of limb deformities Julyn Aguilar

 Rubin	Institute	for	Advanced	Orthopedics,	Sinai	Hospital	of	Baltimore,	Maryland,	USA

 Treatment of Deformity due to Benign Bone Tumor 정성택

   전남대

제 25 차 학술대회 2009. 6. 5
 Renal hypophosphatemic rickets  최   용 

   서울대

제 26 차 학술대회 IFPOS 2010 SEOUL 공동개최          2010. 9. 8-11  (해외 초청 연자: 38명)
 History of Legg-Calve-Perthes disease George Thompson

   Rainbow	Babies	and	Children’s	Hospital,	USA

	 Legg-Calve-Perthes Disease: Etiology, Pathogenesis, and Biology	 Dennis R. Wenger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Rady	Children’s	Hospital	San	Diego,	USA

	 Classification of Legg-Calve-Perthes Disease	 Ken N. Kuo

	 	 	 National	Taiwan	University	Hospital,	Taiwan

 Legg-Perthes-Calve Disease, Prognostic Value of Bone Scan Alain Dimeglio

   University	of	Montpellier,	France

 MRI in Perthes Disease  Nando De Sanctis

   Campolongo	Hospital,	Salerno,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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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hrogram in Legg-Clave-Perthes disease Carlo Milani

   Faculdade	de	Medicina	do	ABC,	Brazil

 Natural History of Early Onset & Late Onset Perthes’ Disease Benjamin Joseph

   Kasturba	Medical	College,	India

 Prognostic Data of Legg Calve Perthes Disease Jack CY Cheng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Non-surgical Treatment, Overall Literature Review Makoto Kamegaya

   Chiba	Children’s	Hospital,	Chiba	city,	Japan

 Non-Surgical Treatment, Role of Bracing Toshio Fujii

   Saga	Children’s	Hospital,	Japan

 Bisphosphonate Treatment of Perthes Disease David G Little

   The	Children’s	Hospital	at	Westmead,	Australia

 Prevention of Legg-Calve-Perthes disease. Transphyseal Neck-Head Drilling Nuno Craveiro Lopes

   Garcia	de	Orta	Hospital,	Portugal

 Core Decompression Plus Labral Support for the Treatment of 

    Pre-Adolescent and Adolescent Perthes Disease Jose A Herrera-Soto

   Orlando	Health,	Florida,	USA

 Femoral Varus Osteotomy in Perthes’ Disease Leonel Copeliovitch

   Assaf	Harofe	Medical	Center,	Israel

 Salter Osteotomy in Legg-Calve-Perthes Disease George H. Thompson

   Rainbow	Babies	and	Children’s	Hospital,	USA

 Combined Femoral and Pelvic Osteootmy- Triple Innominate

    Osteotomy- Advanced Containment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Perthes Disease Dennis R. Wenger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Rady	Children’s	Hospital	San	Diego,	USA

 Labral Support Shelf Arthroplasty in Early Stages of Severe Legg-Calve-Perthes Disease J. Richard Bowen

   Nemours/Alfred	I.duPont	Hospital	for	Children,	Wilmington,	DE,	USA

 Arthrodiastasis of the Hip  Gamal A. Hosny

   Benha	University,	Egypt

 Results of the LCPD Study  John A. Herring

   Texas	Scottish	Rite	Hospital	for	Children,	USA

 Approach to Non-Containable Perthes’ hips: Role of Valgus Osteotomy 최인호

   서울대

 Diagnosis and Treatment of Femoro-Acetabular Impingement(FAI) in LCPD Young Jo Kim

   Children’s	Hospital	Boston,	USA

 Transtrochanteric Rotational Osteotomy for the Late Onset Legg-Calve-Perthes Disease Yashharu Nakashima

   Kyushu	University,	Japan

 Role of Total Hip Arthroplasty and Resurfacing in LCPD 김희중

   서울대

 Who Are We as Surgeons?  John A. Herring

   Texas	Scottish	Rite	Hospital	for	children,	USA

 Current Spine Deformity Correction  석세일 

   인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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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pling Coronal-Sagittal-Axial Deformity Correction in Thoracic Adolescence Idiopathic Scoliosis-Prediction Using the 

    Fulcrum Bending Radiograph  Keith Luk

   The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Idiopathic Scoliosis: Current Concepts George Thompson

   Rainbow	Babies	and	Children’s	Hospital,	USA

 Correction of Juvenile Spine Deformities with Growing Rods Arvind Jayaswal

   All	India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India

 Various Consideration for Classification of Adolescence Idiopathic Scoliosis 이춘기

   서울대

 Ponseti Technique for Clubfoot in Japan Haruyasu Yamamoto

   Ehim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Japan

 Congenital Vertical Talus  Matthew B. Dobbs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USA

 Validity And Reliability of Physical Examination and Radiographic Measurement Evaluating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for Single Event Multilevel Surgery 정진엽

   서울대

 Management of Hip Dysplasia in Cerebral Palsy Freeman Miller

   Nemours/Alfred	I.duPont	Hospital	for	Children,	Wilmington,	DE,	USA

 Timing of Orthopaedic Surgery for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Michael Sussman

   Shriners	Hospital	for	Children,	USA

 Updates in Surgical Procedures-Updates in Foot and Ankle Surgery in CP Patricia M. De Moraes Barros Fucs

   Santa	Casa	Medical	School	and	Hospital,	Brazil

 Spinal Deformity in Skeletal Dysplasia William Mackenzie

   Nemours/Alfred	I.duPont	Hospital	for	Children,	Wilmington,	DE,	USA

 Adult Problems in Skeletal Dysplasia  Nobuhiko Haga

   The	University	of	Tokyo	Hospital,	Japan

 Osteogenesis Imperfecta- An Overview of Comprehensive Treatment Darko Anticevic

	 Clinical	Hospital	Centre	Zagreb/University	of	Zagreb	School	of	Medicine,	Croatia

 Orthopaedic Management of Osteogenesis Imperfecta (OI) in the Era of Bisphosphonates  Hans Pruus

   WKZ-UMC	Utrecht,	Netherlands

 Orthopaedic Genetics  조태준

   서울대

 Bi-Axial Bioreactor for Stem Cell Mediated Scaffold Bone Tissue Engineering Swee-Hin Teoh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One-Stage or Two-Stage Management of Infected Bony Defect: 

    A Necessity of Grafting Material for Dual Purpose of Anti-Infection and Bone Healing Li Zhao

	 	 	 Xin-Hua	Hospital	Shanhai	Jiaoto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hina

 Bone Regeneration Using Absorbable Scaffold with Growth Factors 송해룡

   고려대

 Therapeutic Manipulation of Experimental Models of Congenital Pseudoarthrosis and NF1 David Little

   The	Children’s	Hospital	at	Westmea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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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Cells in Paediatric Orthopaedics: Where Are We Now? Eng Hin Le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Spinal Deformity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Freeman Miller

   Nemours/Alfred	I.duPont	Hospital	for	Children,	Wilmington,	DE,	USA

 Surgical Technique for Correction of Neglected Congenital Scoliosis 서승우

   고려대

 Role of Passive Correction in Congenital Scoliosis 이춘성

   울산대

 Is Spinal Dysraphism a Problem in Case of Congenital Kyphosis and Kyphoscoliosis? Ashokkumar Johari

   Children’s	Orthopaedic	Centre,	Mumbai,	India

 Surgical Indication and Results of Various Technique for the Patients with Severe Spinal Deformity in Children Yutaka Nohara

   Dokkyo	Medical	University,	Japan

 The Role of Remodeling and Asymmetric Growth in Vetebral Wedging David Aronsson

   University	of	Vermont	College	of	Medicine,	USA

 Spinal Shortening Osteotomies for Congenital Scoliosis and Myelomeningocele Spine Katsuji Shimizu

   Gif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apan

제 26 차 증례토론회 2010.10.13
 Techniques in the surgical treatment of symptomatic flatfoot deformity, 

    tarsal coalition and cavovarus foot deformity Perry Schoenecker 

   Washington	University,	USA

 Pelvic osteotomies: dissecting the nomenclature  James Hui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제 27 차 학술대회 2011. 6.10 
 Multiple epiphyseal dysplasia: Past, present, and future  김옥화 

   아주대

제 27 차 증례토론회  2011.10.12
 Treatment of acetabular dysplasia in DDH  옥인영 

   카톨릭대

 Diagnosis and treatment of crouch gait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Ankle dorsiflexor function after plantar flexor surgery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Jon R. Davids 

   Shriners	hospital	for	children,	USA

제 28 차 학술대회  2012. 6. 1
 Early recognition of MPS: from the perspective of orthopedic surgeons  Dr. Chia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wan

 Evolution of orthopedics: a personal perspective  이덕용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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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차 증례토론회  2012.10.17
 Decision making in diplegic cerebral palsy  Dr. Chow

   University	of	Hong	Kong,	China

 

제 29 차 학술대회  2013. 5.31
 소아골절   박희완 

   연세대	

제 29 차 증례토론회  2013.10.16
 Long-term effects of single-event multilevel surgery in cerebral palsy Thomas Dreher 

   University	of	Heidelberg,	Germany

 

제 30 차 춘계증례토론회  2014. 4.18
 Management of ankle fractures in children  Scott J. Mubarak

   Rady	Children’s	Hospital,	USA

제 30 차 학술대회  2014. 5.30
 The treatment of partial epiphyseal arrest after trauma or infection  Wook-Cheol Kim 

   Kyoto	Prefectural	University,	Kyoto,	Japan	

 

제 30 차 추계증례토론회  2014.10.15
 Biomechanics, Pathoanatomy and treatment outcome in the management of Perthes disease Bobby Ng

   Prince	of	Wales	hospital,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China

 Blount disease: An Update  Sanjeev Sabharwal

   Rutgers-New	Jersey	medical	school,	NJ,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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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ravelling Fellow

제 16 차 추계학술대회  2000. 10. 27.  POSNA
 Kyphectomy and spinal stabilization in myelomeningocele utilizing

    the modified Dunn-McCarthy system James Mooney

   Children’s	Hospital	of	Michigan,	Michigan

 Management of complex soft tissue defects in pediatric patients using

    the VAC wound closure system  James Mooney

   Children’s	Hospital	of	Michigan,	Michigan

 Upper extremity stump lengthening  Robert Bernstein

   Shriners	Hospital	for	Children,	Los	Angeles,	California

 Quengle hinges for knee flexion contractures Robert Bernstein

   Shriners	Hospital	for	Children,	Los	Angeles,	California

 Radiographic evaluation of femur fracture shortening in a spica cast William Hennrikus

	 			 	 	Valley	Children’s	Hospital,	Madera,	California

 A registry of pediatric elbow fractures William Hennrikus

   Valley	Children’s	Hospital,	Madera,	California

제 19 차 추계학술대회  2003. 10. 15.  JPOA
 Orthopaedic Selective Spasticity-control Surgery for the shoulders in spastic palsy patient Shinji Fukuoka

   Shinkoen	Handicapped	Children’s	Hospital,	Japan

제 20 차 추계학술대회  2004. 11. 13.  JPOA
 Congenital anterolateral bowing and pseudoarthrosis of the tibia:

    pathogenesis and treatment with Ilizarov apparatus Nobuhiko Haga

   Shizuoka	Children’s	Hospital,	Japan

제 21 차 추계학술대회  2005. 10. 12  JPOA
 Transplantation of marrow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and platelet rich plasma during distraction osteogenesis  Hiroshi Kitoh

   Nagoya	University,	Japan

제 22 차 춘계학술대회  2006. 6. 2  JPOA
 Persistent acetabular dysplasia in developmental dysplasia of the hip (DDH):

     factors causing pain and our treatment  Akifusa Wada

   Fukuoka	Children’s	Hospital,	Japan

제 23 차 학술대회  2007. 6. 1  JPOA
Treatment outcome of atlanto-axial rotatory fixation treated with a halter traction  Hiroshi Kusakabe 

   National	Center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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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차 증례토론회  2008. 4. 18  JPOA
 Botulinum toxin A treatment for opisthotonus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Makoto Ryu

   Saga	Handicapped	Children’s	Hospital,	Saga,	Japan

제 25 차 학술대회  2009. 6. 5  TPOA
 Physeal change after bone TB infection in children  Hsuan-Kai Kao

   Chang	Gung	Chidlren	Hospital,	Taoyuan,	Taiwan

제 26 차 증례토론회  2010. 10.13  JPOA
 3D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Femoral and Acetabular morphology

    in developmental dysplasia of the hip Mio Akiyama

   Kyushu University, Japan

제 27 차 학술대회  2011. 6.10  TPOA
 Pelvic height increase following Salter osteotomy and Pemberton acetabuloplasty

    in developmental dysplasia of the hip  Kuan-Wen Wu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wan	

제 28 차 학술대회 2012. 6. 1  JPOA
 Arthrogryposis multiplex congenital: A long-term follow-up study 

    on ambulatory ability in patients after early surgical correction  Yamaguchi

   Fukuoka	Children’s	Hospital,	Japan

 

제 29 차 학술대회  2013. 5.31  TPOA
 Femoral non-elongating rodding in ostetogenesis imperfect – The importance of purchasing epiphyseal plate  Wei-Chun Li

		 	 	 Chang	Gung	Memorial	Hospital,	Taiwan

제 30 차 학술대회  2014. 5.30  JPOA
 Disease characteristics and diagnostic process of 17 cases with chronic non-bacterial osteomyelitis  Yurika Ata

    Yokohama	University,	Yokoham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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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30년사

   3) 해외 학회 학술대회 참가 자료

●● 북미 소아 정형외과 학회 (POSNA)

 2005 May 13-15 Ottawa, Ontario, Canada

Oral Presentations

최인호, 정호준, 박수성, 정진엽, 조태준, 유원준, 윤여헌. Comparison of Femoral Varus and Innominate Osetotomies for the 

Treatment of Perthes Disease. Optimum Timing of Surgery

최인호, 신용운, 정진엽, 조태준, 유원준. Surgical Management of Severe Sequelae of Infantile Septic Arthritis of Hip

조태준, 최인호, 정진엽, 유원준, 이상민. Refracture After Osteosynsthesis of Congenital Pseudoarthrosis of the Tibia

Posters

송광순. Delayed Management of Lateral Condylar Fracture in Children

정진엽, 박문석,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이경민.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Acetabular Dysplasia in Cerebral Palsy

정성택, 노성만, 윤택림, 김양경, 전승용, 김성식. Increased Expression of the TGF-B Isoform and Changed Contents of Collagen in 

Tendon of Cerebral Palsy Patients

정창훈. The Role of Allograft Buttress in Shelf Acetabuloplasty for Perthes Disease

오창욱. Coxa Vara: A Novel Measurement Technique in Skeletal Dysplasia Assessment of Inter-observer and Intra-observer reliability

노성만, 송은규, 정성택, 김명선, 최진. Pathoanatomical Factors Responsible for Femoral Shortening in Legg-Calve-Perthes Disease

오창욱. 3-Dimensional Computerized Tomographic Analysis of the Deformity in Lateral Growth Disturbance of Proximal Femoral Physis

오창욱, 송해룡, 송광순. Lateral Growth Disturbance of the Proximal Femur in Premature Infants Who Had Neonatal Sepsis

조태준, 최인호, 정진엽, 유원준, 이석현, 이순혁, 서승우. Isolated Congenital Pseudoarthrosis of the Fibula – A Review of 1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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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May 3-6 San Diego, CA

Oral Presentations

최인호, 이기석, 조태준, 유원준, 정진엽. Treatment of DDH in Children Between 6 and 30 Months of Age: Decision-Making of 

Closed Versus Open Reduction in the Gray zone

김휘택, 박원로, 유종일. Predicting Acetabular Dysplasia in Developmental Dislocation of the Hip

안재인. Transphyseal ACL reconstruction Using MSCs

정호중, 정영복, 장의찬, 송광섭. Transulnar Single K-wire Fixation Versus Conventional K-wire Fixation for Unstable Fractures of Both 

of the Distal Forearm Bones

송광순, 민병우. Key Role of Interal Oblique View in Lateral Condylar Fracture of the Humerus in Children

Posters

정진엽, 박문석,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Morphometric Changes of the Acetabulum after Dega Osteotomy in Cerebral Palsy

정성택, 노성만, 최진, 조승범, 정재윤. Repair of Segmental Bone Defect by Subperiosteal Free Fibular Graft and Periosteal Preserving 

Technique in Children

김휘택, 박원로, 유종일. Management of Cuvitus Varus: A Simple Step-Cut Translation Osteotomy

오창욱, 송해룡, 박병철. Nail-Assisted Percutaneous Plating of Pediatric Femoral Fra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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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May 23-26 Hollywood, Florida

Oral Presentations

조태준, 서중배, 최인호, 정진엽, 유원준, 김진아, 이동연, 이기석. Molecular Behavior of the Fibrous Hamartoma at Congenital 

Pseudoarthrosis of the Tibia

Posters

조태준, 최인호, 정진엽, 유원준, 배기정. Hemiepiphyseal Stapling for Angular Deformity Correction around the Knee Joint in Multiple 

Epiphyseal Dysplasia Patients

정성택, 김현정, 허창익, 김정선, 임근영, 임지현. Prognostic Value of Modified Lateral Pillar Classification in LCPD

송광순, 조철호. Closed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in Displaced Lateral Condylar Fracture of the Humerus in Children

조태준, 김유혁, 박원만, 이동연, 유원준, 최인호. Contact Pressure and its Distribution at the Hip Joint after Flexion-Valgization 

Femoral Osteotomy for Slipped Capital Femoral Epiphysis

2008 April 29-May 3 Albuquerque,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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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Presentations

김정렬, 최병완, 김규형, 송경진. COMP-Angiopoietin-1 Ameliorates Surgery-induced Ischemic Necrosis of the Femoral Head in Rats

정진엽,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이상형, 박문석. Parents’ Satisfaction after Single Event Multilevel Surgery in Ambulatory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유원준, 최인호, 정진엽, 이명철, 조태준, 박문석, 이동연. Discoid Meniscus in Children: Limited Knee Extension and Meniscal 

Instability in the Posterior Segment

Posters

최인호, 류기형, 조태준, 정진엽, 유원준. Change of Hip Joint Contact Pressure Distribution after Various Realignment Osteotomies for 

Slipped Capital Femoral Epiphysis (SCFE)

송해룡, 김태영. The Effect of Distraction Resisting Forces on Tibia during Distraction Osteogenesis: A Clinical and Radiological Analysis

정창훈, 문찬웅, 하난경. Arthroscopic Treatment of Symptomatic Discoid Meniscus Tear in Children

2009 April 30-May 2 Boston, MA

Oral Presentations

심종섭, 장희표, 서성욱. Operative Treatment of Congenital Muscular Torticollis in Children

박문석, 정진엽, 이상형,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이경민. Effect of Distal Hamstring Lengthening on Hamstring Length and Pelvic 

Tilt in Patients with Spastic Diplegia

Posters

유원준, 최인호, 조태준, 정진엽, 박문석, 신성진. Shelf Acetabuloplasty for Perthes’ Hips with Reducible Subluxation: Prognostic 

Factors Related to Hip Remodeling

이동연, 조태준, 이혜란, 유원준, 정진엽, 최인호. Systemic Mobilization of Endothelial Progenitor Cells During Distraction Osteogenesis 

in Human

조태준, 김지범, 신성진, 박문석, 유원준, 정진엽, 최인호. Fracture of the Long Bone Stabilized By Telescopic Rod in Osteogenesis 

Imperfecta Patients

조태준, 신성진, 최인호, 유원준, 정진엽, 박문석. Angular Deformity Correction by Asymmetrical Physeal Suppression in Growing 

Children: Stapling versus Trasphyseal 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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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May 4-7 Waikoloa, HI

Oral Presentations

최인호. ‘4-in-1 Osteosyntehsis’ in Congenital Pseudoarthrosis of the Tibia

김현우. Metaphyseal Osteosynthesis in Situ for Nonunited Lateral Condyle Fractures of the Humerus in Children

김정렬. A Comparison of Calcaneal-Cuboid-Cuneiform Osteotomy and Lateral Column Lengthening for the Correction of Pes Planovalgus 

in Children

김정렬. Enhanced Bone Regeneration with COMP-Angiopoietin-1 Loaded Functinal Nanoparticle-Hydrogel Complex in a Rat Model of 

Distraction Osteogenesis

이기석. Effects of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of the Longitudinal Growth of the Growth Plate

노재영. Functional Implications of Involvement of Subtalar Joint in Tarsal Coalitions: A Pedobarographic Study

Posters

조재호. Polydactyly Chondrocyte as a Cell Source for Physeal Reconstruction

박희완. Ankle Valgus Secondary to Proximal Migration of the Fibula in Tibial Lengthening using the Ilizarov External Fixator

박문석. Which is the Best Method to Determine the Patellar Heigh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박건보. Reappraisal of the Silverskiold test: Ultrasonographic Assessment of Architectural Properties of the Triceps Surae Muscle Complex

박문석. Level of Improvement Determined by PODCI is Related to Parental Satisfaction after Single-Event Multilevel Surgery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심종섭. The Musculoskeletal Manifestataions of Prader-Willi Syndrome

송해룡. Quality of Life in Achondroplasia Patients

유원준. Revisit Harris Growth Arrest Line: A Radiological, Histochemical, and Micro-CT observation in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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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May 11-14 Montreal, Quebec, Canada

Posters

송광순. Indirect Reduction of Radial Head in Chronic Monteggia Fracture

유원준. Growth Plate Disturbance Following Tranphyseal Reconstruction of the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 Skeletally Immature 

Adolescent Patients: An MR Imaging Study

유원준, 천정은. Diffusion-Weighted MR Imaging Reveals Epiphyseal and Metaphyseal Abnormalities in Legg-Calve-Perthes Disease

최인호, 유원준, 조태준, 문혁주. Valgus Osteotomy for Non-containable Perthes’ Hips: Predictors of Favorable Remodeling

2012 May 16-19 Denver, CO

ONE DAY COURSE

최인호. Recurrent Dislocations, Complete Necrosis-Role of Pelvic Support Osetotomy

Posters

이현주, 오창욱, 정재욱, 송광순. Rotational Osteotomy with Submuscular Plating in Skeletally Immature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정진엽, 박문석, 이경민, 이상형, 권대규, 성기혁, 김태원, 이승열,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Prevalence and Lifetime Medical Cost of 

Cerebral Palsy in South Korea

박문석, 정진엽, 이경민, 이상형, 권대규, 성기혁, 김태원, 이승열,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Parenting Stress in Parents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and Its Association with Physical Function

정성택, 김정렬. Residual Deformity of the Distal Tibial Diaphyseal Fractures in Children Younger tha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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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May 1-4 Toronto, Ontario, Canada
POSNA-IFPOS Combined Meeting

POSNA/IFPOS combined Half-Day Pre-course Symposium

Hip Controversies Session Moderator: 최인호

Oral Presentations

이승열, 정진엽, 이경민, 성기혁, 최영,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박문석. Long term outcome of single event multi-level surgery 

including distal hamstring lengthening in spastic diaplegia

박문석, 이경민, 성기혁, 이승열, 최영,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정진엽. Calcaneal lengthening for the planovalgus foot deformity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문혁주, 조태준, 유원준, 최인호. Predictive probability of Stulberg classes after conservative and surgical containment treatments for 

Perthes disease. Conditional inference tree analysis

송미현, 박문석, 유원준, 정진엽, 최인호, 조태준. Effects of Complications of Percutaneous Epiphysiodesis Using Transphyseal Screws 

in the Management of Leg Length Discrepancy

서상교, 송해룡, 김현우, 유원준, 심종섭, 정지엽, 박문석, 오창욱, 정창훈, 송광순, 김옥화, 박성섭, 최인호, 조태준. Comparison 

of Orthopaedic Manifestations of Multiple Epiphyseal Dysplasia Caused by Matn3 vs. Comp Mutations

Posters

박문석, 이경민, 성기혁, 이승열, 최영,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정진엽. Rate of Correction after Asymmetrical Physeal Suppression in 

Valgus Deformity: Analysis Using a Linear Mixed Model Application

김휘택, 안태영, 이종서. Dose Surgeon Experience Improve Results in the Treatment of Chronic Radial Head Dislocation? A Comparison 

of Results from the Same Surgeon

최영, 정진엽, 이경민, 성기혁, 이승열,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박문석. How Much Degree Do Torsional Structural Deformities 

Determine Rotational Gait Parameters in Patients with Diplegic Cerebral Palsy?

박문석, 이경민, 성기혁, 이승열, 최영,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정진엽. Conflict of Interest in the Assessment of Botulinum Tox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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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ections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A Systemic Review

이승열, 정진엽, 이경민, 성기혁, 최영,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박문석. Determining the Best Treatment for Simple Bone Cyst: A 

Decision Analysis

2014 April 30-May 3 Hollywood, CA

Oral Presentation

유원준, 최인호, 조태준, 최은석, 정진엽, 박문석, 천정은. Prognostics for Femoral Head Deformity in the Early Stages of Legg-Calve-

Perthes Disease: MR diffusion and Perfusion Indices

Posters

김정렬, 문영재. Leptic Enhances Bone Regeneration in Ischemic Femoral Head of Diet-induced Obese Rats

정창훈, 이상욱, 이재영. Transplantation of a Scaffold free cartilage tissue equivalent to physeal injury in rab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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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소아정형외과 학회 (EPOS)

26th Annual meeting, Sorrento (Italy) 2007  
(combined meeting: EPOS/IFPOS)

Oral Presentations. 

최인호, 유원준, 정진엽, 조태준, 이기석, 이동연. Hinge Abduction in Perthes’ disease: Pathomechanism of Out-toeing and In-toeing 

주선영, 박희완, 김현우. Gait Changes after Greater Trochanter Transfer in Patients with Unilateral Legg-Perthes Disease

신현대, 이광진, 송호섭. Effect of Local Growth Factors on Muscle Regeneration in Distraction Osteogenesis

송해룡, 이석현, 양재혁. Development of Genu Varum in Achondroplasia: Its relation to fibular overgrowth

조태준, 최인호, 정진엽, 유원준, 배기정. Ceformity around the knee joint using hemiepiphyseal stapling in children with multiple 

epiphyseal dysplasia

김현우, 주선영, 박희완. The “Four-in-One” Procedure for Habitual Patellar Dislocation in Children with Aplasia of the Femoral Trochlea 

and Generalized Ligamentous Laxity

조태준, 서중배, 이동연, 유원준, 정진엽, 김진아, 최인호. Fibrous harmatoma at atrophic congenital pseudoarthrosis of the tibia is not 

osteogenic but osteoclastogenic

정진엽,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박문석. Morphometric Changes of the Acetabulum after Dega Osteotomy in Cerebral Palsy

Posters

오경수, 박희완, 김현우, 박건보. Changes in dynamic pedobarography and 3-dimensional gait analysis after subtalar arthrodesis for pes 

planovalgus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박건보, 박희완, 오경수, 김현우. Dynamic pedobarographic analysis of calcaneal lengthening osteotomy and extraarticular subtalar 

arthrodesis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조태준, 최인호, 이기석, 유원준, 정진엽, 이상민. Factors affecting distraction osteogenesis at the proximal tibial metaphysis in congenital 

pseudoarthrosis of the tibia patients

오창욱, 송해룡, 신현대, 박병철. Percutaneous plating after distraction osteogenesis: A new Wagner method

송해룡, 양재혁. Bifocal Tibial Corrective Osteotomy with Lengthening in Achondroplasia. An analysis of Results and complications

송해룡, 이석현. Deformity Correction with External Fixator in Pseudoarthropl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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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룡, 양재혁, 서승우. Cervical Spine in Pseudochdondroplasia: Characteristics and Rationale of Management

심종섭, 장희표, 설은진. Acute pyogenic arthritis in neonate: prognostic factors and outcome

심종섭, 설은진. Remodeling of the lateral condylar prominence after supracondylar lateral closing wedge osteotomy in children with 

cuvitus varus

송광순, 강철형, 민병우, 배기철, 조철현. Operative treatment for congenital radial head dislocation

정호중, 조태준, 최인호, 정진엽, 유원준. Prediction of Change in Effective Leg Length Discrepancy after Angular Deformity Correction 

by Hemiepiphyseal Stapling

조태준, 조환승, 최인호, 정진엽, 유원준. Measurement errors in acetabular index and center-edge angle according to pelvis position-3-D 

image analysis

최인호, 이동연, 정진엽, 조태준, 유원준. Prognostic factors of Perthes’ disease: implication of lateral subluxation index

옥인영, 김석정. Intertrochanteric Varus Open Wedge Osteotomy in Legg-Clave-Perthes Disease Patients Older than 9 Years Old.

송해룡, 이석현, 양재혁. Bone age delay patterns in Legg-Calve-Perthes disease – an analysis using the TW3 method

27th Annual meeting 2008
우리 회원 참석자는 없음 

28th Annual meeting, Lisboa (Portugal) 2009

Best Basic Science Paper – Pedrag Klisic Award

Comp-Angiopoietin-1 ameliorates surgery-induced ischemic necrosis of the femoral head in rats. Jung Ryul Kim (South Korea)

Oral Presentation

박문석, 정진엽, 이상형,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이경민. Role of femoral deration osteotomy in patients with diplegia

이순혁. Arthroscopic-assisted reduction in developmental dysplasia of the hip: Intraarticular impediment to complete reduction

송해룡, 이석현. Deceleration in maturation of bone during adolescent age in achondroplasia: A retrospective study using RUS scoring 

system

최인호, 이동연, 조태준, 이혜란, 유원준, 정진엽. Demineralized bone matrix enhances consolidation during distraction osteogenesis by 

promoting endochondral bone formation

이순혁, 박상원. Virtual surgery using 3D-CT images for preoperative planning of periacetabular osteotomy in hip dysplasia

김정렬, 이형석. COMP-Angiopoietin-1 ameliorates surgery induced ischemic necrosis of the femoral head in rats

김휘택, 오문형, 이정서. Congruency vs. containment: Serial range of motion (SROM) MRI in treating Legg-Calve-Perthes Disease

최인호, 유원준, 조태준, 정진엽, 박문석, 신성진. Shelf acetabuloplasty for Perthes’ hips with reducible subluxation: Prognostic factors 

related to hip remodeling

송해룡, 이석현, 송상헌, 이주원. Analysis of callus pattern of tibia lengthening in achondroplasia and a novel method of regenerate 

assessment using pixe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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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s

박문석, 정진엽, 이상형,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이경민. Tibial torsion in cerebral palsy: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asurement

김정렬, 이형석. Noble angiogenic growth factor COMP-ANG1 accelerates new bone formation in a rat model of distraction osteogenesis

최인호, 유원준, 천정은, 조태준, 신성진. Location of anterior tibial artery exit through the interosseous forma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3D-CT angiographic study

김정렬, 이형석. Type III Open Fractures of the tibia in children

29th Annual Meeting, Zagreb (Croatia) 2010

Best Basic Science Paper – Pedrag Klisic Award

Enhanced bone regeneration with COMP-angiopoietin-1 function nanoparticle-hydrogel complex in a rat model of distraction osteogenesis. 

Jung Ryul Kim, Sun Jung Yun (Korea)

Oral Presentations

조태준, 김지범, 박문석, 유원준, 정진엽, 최인호. Fracture of the long bones stabilized by telescopic rod in osteogenesis imperfecta 

patients

김정렬, 윤선정. Enhanced bone regeneration with COMP-angiopoietin-1 function nanoparticle-hydrogel complex in a rat model of 

distraction osteogenesis

Posters

김정렬, 윤선정. A comparison of calcaneo-cuboid-cuneiform osteotomy and lateral column lengthening for the correction of pes 

planovalgus in children

30th Annual Meeting, Basel (Switzerlan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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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Presentations

김현우, 박훈, 이기석, 박희완. Surgical treatment of symptomatic flatfoot in children with severe generalized ligamentous laxity

박문석, 정진엽, 이경민, 이상형,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adiographic measurement in hindfoot deformities

김휘택, 김인보, 이종서. Concentric reduction of the femoral head in childhood hip dysplasia: a precise definition based on MR imaging

신성진, 윤선정, 박병현, 김정렬. Stromal vascular fraction loaded bio-degradable scaffold for the treatment of a rat tibial defects

이경민, 정진엽, 박문석, 이상형,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Statistical consideration for bilateral cases in orthopaedic research

정진엽, 박문석, 이경민, 이상형,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Parental issues of concern before single-event multilevel surgery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정진엽, 박문석, 이경민, 이상형,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Validity of the indices for hip flexor function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clinical application of psoas length

송상헌, 김민근, 송해룡. Clinical and Allelic Heterogeneity in Hypochondroplasia Producing Phenotypic Overlaps with Achondroplasia

조태준, 이동연, 이강, 문혁주, 박문석, 유원준, 정진엽, 최인호. Translational talus instability in hereditary multiple exostoses

Poster

송상헌, 김민근, 송해룡. COMP and Col9A3 muta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pseudoachondroplasia phenotype

김휘택, 배성호, 이종수. Valgus-flexion femoral osteotomy improves femoral head roundness in severe LCP disease

박문석, 정진엽, 이경민, 이상형, 권대규,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Testing reliability using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n 

orthopaedic research

김휘택, 김인보, 우성훈, 이종서. The effect of fragmentation pattern of the femoral head on the final outcome in LCP disease

주선영, 박희완, 송인범, 김현우. Remodeling of malalignment in sagittal plane after supracondylar fracture of the humerus

김현우, 노재영, 이기석, 박희완. Functional implications of involvement of subtalar joint in tarsal coalitions: a pedobarographic study

박문석, 정진엽, 이경민, 이상형, 권대규,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Age-related changes of physical examination and gait parameters in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and adolescents

31st Annual Meeting, Helsinki (Finland) 2012

Oral Presentations

송해룡, 송상헌, 박광원, 김학준. The Effects of rhBMP-2 Injection on Distraction Osteogenesis of Rat’s tibia

김정렬. The Role of Leptin in Legg-Clave-Perthes Disease

박문석, 정진엽, 이경민, 이상형, 권대규, 성기혁, 이태원,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Clinical Relevance of Valgus Deformity of 

Proximal Femur in Cerebral Pal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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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정진엽, 박문석, 이경민, 권대규, 성기혁, 이태원,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Comparative Study of Hamstring and Psoas 

Lengths between the Induced Crouch Gait in Normal Subjects and Crouch Gait in Cerebral Palsy Patients-3D Modeled Length using Gait 

Analysis

권대규, 정진엽, 박문석, 이경민, 이상형, 성기혁, 이태원,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Parenting stress in Parents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and its Association with P Function

Posters

이상형, 정진엽, 박문석, 이경민, 권대규, 성기혁, 이태원,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Anterior Knee Pain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조태준, 이강, 문혁주, 박문석, 유원준, 정진엽, 최인호. Unicortical Locked Plating in Addition to Intramedullary Rod Fixation for Long 

Bone Stabilization in Osteogenesis Imperfecta Patients

권대규, 정진엽, 박문석, 이경민, 이상형, 성기혁, 이태원,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Prophylactic Femoral Varization Osteotomy for 

Contralateral Stabile Hip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Undergoing Hip Reconstructive Surgery: Decision Analysis

심종섭, 이순철, 서성욱, 강호민. Lateral Transfer of the Anterior Tibial Tendon in Residual Clubfoot

조태준, 이준규, 문혁주, 박문석, 유원준, 정진엽, 최인호. Change of Cranofacial Deformity after Sternocleidomastoid Muscle Release 

in Congenital Muscular Torticollis Patients

심종섭, 이순철, 서성욱, 이정희. Septic Arthritis in Infancy: Prognostic Factors in a Tertiary Care Hospital

송해룡, 송상헌, 박광원, 홍진호. Growth Disturbance after Lower Limb Lengthening and Quantitative Assessment of Physeal Closure in 

Skeletally Immature Achondroplasia

32nd Annual Meeting, Athens (Greece) 2013

Oral Presentations

김정렬, 박병현, 장규윤. Decreased expression of leptin receptor in ischemic femoral heads of diet-induced obese rats

이동훈. Treatment of the Hip in Multiple Hereditary Exostoses(MHE) by Safe Surgical Dislocation

박문석, 이경민, 성기혁, 이승열, 최영, 이상형, 권대규,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정진엽. Estimation of the recovery of physiological 

genu varum with linear mixed model

유원준, 문혁주, 천정은, 송미현, 조태준, 최인호. Dose femoral varus osteotomy improve sphericity of the femoral head in Legg-Clave-

Perthes disease with lateral pillar C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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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최영, 정진엽, 이경민, 성기혁, 이승열, 이상형, 권대규,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박문석. Reliability of lower limb alignment 

measurements in patients with multiple epiphyseal dysplasia

김정렬, 정성택. Residual deformity following distal tibial diaphyseal fractures in children younger than 10 years

박문석, 이경민, 성기혁, 이승열, 최영, 이상형, 권대규,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정진엽. Calcaneal lengthening for the planovalgus 

foot deformity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박문석, 이경민, 성기혁, 이승열, 최영, 이상형, 권대규,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정진엽. Conflict on Interest in the Assessment of 

Botulinum toxin A injections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A systemic review

이승열, 정진엽, 이경민, 성기혁, 최영, 이상형, 권대규,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박문석. Relationships between isometric muscle 

strength, gait parameters, and gross motor function measure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최용, 정진엽, 이경민, 성기혁, 이승열, 이상형, 권대규, 최인호, 조태준, 유원준, 박문석. To what degree do torsional structural 

deformities determine rotational gait parameters in patients with diplegic cerebral palsy?

유원준, 최인호, 조태준, 천정은, 송미현, 정진엽, 박문석, 최은화, 이환종, 박경운. Epiphyseal Osteomyelitis Caused by 

Mycobacterium Species in Otherwise Healthy Children

33rd Annual Meeting, Bruges (Belgium) 2014

Oral Presentations

박광원, 송해룡. Extent of physeal involvement in Legg-Calve-Perthes disease

유원준, 최인호, 조태준, 최은석, 정진엽, 박문석, 천정은. Prognostic factors for femoral head deformity in the early stages of Legg-

Clave-Perthes disease: MRI diffusion and perfusion indices

박문석, 이경민, 권순선, 이승열, 이인혁, 이상형, 권대규, 정진엽. Spontaneous restoration of radiographic indices in idiopathic plano-

valgus feet

박광원, 송해룡. Limb lengthening in patients with rhizomelic dwarfism: a comparative study of femoral and tibial lengthening

성기혁, 정진엽, 이경민, 권순선, 이인혁, 이상형, 권대규, 박문석. Recurrence of equinus foot deformity after tendo-achilles 

lengthening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Posters

박문석, 이경민, 권순선, 이승열, 이인혁, 이상형, 권대규, 정진엽. What role do plain radiographs have in assessing the skeletally 

immature acromio-clavicular joint?

송광순, 이시욱, 장형규. Natural course of tibiofemoral angle in excessive physiological genu varum in children

박광원, 송해룡. Timing of Premature Physeal Closure in Legg-Calve-Perthes Disease

송미현, 최은석, 박문석, 유원준, 정진엽, 최인호, 조태준. Percutaneous Epiphysiodesis Using Transphyseal Screws (PETS) in the 

Management of Leg Length Discrepancy: Optimal Operation Timing and Techniques to Avoid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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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순, 이시욱, 김동완. Bilateral Involvement or Concomitant Distant Infections of the Septic Hip in Children

조태준, 서상교, 송해룡, 김현우, 심종섭, 정진엽, 김옥화, 최인호. Comparison of Orthopaedic Manifestations of Multiple Epiphyseal 

Dysplasia caused by MATN3 Versus COMP Mutations

박광원, 송해룡. Distraction Osteogenesis Using External Fixators in Managing Residual Leg Length Discrepancy in Post-Malignant Bone 

Tumor Salvage Procedures

조아름, 정성택, 문재영, 양현기. An Evaluation of Forearm Deformities in Multiple Hereditary Exostoses: Modified Classification of 

Masada and Factors Associated with Radial Head Dis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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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4. 연수교육

1997년 연수강좌

1997년 11월 15~16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참석인원 271

Section 1 Introduction & Basic

 1. Basic techniques in physical examination 충남대; 이광진

 2. Radiologic examination of children 서울대; 김인원

 3. Gait analysis 서울대; 정진엽

Section 2 Lengthening & Deformity Correction

 1. Torsion-angular deformity 성균관대; 심종섭

 2. Leg length discrepancy 경상대; 송해룡

 3. Limb lengthening and deformity correction 연세대; 박희완

Section 3 General Affection

 1. Skeletal dysplasia 서울대; 최인호

 2. Metabolic, endocrine and hematologic disease 서울대; 조태준

Section 4 Neuromuscular

 1. Cerebral palsy 서울대; 정진엽

 2. Other neuromuscular disease 가톨릭대; 옥인영

Section 5 Spine

 1. Cervical spine 울산대; 이춘성

 2. Spine deformity 서울대; 이춘기

 3. Lower back pain in children 서울대; 이춘기

 

Section 6 Congenital (I)

 1. Upper extremity 연세대; 박희완

 2. DDH: a. Pathology and diagnosis 고려대; 이석현

                b. Treatment before walking age 서울대; 최인호

                c. Treatment after walking age 가톨릭대; 옥인영

Section 7 Congenital (II)

 1. Clubfoot: a. Pathology and non-operative treatment 충남대; 이광진

                      b. Surgical treatment 경상대; 송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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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ther foot and knee 아주대; 안재인

Section 8 Developmental (I)

 1. LCP: a. Clinical and radiological manifestation 한양대; 황건성

               b. Treatment principle and conservative treatment 연세대; 박병문

               c. Surgical treatment 고려대; 이석현

Section 9 Infectious and rheumatic 고려대; 이순혁

Section 10 Developmental (II)

 1. Other hip disease 한양대; 황건성

 2. Other knee and leg disease 성균관대; 심종섭

Section 11 Trauma (I)

 1. Physeal injury 아주대; 안재인

 2. Birth fracture and palsy 충남대; 신현대

Section 12 Trauma (II)

 1. Spine  울산대; 이춘성

 2. Shoulder and elbow 부산대; 류총일

 3. Wrist and hand 계명대; 송광순

 

Section 13 Trauma (III)

 1. Hip and femur 영남대; 김세동

 2. Knee, tibia, foot 한양대; 김태승

 3. Sports injury 부산대; 김휘택

1998년 연수강좌

1998년 11월 14~15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참석인원 279

Section 1 Introduction & Basic

 1. Basic techniques in physical examination 아주대; 안재인

 2. Radiologic examination of children 서울대; 김인원

 3. Gait analysis 서울대; 정진엽

 4. Embriology  서울대; 최인호

Section 2 Lengthening & Deformity Correction

 1. Leg length discrepancy 을지대; 송백용

 2. Limb lengthening and deformity correction 연세대; 박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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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General Affection

 1. Skeletal dysplasia 서울대; 조태준

 2. Metabolic, endocrine and hematologic disease 고려대; 서승우

Section 4 Neuromuscular

 1. Cerebral palsy 서울대; 정진엽

 2. Myelomeningocele 가톨릭대; 옥인영

 3. Peripheral nerve & muscle disease 한양대; 황건성

Section 5 Spine

 1. Cervical spine 울산대; 이춘성

 2. Spine deformity 서울대; 이춘기

 3. Lower back pain in children 서울대; 이춘기

Section 6 DDH

 1. DDH: Pathology and diagnosis 부산대; 김휘택

 2. DDH: Treatment before walking age 고려대; 이석현

 3. DDH: Teatment after walking age 가톨릭대; 옥인영

Section 7 Clubfoot

 1. Clubfoot: Pathology and coservative treatment 충남대; 이광진

 2. Clubfoot: Surgical treatment 경상대; 송해룡

Section 8 LCP

 1. LCP: Clinical and radiological manifestation 한양대; 황건성

 2. LCP: Treatment principle and conservative treatment 연세대; 박병문

 3. LCP: Surgical treatment 서울대; 최인호

Section 9 Infectious and rheumatic

 1. Infectious and Rheumatologic disease in children 동아대; 김성수

Section 10 Neoplastic

 1. Tumors specific in children 한양대; 김태승

Section 11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I)

 1. Foot  연세대; 박희완

 2. Knee & leg  성균관대; 심종섭

Section 12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II)

 3. Hip  고려대; 이순혁

 4. Upper extremity 계명대; 송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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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3 Trauma (I)

 1. Physeal injury 이화여대; 윤여헌

  2. Elbow and wrist 충남대; 신현대

Section 14 Trauma (II)

 1. Hip and femur 영남대; 김세동

 2. Knee, lower leg and ankle 인제대; 주석규

1999년 연수강좌

1999년 11월 13~14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참석인원 278

Section 1 Introduction & Basic

 1. Basic techniques in physical examination 가톨릭대; 옥인영

 2. Radiologic examination of children 서울대; 김인원

 3. Gait analysis 서울대; 정진엽

 4. Embriology  동아대; 김성수

Section 2 Lengthening & Deformity Correction

 1. Leg length discrepancy 계명대; 송광순

 2. Limb lengthening and deformity correction 경상대; 송해룡

Section 3 General Affection

 1. Skeletal dysplasia 서울대; 최인호

 2. Metabolic, endocrine and hematologic disease 고려대; 서승우

Section 4 Neuromuscular

 1. Cerebral palsy 서울대; 정진엽

 2. Myelomeningocele 가톨릭대; 옥인영

 3. Peripheral nerve & muscle disease 한양대; 황건성

Section 5 Spine

 1. Cervical spine 울산대; 이춘성

 2. Spine deformity 서울대; 이춘기

 3. Lower back pain in children 아주대; 안재인

Section 6 DDH

 1. DDH: Pathology and diagnosis 영남대; 김세동

 2. DDH: Treatment before walking age 한양대; 황건성

 3. DDH: Teatment after walking age 서울대; 최인호



II-4. 연수교육

208_   30th Annlversary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30년사

Section 7 Clubfoot

 1. Clubfoot: Pathology and coservative treatment 충남대; 이광진

 2. Clubfoot: Surgical treatment 연세대; 박희완

Section 8 LCP

 1. LCP: Clinical and radiological manifestation 고려대; 이순혁

 2. LCP: Treatment principle and conservative treatment 연세대; 박병문

 3. LCP: Surgical treatment 고려대; 이석현

Section 9 Infectious and rheumatic

 1. Infectious and Rheumatologic disease in children 을지대; 송백용

Section 10 Neoplastic

 1. Tumors specific in children 한양대; 김태승

Section 11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I)

 1. Foot  연세대; 박희완

 2. Knee & leg  고려대; 이순혁

Section 12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II)

 3. Hip  영남대; 김세동

 4. Upper extremity 계명대; 송광순

 

Section 12 Trauma (I)

 1. Physeal injury 이화여대; 윤여헌

 2. Elbow and wrist 성균관대; 심종섭

Section 13 Trauma (II)

 1. Hip and femur 부산대; 김휘택

 2. Knee, lower leg and ankle 인제대; 주석규

2001년 연수강좌

2001년 11월 9~10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참석인원 250

Section 1 Introduction & Basic

 1. Basic techniques in physical examination 한양대; 황건성

 2. Radiologic examination of children 서울대; 김인원

 3. Gait analysis 동아대;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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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Lengthening & Deformity Correction

 1. Leg length discrepancy 충남대; 신현대

 2. Limb lengthening and deformity correction 경상대; 송해룡

Section 3 General Affection

 1. Skeletal dysplasia 서울대; 조태준

 2. Metabolic, endocrine and hematologic disease 연세대; 김현우

Section 4 Neuromuscular

 1. Cerebral palsy 서울대; 정진엽

 2. Myelomeningocele 고려대; 서승우

 3. Peripheral nerve & muscle disease 한양대; 황건성

 

Section 5 Spine

 1. Cervical spine 울산대; 이춘성

 2. Spine deformity 서울대; 이춘기

Section 6 DDH

 1. DDH : Pathology and diagnosis 영남대; 김세동

 2. DDH: Treatment before walking age 부산대; 류총일

 3. DDH: Teatment after walking age 가톨릭대; 옥인영

Section 7 Clubfoot

 1. Clubfoot: Pathology and coservative treatment 아주대; 안재인

 2. Clubfoot: Surgical treatment 인제대; 주석규

Section 8 LCP

 1. LCP: Clinical and radiological manifestation 고려대; 이석현

 2. LCP: Treatment principle and conservative treatment 고려대; 이순혁

 3. LCP: Surgical treatment 서울대; 최인호

Section 9 Infectious and rheumatic

 1. Infectious and Rheumatologic disease in children 을지대; 송백용

Section 10 Neoplastic

 1. Tumors specific in children 한양대; 김태승

Section 11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I)

 1. Hip  부산대; 김휘택

 2. Upper extremity 계명대; 송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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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2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II)

 3. Foot  연세대; 박희완

 4. Knee & leg  성균관대; 심종섭

 

Section 13 Trauma

 1. Physeal injury 이화여대; 윤여헌

2002년 연수강좌

2002년 11월 8~9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참석인원 238

Section 1 Introduction & Basic

 1. Basic techniques in physical examination 한양대; 황건성

 2. Radiologic examination of children 서울대; 김인원

 3. Gait analysis 동아대; 김성수

 4. Embriology  인제대; 주석규

Section 2 Lengthening & Deformity Correction

 1. Leg length discrepancy 충남대; 신현대

 2. Limb lengthening and deformity correction 경상대; 송해룡

Section 3 General Affection

 1. Skeletal dysplasia 서울대; 조태준

 2. Metabolic, endocrine and hematologic disease 연세대; 김현우

Section 4 Neuromuscular

 1. Cerebral palsy 서울대; 정진엽

 2. Myelomeningocele 고려대; 서승우

 3. Peripheral nerve & muscle disease 한양대; 황건성

Section 5 Spine

 1. Cervical spine 울산대; 이춘성

 2. Spine deformity 서울대; 이춘기

 3. Lower back pain in children 전남대; 정재윤

Section 6 DDH

 1. DDH: Pathology and diagnosis 영남대; 김세동

 2. DDH: Treatment before walking age 고려대; 이순혁

 3. DDH: Teatment after walking age 가톨릭대; 옥인영

Section 7 Clubfoot

 1. Clubfoot: Pathology and coservative treatment 서울대;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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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lubfoot: Surgical treatment 연세대; 박희완

Section 8 LCP

 1. LCP: Clinical and radiological manifestation 전남대; 정성택

 2. LCP: Treatment principle and conservative treatment 전남대; 노성만

 3. LCP: Surgical treatment 서울대; 최인호

Section 9 Infectious and rheumatic

 1. Infectious and Rheumatologic disease in children 을지대; 송백용

Section 10 Neoplastic

 1. Tumors specific in children 한양대; 김태승

Section 11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I)

 1. Foot  가톨릭대; 이한용

 2. Knee & leg  성균관대; 심종섭

Section 12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II)

 3. Hip  부산대; 김휘택

 4. Upper extremity 계명대; 송광순

Section 13 Trauma (I)

 1. Physeal injury 이화여대; 윤여헌

2003년 연수강좌

2003년 11월14~15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참석인원 210

Section 1 Introduction & Basic

 1. Basic techniques in physical examination 연세대; 박희완

 2. Radiologic examination of children 서울대; 김인원

 3. Embriology  울산대; 박수성

 4. Gait analysis 동아대; 김성수

Section 2 Lengthening & Deformity Correction

 1. Leg length discrepancy 충남대; 신현대

 2. Limb lengthening and deformity correction 경상대; 송해룡

Section 3 General Affection

 1. Skeletal dysplasia 서울대; 조태준

 2. Metabolic, endocrine and hematologic disease 연세대;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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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Neuromuscular

 1. Cerebral palsy 서울대; 정진엽

 2. Myelomeningocele 고려대; 서승우

 3. Peripheral nerve & muscle disease 한양대; 황건성

Section 5 Spine

 1. Cervical spine 울산대; 이춘성

 2. Spine deformity 서울대; 이춘기

 3. Lower back pain in children 전남대; 정재윤

Section 6 DDH

 1. DDH: Pathology and diagnosis 영남대; 김세동

 2. DDH: Treatment before walking age 고려대; 이순혁

 3. DDH: Teatment after walking age 가톨릭대; 옥인영

Section 7 Clubfoot

 1. Clubfoot :Pathology and coservative treatment 서울대; 최인호

 2. Clubfoot :Surgical treatment 연세대; 박희완

Section 8 LCP

 1. LCP: Clinical and radiological manifestation 전남대; 정성택

 2. LCP: Treatment principle and conservative treatmen 전남대; 노성만

 3. LCP: Surgical treatment 서울대; 최인호

Section 9 Infectious and rheumatic

 1. Infectious and Rheumatologic disease in children 을지대; 송백용

Section 10 Neoplastic

 1. Tumors specific in children 한양대; 김태승

Section 11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I)

 1. Foot  가톨릭대; 이한용

 2. Knee & leg  성균관대; 심종섭

Section 12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II)

 3. Hip  부산대; 김휘택

 4. Upper extremity 계명대; 송광순

Section 13 Trauma

 1. Physeal injury 이화여대; 윤여헌

 2. Elbow and wrist 경북대; 오창욱

 3. Hip and femur 인제대; 주석규



II-4. 연수교육

  30th Annlversary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_213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30년사

 4. Knee, lower leg and ankle 계명대; 송광순 

2004년 연수강좌

2004년 11월12~13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참석인원 219

Section 1 Introduction & Basic

 1. Basic techniques in physical examination 영남대; 김세동

 2. Radiologic examination of children 서울대; 김인원

 3. Gait analysis 연세대; 김현우

Section 2 Lengthening & Deformity Correction

 1. Leg length discrepancy 고려대; 송해룡

 2. Limb lengthening and deformity correction 연세대; 박희완

Section 3 General Affection

 1. Skeletal dysplasia 서울대; 조태준

 2. Bone disease from metabolic, endocrine and hematologic origin 을지대; 김하용

Section 4 Neuromuscular

 1. Cerebral palsy 서울대; 정진엽

 2. Myelomeningocele 고려대; 서승우

 3. Peripheral nerve & muscle disease 동아대; 김성수

Section 5 Clubfoot

 1. Clubfoot :Pathology and coservative treatment 충남대; 신현대

 2. Clubfoot :Surgical treatment 을지대; 송백용

Section 6 Spine

 1. Cervical spine 전남대; 정재윤

 2. Spine deformity 서울대; 이춘기

 3. Back pain in children 울산대; 이춘성

 

Section 7 DDH

 1. DDH: Pathology and diagnosis 영남대; 김세동

 2. DDH: reatment before walking age 고려대; 이순혁

 3. DDH: Teatment after walking age 가톨릭대; 옥인영

Section 8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I)

 1. Foot  가톨릭대; 이한용

 2. Knee & leg  성균관대; 심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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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lount disease in Japan-Multicenter study Showa Univ. Saito 

 4. Hip  이화여대; 윤여헌

 5. Upper extremity 계명대; 송광순

Section 9 Infection & Rheumatic& Neoplastic

 1. Infectious and Rheumatologic disease in children 울산대; 박수성

 2. Tumors specific in children 한양대; 김태승

Section 10 LCP

 1. LCP: Clinical and radiological manifestation 부산대; 김휘택

 2. LCP: Treatment principle and conservative treatment 전남대; 정성택

 3. LCP: Surgical treatment 서울대; 최인호

Section 11 Trauma

 1. Physeal injury 인제대; 주석규

 2. Elbow and wrist 계명대; 송광순

 3. Hip and femur 경북대; 오창욱

 4. Knee, lower leg and ankle 국립의료원; 노재영

2005년 연수강좌

2005년 11월11~12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참석인원 207

Section 1 Basic

 1. Radiologic examination of children 서울대; 김인원

 2. Gait analysis 연세대; 김현우

Section 2 LLD & Deformity Correction

 1. Leg length discrepancy 경상대; 송해룡

 2. Limb lengthening and deformity correction 연세대; 박희완

Section 3 General Affection

 1. Skeletal dysplasia 서울대; 조태준

 2. Metabolic, endocrine and hematologic 을지대; 김하용

Section 4 Neuromuscular

 1. Cerebral palsy 서울대; 정진엽

 2. Myelomeningocele 한양대; 황건성

 3. Other neuromuscular disease 동아대;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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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DDH

 1. DDH : Pathology and diagnosis 영남대; 김세동

 2. DDH Treatment before walking age 고려대; 이순혁

 3. DDH: Treatment after walking age 가톨릭대; 옥인영

Section 6 Infection & Rheumatic & Neoplastic

 1. Infectious and rheumatic diseases in children 울산대; 박수성

 2. Tumors specific in children 한양대; 김태승

Section 7 Spine

 1. Cervical spine 고려대; 서승우

 2. Spine deformity 서울대; 이춘기

 3. Lower back pain in children 울산대; 이춘성

Section 8 Clubfoot

 1. Clubfoot : Pathology & conservative treatunet 충남대; 신현대

 2. Clubfoot : Surgical 을지대; 송백용

Section 9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1. Foot  가톨릭대; 이한용

 2. Knee & leg  성균관대; 심종섭

 3. Hip  이화여대; 윤여헌

 4. Upper extremity 계명대; 송광순

Section 10 LCP

 1. LCP : Clinical and radiological manifestation 부산대; 김휘택

 2. LCP : Tx principle & conservative 전남대; 정성택

 3. LCP : Surgical Treatment 서울대; 최인호

Section 11 Trauma

 1. Physeal injury 인제대; 주석규

 2. Elbow and wrist 경북대; 오창욱

 3. Hip and femur 가톨릭대; 정창훈

 4. Knee, lower leg and ankle 국립의료원; 노재영

2006년 연수강좌

2006년 11월11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참석인원 199

Section 1 Basic

 1. Radiologic examination of children 서울대; 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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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Gait analysis 연세대; 김현우

Section 2 LLD & Deformity Correction

 1. Leg length discrepancy 경상대; 송해룡

 2. Limb lengthening and deformity correction 연세대; 박희완

Section 3 General Affection

 1. Skeletal dysplasia 서울대; 조태준

 2. Metabolic, endocrine and hematologic 을지대; 김하용

Section 4 Neuromuscular

 1. Cerebral palsy 서울대; 정진엽

 2. MMC  가톨릭대; 정창훈

 3. Other neuromuscular disease 동아대; 김성수

Section 5 Spine

 1. Cervical spine 고려대; 서승우

 2. Spine deformity 서울대; 이춘기

 3. Low back pain 울산대; 이춘성

Section 6 Infection & Rheumatic & Neoplastic

 1. Infectious and rheumatic diseases in children 울산대; 박수성

 2. Tumors specific in children 전남대; 정성택

Section7 DDH

 1. DDH : Pathology and diagnosis 영남대; 김세동

 2. DDH Treatment before walking age 고려대; 이순혁

 3. DDH: Treatment after walking age 가톨릭대; 옥인영

Section8 Clubfoot

 1. Clubfoot : Path & Cons 충남대; 신현대

 2. Clubfoot : Surgical 성균관대; 심종섭

Section 9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1. Foot  가톨릭대; 이한용

 2. Knee & leg  경북대; 오창욱

 3. Hip  이화여대; 윤여헌

 4. Upper extremity 계명대; 송광순

Section 10 LCP

 1. LCP : Clinical and radiological manifestation 부산대; 김휘택

 2. LCP : Treatment 서울대;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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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1 Trauma

 1. Physeal injury 인제대; 주석규

2007년 연수강좌

2007년 11월10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참석인원 197

Section 1 Basic

 1. Radiologic examination of children 서울대; 천정은

 2. Gait analysis 연세대; 김현우

Section 2 Neuromuscular

 1. Cerebral palsy 서울대; 정진엽

 2. Myelomeningocele 가톨릭대; 정창훈

 3. Other neuromuscular disease 동아대; 김성수

Section 3 LLD & Deformity Correction

 1. Leg length discrepancy 전북대; 김정렬

 2. Limb lengthening and deformity correction 경상대; 송해룡

Section 4 General Affection

 1. Skeletal dysplasia 서울대; 조태준

 2. Metabolic, endocrine and hematologic 을지대; 김하용

Section 5 Spine

 1. Cervical spine 고려대; 서승우

 2. Congenital Spine deformity 서울대; 이춘기

 3. Low back pain 울산대; 이춘성

Section 6 Infection & Rheumatic & Neoplastic

 1. Infectious and rheumatic diseases in children 울산대; 박수성

 2. Tumors specific in children 전남대; 정성택

Section7 DDH

 1. DDH : Pathology and diagnosis 영남대; 김세동

 2. DDH Treatment before walking age 고려대; 이순혁

 3. DDH: Treatment after walking age 가톨릭대; 옥인영

Section8 Clubfoot

 1. Clubfoot : Path & Cons 충남대; 신현대

 2. Clubfoot : Surgical 성균관대; 심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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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9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1. Foot  가톨릭대; 이한용

 2. Knee & leg  경북대; 오창욱

 3. Hip  이화여대; 윤여헌

 4. Upper extremity 계명대; 송광순

Section 10 LCP

 1. LCP : Clinical and radiological manifestation 부산대; 김휘택

 2. LCP : Treatment 서울대; 최인호

Section 11 Trauma

 1. Physeal injury 인제대; 주석규

2008년 연수강좌

2008년 11월 8~9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참석인원 193

Section 1 Introduction 

 1. Physical examination of the children 계명대; 송광순

 2. Radiologic examination of the children 서울대; 천정은

 3.Torsional-angular development of lower extremity 국립의료원; 노재영

 4.Growth & development  전북대; 김정렬

Section 2 General Affection

 1. Skeletal dysplasia 서울대; 조태준

 2. Metabolic, endocrine and hematologic 연세대; 이기석

Section 3 LLD & DC

 1. LLD & its management 성균관대; 심종섭

 2. Deformity correction 고려대; 송해룡

Section 4 Neuromuscular

 1. Evaluation and conservative treatment of CP 을지대; 김하용

 2. Surgical treatment of CP 서울대; 정진엽

 3. Other neuromuscular diseases 연세대; 김현우

Section 5 Infc-Rheumatic-Neoplastic

 1. Infectious and rheumatic diseases in children 한림대; 박건보

 2. Tumors specific in the children 한양대; 김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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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6 Spine

 1. Idiopathic scoliosis 서울대; 이춘기

 2. Congenital Spine deformity 울산대; 이춘성

 3. Neuromuscular spine problems 고려대; 서승우

 4. Back pain in children  전남대; 정재윤

Section 7 DDH

 1. Path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before walking age 고려대; 이순혁

 2. Treatment after walking age 가톨릭대; 옥인영

Section 8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1. Foot  서울대; 유원준

 2. Knee & leg  경북대; 오창욱

 3. Hip  이화여대; 윤여헌

 4. Hand  동아대; 김성수

 5. Other upper extremity  서울대; 박문석

2009년 연수강좌

2009년 11월 14~15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참석인원 193

Section 1 Introduction 

 1. Physical examination of the children 서울대; 정진엽

 2. Radiologic examination of the children 서울대; 김인원

 3.Torsional-angular development of lower extremity 건양대; 노재영

 4.Growth & development  전북대; 김정렬

Section 2 General Affection

 1. Skeletal dysplasia 서울대; 조태준

 2. Metabolic, endocrine and hematologic 가톨릭대; 하난경

Section 3 LLD & DC

 1. LLD & its management 성균관대; 심종섭

 2. Deformity correction 고려대; 송해룡

Section 4 Infc-Rheumatic-Neoplastic

 1. Infectious and rheumatic diseases in children 아주대; 조재호

 2. Tumors specific in the children 한양대; 김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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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Trauma

 1. Physeal injury 연세대; 박희완

 2. Sports-related injury 가톨릭대; 정창훈

 3. Trauma around the elbow 가톨릭대; 이한용

 4. Other upper extremity trauma  인제대; 신용운

 5. Trauma of the hip and femur 전남대; 정성택

 6. Other lower extremity trauma  성균관대; 서성욱

Section 6 DDH

 1. Path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before walking age 고려대; 이순혁

 2. Treatment after walking age 가톨릭대; 옥인영

Section 7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1. Foot  연세대; 박희완

 2. Knee & leg  경북대; 오창욱

 3. Hip  이화여대; 윤여헌

 4. Hand  동아대; 김성수

 5. Other upper extremity  계명대; 송광순

2010년 연수강좌

2010년 11월 13~14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 참석인원 214

Section 1 Introduction 

 1. Physical examination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서울대; 정진엽

 2. Radiologic examination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서울대; 천정은

 3. Growth & development 전북대; 김정렬

 4. Torsional-angular development of the lower extremity  건양대; 노재영

Section 2 Infc-Rheumatic-Neoplastic

 1. Infectious and rheumatic diseas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인제대; 박건보

 2. Tumors specific in children and adolescents 한양대; 김태승

Section 3 DDH

 1. Path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before walking age 고려대; 이순혁

 2. Treatment after walking age 가톨릭대; 옥인영

Section 4 Clubfoot

 1. Pathology & primary treatment  충남대; 신현대

 2. Role of surgical treatment for clubfoot 울산대; 박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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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1. Foot  연세대; 박희완

 2. Knee & leg  경북대; 오창욱

 3. Hip  이화여대; 윤여헌

 4. Hand  동아대; 김성수

 5. Other upper extremity problems  계명대; 송광순

Section 6 Trauma

 1. Physeal injury 가톨릭대; 정창훈 

 2. Sports-related injury 서울대; 유원준

 3. Trauma around the elbow 가톨릭대; 이한용

 4. Other upper extremity trauma  인제대; 신용운

 5. Trauma of the hip and femur 전남대; 정성택

 6. Other lower extremity trauma  인제대; 주석규

Section 7 Spine

 1. Idiopathic scoliosis 울산대; 이춘성

 2. Congenital spinal deformities 서울대; 이춘기

 3. Neuromuscular spine problems 고려대; 서승우

 4. Back pai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전남대; 정재윤

Section 8 General affections

 1. Skeletal dysplasia 서울대; 조태준

 2. Metabolic, endocrine, and hematologic diseases 가톨릭대; 주선영

Section 9 LLD & DC

 1. LLD & its management 성균관대; 심종섭

 2. Deformity correction 고려대; 송해룡

Section 10 LCPD

 1. Clinical and radiological manifestation of LCPD 부산대; 김휘택

 2. Treatment of LCPD 서울대; 최인호

Section 11  Neuromuscular

 1. Overview and conservative treatment of CP 서울대; 박문석

 2. Surgical treatment of CP 연세대; 김현우

 3. Other neuromuscular diseases 을지대; 김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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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수강좌

2011년 11월 12~13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참석인원 239

Section 1 Introduction 

 1. Physical examination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연세대; 이기석

 2. Radiologic examination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서울대; 천정은

 3. Growth & development 전북대; 김정렬

 4. Torsional-angular development of the lower extremity  한림대; 곽윤해

Section 2 General affections

 1. Skeletal dysplasia 서울대; 조태준

 2. Metabolic, endocrine, and hematologic diseases 가톨릭대; 주선영

Section 3 LLD & DC

 1. LLD & its management 성균관대; 심종섭

 2. Deformity correction 고려대; 송해룡

Section 4 DDH

 1. Path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before walking age 고려대; 이순혁

 2. Treatment after walking age 가톨릭대; 옥인영

Section 5 Trauma

 1. Trauma of the hip and femur 전남대; 정성택 

Section 6 Infc-Rheumatic-Neoplastic

 1. Infectious and rheumatic diseas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인제대; 박건보

 2. Tumors specific in children and adolescents 한양대; 김태승

Section 7 Spine

 1. Idiopathic scoliosis 연세대; 김학선

 2. Congenital spinal deformities 울산대; 이춘성

 3. Neuromuscular spine problems 고려대; 서승우

 4. Back pai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전남대; 정재윤

Section 8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1. Foot  연세대; 박희완

 2. Knee & leg  경북대; 오창욱

 3. Hip  이화여대; 윤여헌

 4. Hand  동아대; 김성수

 5. Other upper extremity problems  계명대; 송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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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9 Trauma

 1. Physeal injury 가톨릭대; 정창훈 

 2. Sports-related injury 서울대; 유원준

 3. Trauma around the elbow 가톨릭대; 이한용

 4. Other upper extremity trauma  인제대; 신용운

 5. Other lower extremity trauma 인제대; 주석규

Section 10 LCPD

 1. Clinical and radiological manifestation of LCPD 부산대; 김휘택

 2. Treatment of LCPD 서울대; 최인호

Section 11 Clubfoot

 1. Pathology & primary treatment  충남대; 신현대

 2. Role of surgical treatment for clubfoot 울산대; 박수성

Section 12  Neuromuscular

 1. Overview and conservative treatment of CP 서울대; 박문석

 2. Surgical treatment of CP 연세대; 김현우

 3. Other neuromuscular diseases 을지대; 김하용

2012년 연수강좌

2012년 11월 10~1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 참석인원 225

Section 1 Introduction 

 1. Physical examination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아주대; 조재호

 2. Radiologic examination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서울대; 천정은

 3. Growth & development 전북대; 김정렬

 4. Torsional-angular development of the lower extremity  한림대; 곽윤해

Section 2 General affections

 1. Skeletal dysplasia 서울대; 조태준

 2. Metabolic, endocrine, and hematologic diseases 가톨릭대; 주선영

Section 3 LLD & DC

 1. LLD & its management 성균관대; 심종섭

 2. Deformity correction 고려대; 송해룡

Section 4 DDH

 1. Path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before walking age 영남대; 김세동

 2. Teatment after walking age 고려대; 이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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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Trauma

 1. Trauma of the hip and femur 전남대; 정성택 

Section 6 Infc-Rheumatic-Neoplastic

 1. Infectious and rheumatic diseas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인제대; 박건보

 2. Tumors specific in children and adolescents 한양대; 김태승

Section 7 Spine

 1. Idiopathic scoliosis 연세대; 김학선

 2. Non-idiopathic scoliosis 고려대; 서승우

 3. Back pai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연세대; 황진호

Section 8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1. Foot  연세대; 박희완

 2. Knee & leg  경북대; 오창욱

 3. Hip  이화여대; 윤여헌

 4. Hand  Kawabata(Osaka,Japan)

 5. Other upper extremity problems  계명대; 송광순

Section 9 Trauma

 1. Physeal injury 가톨릭대; 정창훈 

 2. Sports-related injury 서울대; 유원준

 3. Trauma around the elbow 가톨릭대; 이한용

 4. Other upper extremity trauma  인제대; 신용운

 5. Other lower extremity trauma 인제대; 주석규

Section 10 LCPD

 1. Clinical and radiological manifestation of LCPD 부산대; 김휘택

 2. Treatment of LCPD 서울대; 최인호

Section 11 Clubfoot

 1. Pathology & primary treatment  충남대; 신현대

 2. Role of surgical treatment for clubfoot 울산대; 박수성

Section 12  Neuromuscular

 1. Overview and conservative treatment of CP 서울대; 박문석

 2. Surgical treatment of CP 을지대; 김하용

 3. Other neuromuscular diseases 동아대;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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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수강좌

2013년 11월 9~10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참석인원 228

Section 1 Introduction 

 1. Physical examination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아주대; 조재호

 2. Radiologic examination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서울대; 천정은

 3. Growth & development 인하대; 권대규

 4. Torsional-angular development of the lower extremity  한림대; 곽윤해

Section 2 General affections

 1. Skeletal dysplasia 서울대; 조태준

 2. Metabolic, endocrine, and hematologic diseases 가톨릭대; 주선영

Section 3 LLD & DC

 1. LLD & its management 성균관대; 심종섭

 2. Deformity correction 고려대; 송해룡

Section 4 DDH

 1. Path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before walking age 영남대; 김세동

 2. Treatment after walking age 고려대; 이순혁

Section 5 Infc-Rheumatic-Neoplastic

 1. Infectious and rheumatic diseas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인제대; 박건보

 2. Tumors specific in children and adolescents 한양대; 김태승

Section 6 Spine

 1. Idiopathic scoliosis 연세대; 김학선

 2. Non-idiopathic scoliosis 고려대; 서승우

 3. Back pai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연세대; 황진호

Section 7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1. Foot  전북대; 김정렬

 2. Knee & leg  경북대; 오창욱

 3. Hip  이화여대; 윤여헌

 4. Hand  동아대; 김성수

 5. Other upper extremity problems  계명대; 송광순

Section 8 Mini-workshop

 1. Pelvic osteo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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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9 Trauma

 1. Physeal injury 동국대; 이상형 

 2. Sports-related injury 서울대; 유원준

 3. Trauma around the elbow 가톨릭대; 이한용

 4. Other upper extremity trauma  인제대; 신용운

 5. Trauma of the hip and femur  가톨릭대; 김석중

 6. Other lower extremity trauma 인제대; 주석규

Section 10 LCPD

 1. Clinical and radiological manifestation of LCPD 부산대; 김휘택

 2. Treatment of LCPD 서울대; 최인호

Section 11 Clubfoot

 1. Pathology & primary treatment  충남대; 신현대

 2. Role of surgical treatment for clubfoot 울산대; 박수성

Section 12  Neuromuscular

 1. Overview and conservative treatment of CP 서울대; 박문석

 2. Surgical treatment of CP 서울대; 정진엽

 3. Other neuromuscular diseases 을지대; 김하용

2014년 연수강좌

2014년 11월 8~9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 참석인원 187

Section 1 Introduction 

 1. Physical examination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아주대; 조재호

 2. Radiologic examination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서울대; 천정은

 3. Growth & development 인하대; 권대규

 4. Torsional-angular development of the lower extremity  한림대; 곽윤해

Section 2 General affections

 1. Skeletal dysplasia 서울대; 조태준

 2. Tumo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전남대; 정성택

Section 3 Tumo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1. LLD & its management 성균관대; 심종섭

 2. Deformity correction 고려대; 송해룡

Section 4 DDH

 1. Path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before walking age 영남대; 김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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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eatment after walking age 고려대; 이순혁

Section 5 LCP disease

 1. Clinical and radiological manifestation of LCPD 부산대; 김휘택

 2. Treatment of LCPD 서울대; 최인호

Section 6 Spine

 1. Idiopathic scoliosis 연세대; 김학선

 2. Non-idiopathic scoliosis 고려대; 서승우

 3. Back pai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연세대; 황진호

Section 7 Other Congenital & Developmental

 1. Foot  전북대; 김정렬

 2. Knee & leg  경북대; 오창욱

 3. Hip  이화여대; 윤여헌

 4. Hand  동아대; 김성수

 5. Other upper extremity problems  계명대; 송광순

Section 8  Neuromuscular diseases

 1. Overview and conservative treatment of CP 인제대; 박건보

 2. Surgical treatment of CP 서울대; 박문석

 3. Other neuromuscular diseases 을지대; 김하용

Section 9 Trauma

 1. Physeal injury 동국대; 이상형 

 2. Sports-related injury-Upper extremity 가톨릭대; 정창훈

 3. Sports-related injury-Lower extremity 서울대; 유원준

 4. Trauma around the elbow  가톨릭대; 이한용 

 5.  Other upper extremity trauma  강원대; 이    강

 6. Trauma of the hip and femur 가톨릭대; 김석중

 7. Other lower extremity trauma  인제대; 주석규

Section 10 Infection, rheumatologic, neoplastic diseases

 1. Infectious and rheumatologic diseases 연세대; 김현우

 2. Metabolic, endocrine and hematologic diseases 가톨릭대; 주선영

Section 11 Clubfoot

 1. Pathology and conservative treatment  충남대; 신현대

 2. Surgical treatment  울산대; 박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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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교육 참석자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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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2015

III. 회원이 본 학회 
3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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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정형외과의 나무는 

언제까지나 자라고 있으리니

이  덕  용

우리 소아정형외과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흐뭇해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0주년

을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에도 학회는 꾸준히 발전하여 대외적으로도 이제는 POSNA의 핵심적인 active 

member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학회명을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로 개칭하는 등 현명히 대처하고 있는 줄 안다.

한편 모학회 정형외과는 1950, 60년대 이래 독립된 speciality로서의 privilege를 구가하며 눈부

신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근래 그 아성 같은 영역이 이리저리 침범 당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면 우리 “소아”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Evolution을 거듭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나는 먼저 근본에 돌아가 보자고 말하고 싶다. 다시 Nicholas Andry의 

Orthopedie로 말이다. 知己知彼 라 하였거늘. 마취가 없던 당시의 불구변형의 교정은 앞으로도 

자랄 수 있는 소아에서만 가능했던 것 아니겠는가. Growing Tree ! 정형외과의 Icon 나무의 유연

(由緣) 다름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록 정형외과의 한 subspecialty로 자리잡고 있지만 태생적으로 정형외

과의 본가(本家), 아니 Orthopedia 그 자체로 출발하였다는 자부심을 잊지 말자. 1926년 Campbell 

책 초판의 제목은 Operative Orthopedics in Childhood. 1950, 60년대 미국의 대표적 교과서의 저자 

Shands와 Salter는 둘다 소아정형외과 의사였음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30년이 되었다 하여 다 자라고 만 나무가 아니다. “Youth is a state of mind”라고 읊조린 것

은 Samuel Ullman이었던가. Ever young. Ever growing. 우리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의 앞

날을, 그래서 이 은퇴한 사람의 바램은 더욱 간절하다.

 2015년 봄 이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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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역사 창조를 위하여  

박  병  문

이립(而立)이란 공자가 서른살에 자립한데서 유래된 이칭으로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가 창

립된지 어언 30돌, 이립을 맞이하여 훌륭한 성년학회로 성장 발전한 것을 마음속 깊이 경축합

니다.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창립 멤버의 한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달리 깊으며 학

회 창립 태동기의 과정, 초창기 학회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勞心焦思) 노력한 기억들이 어제 

일인 듯 주마등처럼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모든 의학 분야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필연적으로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細分化)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1956년 설립된 대한정형외과학회 회

원수의 증가 등 힘입어 전공별 분과학회 모임의 필요성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나는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창립에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하였는가,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가

를 뒤돌아 봅니다.

나는 학회창립 핵심멤버인 이덕용(1,2대 회장), 박병문(3대 회장), 이석현(6,7대 회장) 및 옥인

영(11대 회장) 4인이 1985년 수차례의 회동을 가져 학회의 구조, 운영 및 정관을 만드는 등 학회 

창립의 초석을 다지는데 적극 참여하여 첫 발자국을 밟았습니다.

 첫 발자국에 이어 나는 학회창립 발기인의 한사람으로 1985. 10. 16 창립총회에서 의장으로 

사회(司會)를 주재하여 학회창립을 성사시키고 이덕용 회원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였습니

다. 당시 총회 분위기와 상황(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20년사-p 174-이석현 글)의 일부를 소개합

니다.

...............”1985년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의 창립 전후만 해도 Hip, Spine 등 이외에 분과학회

가 몇 개 없었던 때인데, 서울대학의 이덕용 선생님과 연세대학의 박병문 선생님, 두 분이 의기

투합해서 이 학회를 만드신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때에 소아정형외과학회가 소아만

을 전공하는 골수분자들의 모임으로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두 분의 공입니다. 그때

는 누구든지 DDH, LCP등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소아정형외과학회에 소정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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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때인데, 이 분들을 제외하고, 소아만 다루면서 곤궁한 

살림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소수만의 학회로 정착시킨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때 지켜진 원칙은 그 후 대한 소아정형외과학회가 일본, 대만의 소아정형외과학회들보다 앞

선, 더 진화한 학회가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날 창립총회에서 뒤편에 앉아 계신 당대의 대명들을 제치고 50대 중반의 젊은 이덕용 선생

님을 회장으로 옹립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작은 혁명이었고, 이 혁

명을 ‘성공한 쿠데타’로 만든 것은 그날 사회를 보신 박병문선생님의 배짱과 기지이었습니다. 

살얼음을 걷는 것 같던 긴장된 분위기를 표면상 평온하고 유머러스하게 처리하신 것은 단연 

박병문 외교의 압권이었습니다.”.............

학회창립 초창기 정관에 의하여 이덕용 회원이 제 1, 2대(1985.10.16 ~ 1989.11.11) 회장직(2년 

임기제)을 맡아 4년간 학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토대위에 나는 제 3대 회장에 추대되어 2년

간(1989.12 ~ 1991. 11)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당시만 하여도 나의 후속 회장후보군의 연령이 비교적 젊은 편이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회

원들이 나를 다시 2년 임기 회장으로 재추대하려는 상황에서 제의를 완강히 고사(固辭)하고 회

장 임기 2년 회칙을 1년(연임가능)으로 개정하고 노성만 회원을 4대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 회칙은 지금까지 이어져, 현재 제 27대 김휘택 회장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나는 남에게 미루

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솔선하여 회칙개정(회장임기1년)을 실행하여야 겠다는 결단이

었으며, 이는 젊은 회원들이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하고, 떠오르는 별들에게 기회

를 골고루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며 학회창립멤버의 한 사람으로 학회를 위하여 친목과 우

애를 다지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학회창립 후 매년 춘계 및 추계 두 차례의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연구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개진하고, 또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학술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

니다. 국제적으로도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각종 국제학회에 참여하여 연구업

적 발표와 학술 강연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2년 우리학회는 회원들의 활동과 업적이 인정되어 아세아에서는 처음으로 POSNA(북미

정형외과학회)의 allience society의 자격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자랑스럽고 괄목할 사실은 2007년 이석현 회원이 IFPOS(국제소아정형외과학회 연합)의 회

장에 선임되어 3년간의 회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이어 2010년 제 5차 IFPOS Congress 세

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회원들은 일심단결하여 대회진행에 정성을 다 하였습니다. 

많은 회원들은 논문 발표, 세미나, 심포지엄 및 연수강좌 등에 연자로 참여하여 세계 석학들

과 새로운 지식을 교환하고 의견을 소개하는 등 우리의 진면목을 알리고 세계 대회를 성공적



III. 회원이 본 학회 30년사

234_   30th Annlversary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30년사

으로 맞추어 우리학회의 수준 높은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결된 힘

의 집결은 우리학회만이 가지는 자랑스러운 저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자기공명영상(MRI), 양성자방출단층촬영(PETCT), 3차원컴퓨터단층촬영(3D CT), 초음파의 

진단 및 치료의 의학적 이용 등 각종 기기(器機)의 개발과 발달, IT산업의 발달, 신기술의 개발

에 따른 진단 및 치료상 전문과(科) 간의 취급 영역이 중복되고 생존차원에서 영역확장을 위하

여 합당한 명칭으로 개명(改名)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마취과→마취통증의학과로, 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로, 임상병리과→진단검사

의학과로,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소아과→소아청소년과 등입니다. 이러한 전문과(科)의 

영역 확장을 위한 개명 추진이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영역이 

중복되는 과의 반대가 뜨겁게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소아과가 소아청소년과로 개칭됨에 따

라 2012년 총회에서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로 개명 인준하였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학회인 대한정형외과학회 전문의(專門醫) 수는 6,000여명인데 이중 

소아정형외과 정회원은 130명에 불과하며 이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수입이 적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어린이를 다루기 힘들고 성장기 어린이기 때문에 성장함에 속발증이 발생하기 

쉽고 의료 분쟁의 소지가 크며 학회 규정상 1년 이상 연수경력이 있고 소아 환자 60% 이상 취

급하는 자의 정회원 자격 취득 원칙이 지켜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회 정회원들은 

대개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 2월말로 예정된 나의 교수직 정년 은퇴를 앞두고 1999년 12월 03일 서울 힐튼호

텔에서 개최된 제 15차 추계학술대회를 나의 정년은퇴 기념 학술대회로 정하고 특별순서 

“Innominate Osteotomy for the Treatment of Legg - Calvé - PerthesDisease” 를 강연토록 마련하여 주

고, 부부동반 기념 만찬연회까지 베풀어 축하해 준 학회와 회원 여러분의 사랑과 성의에 심심

한 감사를 드립니다.

학회 창립 30주년에 즈음하여 우리 회원들은 자만하지도 현재에 안주하지도 말고 그동안 이

루어 놓은 토대 위에 새로운 각오로 더욱 분발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국가나 사회의 도움 없이 역경 속에서 오직 자력으로 이리 뛰고 저리 달려 세

계 곳곳에서 신지견을 익히고 습득하고 노력하여 현재와 같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앞날에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료보험수가는 열악한 상황에서 

의료 시혜는 최고 수준을 기대하는 사회적 모순 속에 의학 발전의 후퇴를 염려치 않을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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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구열을 충족시킬 연구비의 절대 부족은 우리의 희망과 기대를 안타깝고 좌절할 수준까지 이

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였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허히 우리가 쌓은 저력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학회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매진

해야겠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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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g-Calve-Perthes 병의 동물 실험 유혹

노  성  만

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명예교수

광주 동아병원 명예원장

필자가 2005년 보고(JBJS[B]:87B:1666-8) 한바에 의하면 한국인의 Legg-Calve-Perthes Disease 

(LCPD)의 연간 발생빈도는 10만명당 3.8명이었다. 이는 다른 아시아국가의 보고와 크게 다르

지 않았으며, 백인에서 높고 흑인에서 낮았으며 아시아인은 그 중간에 위치하였다.

문헌조사에 의하면 LCPD의 빈도는 Faroe Island > Europe > N.America > Asia > black의 순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빈도는 인종, 국가, 지역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그 원인은 아직도 확실히 밝혀진 

바 없다.

LCPD는 1909-1910년 최초로 보고된 이래 10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소아 고

관절 질환 중 가장 미개척 분야이며 특히 병의 원인, 병의 자연 경과, 치료 방법 등의 분야에서 

학자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LCPD가 임상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환자들의 상당수에서 골두의 변형이 관찰되며 

이러한 골두 변형은 속발성 고관절염을 초래하고 나아가 관절 치환술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LCPD의 치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골 두 변형의 예방이다. 그러나 많은 학

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병의 원인으로부터 치료 방법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도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LCPD가 미해결 분야의 질환으로 남아 있는 데에는 LCPD가 가지고 있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특성 때문이다.

첫째로, LCPD는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 아니어서 연구에 필요한 골두 표본을 얻기가 쉽지 않다.

둘째로, LCPD는 의사가 직접 육안으로 병든 골두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 우리가 

때로 수술적 접근을 하지만 환부인 골두로부터 거리가 있는 대퇴골 절골술 또는 무명골 절골

술 이어서 관절낭을 열고 골두를 관찰할 수 없다.

셋째로, disease period가 매우 길어서 충분한 추적 조사가 어렵다. LCPD는 주로 6-8세에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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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성장 완료시까지 골두의 변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최소 10년 가까이 추적조사를 하여야 

하며 속발성 관절염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수십 년의 추적이 필요하다.

넷째로, 대부분 문헌들은 자연경과에 대한 연구가 드물고, 대조군 과의 연구도 결여되어 있다.

다섯째로, 많은 치료법이 소개되어 있으나 확립된 견해가 없고 학자에 따라 선호도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다양한 결함들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동물 실험이 시도되

었지만 동물 실험은 아직은 초보단계이며 많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동물 실험은 모든 동물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문헌 조사에 의하면 새끼 돼지, 강아

지, 그리고 어린 토끼가 보고되어 있을 뿐이다.

필자가 LCPD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5년이었다.

1975년부터  정년 퇴임하던  2004 년까지 30여년 동안 LCPD에 매달렸다. 자연스럽게 환자가 

늘어나 정년 무렵에는 등록된 환자가 872명(968관절)에 달하였고 이들 중 2백여명이 최소 10년 

이상 follow-up 되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LCPD의 미해결 분야가 좁혀져 

간다고 느낄 수가 없었다. 자연스럽게 동물 실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문헌조사를 통하

여 LCPD와 유사한 형태학적 변형을 보이는 동물이 어린 성장기의 토끼, 새끼 돼지, 그리고 체

구가 왜소한 애완용 강아지 임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LCPD에 있어서 미해결 분야의 일부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십수년에 

걸쳐 이들 3종의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 실험을 하였다.

동물실험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학내에 수십마리의 돼지를 키울수 있는 축사를 구할 수가 없었다. 불가피하게 돼지 농장을 

20주가 되도록 장거리를 왕복하면서 회진을 다녀야 했다. 출생후 4-5주(체중 7-9kg)에 수술하

고 술후 20주가 되면 평균 몸무게가 107kg에 달하였고 20주짜리의 대퇴골 적출수술도 쉬운일

이 아니었다.

새끼돼지의 경우에는 혈류차단후 발생하는 골두변형의 발달과정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익하

였다.

그러나 병변의 육안적 및 방사선학적 유사성은 돼지의 몸무게가 가벼운 시기까지였으며 골

성장 완료기(술후 20주)에는 과도한 몸무게(평균 107kg)로 인하여 이미 약화된 골두와 비구가 

붕괴되고 골두는 심하게 평편화 되어버리는 약점이 있었다.

체구가 적은 애완용 강아지는 출생후 7-9주(체중 1.5kg-2.5kg)에 혈행차단술을 시행하고 술후 

5개월까지 나누어 도살하였다.

크지도 않고 귀엽기도 하여 5개월동안 합사하여 키우는 재미가 컸다.

주로 전공의들이 아침, 저녁으로 동물사 밖으로 데리고 나와 운동을 시켰다. 전공의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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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애완견에 정이 들기 마련이어서 차마 도살하는 현장에 있기를 거부하였다. 어떤 전공의

는 죽어도 도살할수 없다며 도망나가기도 하였던 기억이 있다.

강아지의 경우 Ligamentum teres artery 만의 절단군이나 중복혈행차단군(Ligamentum teres 

artery와 retinacular artery 동시 차단) 모두에서 LCPD와 유사한 대퇴골두의 변형을 보였으나 중

복차단군에서 단독차단군에 비하여 골두변형의 빈도와 Severity가 보다 저명하였다. 

어린토끼는 출생후 4-5주(500-600g)에 수술하였다. 수술후 12주까지 주기적으로 촬영한 X-선 

사진과 적출한 대퇴골의 관찰, 그리고 병리학적 소견의 검사를 시행하였다. 어린토끼의 실험

의 어려움은 술후 과정에서 쉽게 사망하고 수술상처도 쉽게 감염되어 높은 실패율을 보였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대퇴골두의 아탈구가 더욱 심한 골두변형을 유발함을 확인하고 LCPD

에 있어서 Subluxation을 예방하여야 골두변형을 예방할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험일지를 돌이켜보니 그동안 희생된 새끼돼지가 70여마리, 강아지가 80여마리, 그리고 어

린토끼가 260여마리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속절없이 죽어간 귀여운 어린 희생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명복을 빌어 보낸다. 

실험결과의 일부를 사진으로 소개한다.

Composite radiographic findings from extracted femurs from a piglets sacrificed at postoperative week 4 (A), 8 (B), 12 (C), 

and 16 (D) showing gradual increase of coxa plana, coxa magna, and greater trochanter overgrowths.

A B C D

Photographs of animal models of LCPD in piglets(A), puppies(B), and growing rabbits(C).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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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diography  of the extractred femurs from a puppy of Group C at postoperative two months showing a decrease 

in epiphyseal height and cystic changes of the ossific nucleus at left operated femur.. (B) Macroscopic photography 

showing shortening of 2.5 mm with a mild degree of medial bowing of the femoral neck at left operated femur.. (C-D) 

Macroscopic 

appearances of both extracted femurs five months after operation showing remarkable  increase in anteversion and 

coxa magna of the operated left femur.

A B

C

D

(A) Radiograph before surgery showing normal hip of 5 week-year-old rabbit.. (B) Radiograph at postoperative 4 

weeks showing coxa vara and greater trochanter overgrowth. (C) Radiograph at 12 weeks showing further  increase of 

deformities.. (D) Macroscopic finding of extracted femur showing coxa magna, coxa vara, and GT overgrowth.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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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이 광 진

 제 8,9대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회장

공자의 이립(而立)의 경지를 훨씬 넘어서는 발전과 성숙함을 성취한 대한소아청소년정형

외과학회 창립 30주년을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에서 오래전에 멀리 떠나 있는 사람으로선 오래전, 멀리 고향을 

떠난 사람의 깊은 향수처럼 아련하고 그립고 아쉬운 기억들이 아름다운 추억들로 명멸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의 영광스런 회장직을 맡았던 2년을 전후하여 POSNA를 비롯

한 각종 외국학회에 학문에 열정적인 회원들과 함께 이덕용교수님을 모시고 참석하여 함께 만

들었던 보람찬 기록과 아름다운 추억들은 머리에 기억으로 남아 있다기 보다 가슴에 깊이 새

겨져 아름다운 조각품처럼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뱀프에서 열린 POSNA에 참석하기위해 벤쿠버에서 기차를 타고 로키산맥을 따

라 스쳐 지나가는 장관과 위용에 흥분, 열광하며 로키산맥 중간 기착지 캠루프에서의 하룻밤

과 빨간 연어(red salmon)의 맛은 지금도 눈에 선한 진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천년설과 빙하의 

언덕 아래에서 엘크와 함께 골프가 아닌 신선놀이를 하던 일이며, 물 아래,위로 아름다운 산이 

겹쳐 있는 아름다운 호수, 처음으로 말을 타고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 뱀프스프링호텔 주위

를 돌던 일 등등 하나 같이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기억들입니다.

이곳을 개척한 개척자의 희생과 그들의 개척정신과 소명감에 가득찬 역사를 들으며 몸으로 

느꼈던 전율과 경외감이 학문 사랑의 열정과 소명감으로 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문을 개척해

오신 스승님, 선배, 후배들의 개척정신에 감사와 경의를 마음속에서 느꼈던 기억들이 생각납

니다.

Limb lengthening에 열중했던 시절, ASAMI를 이끌며 이탈리아 Riva Congress Meeting 에 참석

한 후 로마로 입성했던 여행에서 언제나 그러하듯 해박하고 유익한 역사와 일화, 야사 등으로 

여행내내 여행을 보람있게 만드어 주신 이덕용선생님, 항상 술로서 여행을 풍요로운 추억들로 

얼룩지게 만들어 주셨던 故, 김성준선생님 등이 아름답고 아쉬운 마음으로 기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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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먼저 도착하여 세계적인 wind surfing 명소, 리바에서 wind surfing을 즐긴 최인호교수

의 몰라볼 정도로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탄 건강한 그때의 모습이 지금도 최교수를 만날때마다 

오버랩되곤 합니다.

몽펠리에 external fixator workshop 참석하여 故 황건성교수, 문은선교수 그외 여러 교수들과 

함께 겪었던 여행의 일화들은 지금도 술한잔 걸치면 두고두고 회자되는 잊혀지지 않는 추억들

입니다.

Paley, Aronson, Herzenberg 등 L.L의 세계적인 대가들을 초청하여 L-L workshop을 함께 했던 

일,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놀랄만한 우리의 성취를 높게 평가 했던일들은 큰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제 외국에서 학문을 배워 왔던 옛시절의 학회에서 학문을 선두에

서 이끌고 학문을 전파해주는 세계적인 학회로 우뚝 선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학회를 창립

하고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님들과 열정적이고 소명감에 불타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요즈음도 가끔 견관절환자가 거의 전부인 외래에서 20~30년 전에 선생님이 수술해주시어 내 

자식이 이렇게 아이 낳고 잘살고 있다고 외래를 찾은 환자가 자녀와 함께 와서 말하는 것을 들

을 때마다 반갑고 고맙다는 생각 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심한 기형이 이렇게 멀쩡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문이라는 것이 두렵고 경이로운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 소아청소년정형외과 분야의 성숙한 전문의가 되려면 20~30년이 지난 후 추시된 환자의 

모습을 보아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몇년안에 모든 결과가 판정되는 다른 학

문과의 상대적 차별에 소아정형외과학문이 얼마나 어렵고 인내가 필요한 학문인가?!, 다시한

번 경이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다시한번 국가적, 사회적 자원도 없는 열악한 여건 속에도 오직 학문적 열정과 소명감으로 

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를 이토록 세계적인 학회로 우뚝 서게 하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

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껏 이루어 놓은 토대위에 새로운 각오로 더욱 분발하시어 새로

운 역사 40년(불혹, 不惑), 50년(지천명, 知天命)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2의 어린이 병원을 대전에 건립하고 발전시켜려다 실패한 사람으로서 쓰잘데없는 스쳐 지

나가는 단상이지만 한가지 말씀드리면 서양 선진국에 그토록 흔한 Children's Hospital이 이제 

국력이 크게 성장하게된 우라나라에 아직도 서울대어린이병원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껏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극복해왔고 성취한 저력으로 학회 차원에서 도전해볼만한 과

제로서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정형외과, 소아청소년병원이 서양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적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없인 불가능하겠지만 이분야를 전공하시는 학자들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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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의욕, 사랑 없이 국가와 사회의 도움만으로 그냥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로 일생동안 대학에서 일하시다 퇴임한 교수님들이 전국에 널려있

는 children's Hospital 에서 퇴임후에도 같은 분야에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

해서라도 꼭 성취해야 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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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과거를 발판 삼아 도약 준비할 때

학문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지혜 필요  

이  석  현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30여 년 전 종로구 내자호텔 인근에서 이덕용 교

수님, 박병문 교수님과 옥인영, 이석현 등이 모여서 소아정형외과학회 (KPOS)의 발족을 논의

하던 일이 오래전 일이 되었다. 그 모임이 이를테면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의 준비위원회가 된 

셈이다.

80년대 초반 한국의 정형외과는 세부전문화가 움트는 시기이었다. 과도한 세분화의 폐단이 

걱정스러운 지금 돌아보면 금석지감을 금할 수 없다. KPOS가 다른 학회에 앞서서 시작한 계기

를 든다면 서울대학병원 소아병원의 개원이다. 갓 태어난 소아병원 세미나실에서 있었던 창립

총회에 원로 교수들이 몇 분 참석하였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박병문 교수의 사회로 이덕용 

교수가 회장에 선출되었고, 초기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그 때 장내에 감돌던 긴장감이 잊히지 

않는다.

KPOS는 이덕용 초대회장의 주장대로 소수정예를 지향하였다. 목표는 헌신적인 진짜 전문

가들만이 참여하는 학회이었다. 정회원이 되려면 소아전공 전임의 과정을 마치고, 진료 량의 

70% 이상이 소아정형외과 분야이고,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북미소아정형외과학회

(POSNA)를 겨냥한 설계자의 의지가 반영된 규정이다. 이렇게 문턱을 높게 해놓은 덕에 오래

지 않아서, 그것도 일본이나 이스라엘에 앞서서 POSNA와 동격의 제휴(alliance)를 할 수 있었다

(1994).

KPOS는 매월 주최자를 바꿔가면서 증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비록 회원 수가 적을지라도 

열의가 넘쳤고, 증례의 수준도 높았다. 해를 거듭하면서 해외에서 경험을 쌓은 신진들이 가세

하면서 학회는 조금씩 규모가 커졌다. 현재 학회를 이끌고 있는 중진들이 이 때에 들어왔고, 이

들의 활약에 힘입어 KPOS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학회로 발돋움 하였다. 근래에는 국제학

회에서 한국의 논문들이 큰 몫을 차지하고, 한국 학자들이 여러 국제기구의 집행부에 참여하

고 있다. 제3회 국제소아정형외과학회(The 3rd triennial Congress of IFPOS, Seoul, 2010)를 성공적

으로 주최한 것이 그 열매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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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30년에 우리 사회가 겪은 변화의 물결이 소아정형외과에도 어김없이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 많이 보던 대표적인 소아정형외과 질환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만곡족, 고관절탈구, 레

그-페르테스 병 등이 대표적인 질환들이다. 아이들의 절대수가 큰 폭으로 줄고, 건강이 향상되

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양면성을 가진 현상이다. 이 추세는 소아정형외과 전문 의사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온다. 과거의 질환 위주 접근보다는 소아정형외과의 변연을 확대하는 전

략적 전개가 필요해 보인다. 변연의 확대는 학문의 경계뿐 만이 아니라 지리적인 경계도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변환기에 임하는 후배 학자들의 지혜로운 대응을 기대한다.

gala 이덕용

이석현학회장 개회사

역대회장이이태리 밀라니 뒤헤임

학회임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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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으며

박 희 완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엊그제 학회가 창립되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

느새 30년 세월이 흘러 혈기왕성한 성년기를 맞았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30년전 소수의 몇분 선생님들께서 모여 만드신 모임이 이제는 체계화되고 눈부시게 발전한 

학회의 모습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여러 선후배 회원님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덕용 명예교수님, 박병문 명예교수님 두분의 역할은 잊지말아야할 

것입니다.

학회초기에는 학회질의 향상을 위해 정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소수정예를 지향하였으나 

점차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회원의 수를 늘리고 있으나 타 분과학회에 비해 여전히 규모가 

작습니다.  국가적으로 신생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아환자의 감소는 피치못할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학회에서는 

이미 대처방안을 시행 또는 구상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회명칭이 소아청소년정형

외과학회로 개칭된 것도 이러한 연유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첫 번 모임을 가진 소아골절 연구회, 청소년 스포츠 손상모임등 소아외상 분야의 

활성화도 좋은 대처방안으로 여겨집니다.  이외에도 신경근육계 질환, 골이형성증 연구회, 척

추질환등 각 분야별로 깊이있게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도 또 한가지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소아환자 치료의 특성상 정당한 대우와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조정

에도 학회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

니다.

학문적으로도 지난 30년간 국내외적으로 진일보하여 자랑스러운 학회의 면모를 갖추었고 

회원들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을 미래의 30년은 더욱 발전하고 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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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봅니다.

두서없이 평소의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이번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와 기념 책자 발간의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휘택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관련된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

리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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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와 함께 한 

보람된 지난 30년을 뒤돌아보며

최  인  호

얼마 전에 소아정형외과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소책자를 낸듯한데,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 30주년 기념집을 발간한다고 하니 세월의 무상함은 선현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30주년을 기념하는 이 시점은, ‘오늘은 어제의 삶을 반추하는 거울이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하는 투영체이다’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을 2년여 남긴 현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저의 삶은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KPOS) 창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

지 학회와 함께 해왔기에, 만감이 교차하며, 마음 속 깊이 우리 학회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보

람을 느끼게 합니다. 우선, KPOS가 창립 이후 지난 30년동안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대한정형

외과학회 산하 여러 분과 학회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학회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기쁘게 생

각합니다. 또한 학문적인 측면에서 볼 때, KPOS가 세계 소아정형외과 분야의 한 축으로 확실

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기에 KPOS를 창립해주신 선학, 동료 및 후학들에

게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우리들에게 ‘어느 조직이던지 삼대에 걸쳐 잘 번성하면 

최소한도 100년 이상 지속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에 조만간 KPOS도 삼대째의 회원들이 학

회의 주류를 이룰 터인즉, 후학들이 선학들의 어깨를 딛고 더 크게 활동하여 학회를 반석 위에 

올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소고에서는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20년사 이후에 벌어진, 즉 지난 10년사이에 일어난 큰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과거를 회상해보는 동시에, 현재 우리의 자화상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야 할 후학들에게 KPOS가 한 단계 더 비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몇 가지 적어 보

고자 합니다.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가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간의 기간은 KPOS의 발전에 힘입어 저의 학문적인 인생도 꽃을 피운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기간 중에 본격적으로 질 좋은 논문들을 지상 발표할 기회가 있었

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중요한 국제 학회에서도 organizing committee의 주요 member로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뜻 기억나는 국제 행사로는 2008년 6월에는 제주에서 개최된 combined 

meeting of the Spine and Pediatric sections of the APOA에서 전남대 정재윤교수님과 함께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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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으로 참여하는 영광을 가졌었습니다. 특히 2010년 5월초 미국 하와이 Big Island에서 개

최된 combined POSNA and APOA Paediatric section meeting에서 APOA Paediatric section chairman

의 자격으로, POSNA회장인 Philadelphia Children’s Hospital의 Professor John Dormans와 함께 약 

1,000명 넘는 회원들과 함께 국제 학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보람된 추억도 있습니다. 무

엇보다도 제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이벤트는 2010년 9월5일부터 9월 9일까지 신라호텔에서 개

최 되었던 제5차 국제소아정형외과학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Pediatric Orthopaedic Society, 

IFPOS)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학술 대회에서는 congress chairman을 맡아 이석현 회

장님, 정진엽 사무총장, 송광순 학술위원장, 조태준 간사와 더불어 여러 회원님들의 협조와 성

원에 힘입어 총회 및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5th IFPOS 학회의 pre-meeting course로서 Anthony Herring, Dennis Wenger, George Thompson, Ken 

Kuo, Alain DiMeglio, Toshio Fujii, Makoto Kamegaya, Benjamin Joseph, Harry K.W. Kim, Young-Jo 

Kim, J. Richard Bowen, Jack Chun-Yiu Cheng, Nando de Sanctis, David Little 교수를 포함한 약 20명

의 세계 석학들과 함께 Legg-Calvé-Perthes (LCP)병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세계소아정형외

과학회 역사의 한 장으로 오래 남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심포지엄 후 회의 자료를 모아서 

IFPOS의 학술위원장인 George Thompson교수와 함께 Journal of Pediatric Orthopaedics supplement 

(JPO, 31(2), 2011 September issue)를 발간하였던 것은 아주 보람된 일이었고, 제게는 큰 자부

심을 안겨 주는 기쁜 추억거리였습니다. 이 세계학회에 참석하였던 외국의 교수들은 저를 만

날 때마다, 5th IFPOS meeting이 학문적 내용, 체계뿐만 아니라 social function도 우수하여 기존

에 개최 되었던 어느 세계학회보다도 더 나았다고 칭찬해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

했었던 기억도 아름다운 추억거리 입니다. 실은, 제 사랑하는 모친이 노환으로 90세를 일기로 

5th IFPOS meeting을 일주일 앞두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는 저로 하여금 공인으로서 세계 학

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하라고 하는 모친의 배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2010년은 여러모로 저의 학문적 성취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 분기점이 되는 시기

가 아니었나 평가해봅니다. 이 분기점을 계기로,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정형외과학회(2012), 일

본소아정형외과학회(2006, 2012), 일본외고정학회(2009), 홍콩정형외과학회(2011), 아시아태

평양정형외과학회(2007, 2011, 2013), 국제 ASAMI학회(2006, 2008, 2010), EPOS/IFPOS(2007), 

POSNA(2012), 싱가포르정형외과학회(2014) 등에 초청 연자 혹은 visiting professor로 초대 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를 대표해서 여러 해외 학회

에 초청 연자로 다닐 수 있고, JPO, JPO-b, JCOR, CORR 및 JBJS의 editor 혹은 corresponding editor

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모든 KPOS 회원들의 사랑과 양해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이 

지면을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머지않아 KPOS의 훌륭하신 후학들이 저의 자리를 대신하여 

KPOS를 빛내주리라 생각하니, 이 또한 저를 기쁘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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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란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술활동을 하는 장인 동시에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 하는 것입니

다. 그런데, IT혁명과 더불어 분자생물학 및 유전학 등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과거와는 확연

히 달라진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paradigm으로 학회를 운영하고 학술활동

을 준비해야만 KPOS가 지속적으로 세계 속에서 그 존재감을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으리라 생

각합니다. 미래를 대비할 학회의 발전 방안을 몇 가지 제안 해본다면,

첫째, 우선 우리 회원들이 ‘KPOS’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결의 하에 좀 더 전문적이

고 짜임새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만들어 내실을 다지면 좋겠습니다. ‘Win-win spirit’의 정

신 하에 구성원들 간에 ‘다양성이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상대방을 인정(appreciation)하고, 

자율적으로(autonomy), 협력하며 (affiliation), 각자의 역할(role)을 충분히 하도록 하는 회원들

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각자가 ‘나는 소아정형외과 의사, 교수, 학자로서 KPOS

란 조직 속에서 동료들간에 그리고 내가 치료했던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아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합니다. 학문적인 한 예를 든다면, KPOS 회원들이 힘을 합

쳐 prospective multicenter study를 할 내용을 기획, 실천해보는 것도 회원들끼리의 ‘긍정의 힘’을 

실현해보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소아정형외과학은, 타 전공분야와 달리, 환자들이 성장완

료 때까지 추시해야 하는 바, 자연경과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장기 추시의 결과를 분석하는 논

문들도 좋은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간 추진해오다가 중단된 DDH, clubfoot, LCPD, 

SCFE등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기 쉬우며 다소 빈도가 높은 질환의 유병률에 대한 통계 데이터

를 조속히 얻도록 재추진 하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아마도 국책 연구비를 얻어서 과제를 수행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역량 있는 회원과 후학들을 발굴하여 KPOS 제도권내로 영입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각 대학이나 수련기관에서 junior staff는 최소 두 가지 이상(예: tumor 

and pediatric orthopaedics, hand and Pediatric orthopaedics, sports medicine and pediatric orthopaedics, 

spine and pediatric orthopaedics, trauma and pediatric orthopaedics, foot and pediatric orthopaedics 등)

의 분과를 택하여 전공분야로 삼되, 이 중 하나는 소아정형외과학을 택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들이 KPOS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격려해서 

KPOS란 조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선학들의 몫일 것입니다.

셋째, 현재 KPOS에 다루고 있는 학문적인 영역을 넘어서 새롭게 대두될 분야까지 대비, 심화 

시키려는 유연성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간 KPOS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던 척추, 유전, 

신경근육질환, 스포츠손상 등 접근분야를 학문적으로 심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

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장판을 중심으로 한 기초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

겠습니다. 특히, 저희 학회의 이름이 2012년도에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에서 ‘대한소아청소

년정형외과학회’로 바뀐 만큼 소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고유한 질환 및 외상, 스포츠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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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분야도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넷째, KPOS가 아시아-태평양 소아정형외과학회(APPOS)를 포함한 국제 학회 내에서 학술적 

업적뿐만 아니라 외교 역량도 키워서 우리의 입지를 키워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속적

으로 국제 학회에 참여하여 국위를 선양해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질 좋은 multicenter study들

의 결과를 SCI journal에 지상 발표해야 하며, 회원 공동의 이름으로 영문으로 된 소책자의 발간

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입니다. 다시 한번, 세계학회를 유치하여 회원들의 활동이 세계를 무

대로 알려지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섯째, 우리 회원들은 좀 더 일반 대중과의 소통 방법(online, offline)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들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 때, 우리는 비로서 ‘성장판이 열려있는 소아청소년 골절환

자는 소아병원 중심센터로 환자를 전원시킨다.’는 명제를 정치적으로 법제화 할 근거도 마련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ad hoc committee를 만들어서 제3국의 어린이나 북한 

어린이를 치료하는 계기를 마련해보는 것도 일반인의 시선을 우리 쪽으로 당길 수 있는 전기

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저는 지난 30년 동안 소아정형외과학을 전공하면서 오늘날까지 보여주

신 저의 mentor인 이덕용교수님과 G. Dean MacEwen 교수님을 포함한 여러 은사님들에게 존경

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나의 동료이자 후학인 서울대병원 소아정형외과 교수님들

(정진엽, 조태준, 유원준, 박문석) 및 전임 fellow들, 그리고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의 선

학, 동료 및 후학들의 사랑과 배려에도 사랑과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저로 

하여금 art scientist로서 역할을 하여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학문적인 성취감도 느끼게 

해준 저의 환자들에게도 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KPOS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 대

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

과학회가 질적,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계속해나가 세계에 우뚝 서도록 노력합시다. 제가 

좋아하는 경귀인 ‘Be positive, active, creative with values!’, ‘Open your mind! Open your life!’를 외

쳐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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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짧은 회고

 이  순  혁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 회원으로서 선배, 동료 회원 들과 20여년 이상을 매년 국내 및 국외

여러 학회기간에 만나고 토의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2011년 학회장으로 경험한 많은 기억들을 

제공하여 준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함과 동시에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대한 소회가 없을 수 없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는 국내의 어느 학회에 비하여 뛰떨어지지 않는 학문적 성과도 이

루었지만, 그와 더불어 동료 회원 들간에 학회 발표 때 토의하는 수준이 높고 토론하는 방법이 

매우 격조가 있고 선후배간, 동료간에 예의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 학회나 어느 때에서만 만

나면 서로 반가워하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학회입니다. 그 동안의 

국내 학회에서 모여 학문적 토의만 주로 해왔었습니다. 최근 social activity를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다른 학회로부터 자극 받아 우리 학회도 더 자주 모여 학문적 토론 뿐만 아니라 친교의 기

회를 더 많이 만들자는 의견이 회원 들간에 공감을 얻어서 2014년 춘게 학회 때에는 부산에서 

하루 전에 social activity를 갖고 평의원회를 훌륭한 장소인 해운대 해변이 보이는 곳에서 즐거

운 시간을 가진 것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사진) 더불어 앞으로 춘계 학회는 지방에서 거행하

고 다채로운 활동을 같이 하기로 하여 모든 회원들이 다음 학회 모임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회원과 같이 보낸 최근의 10여년을 반추해보며 옛 사진들을 다시금 보니 다시금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어 같이 그 당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몇몇 사진들을 골라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와 자주 교류하는 반가운 외국친구들의 모습이 있는 사진도 골라 보았습니다. 

학회 창립 30주년을 전 회원과 더불어 자축하고 본 학회가 게속 발전하고 50주년 창립행사에

서 다시금 여러 회원 들을 다시 만날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여러 행사 함께 학회 

창립 30주년 학회를 갖게 되어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이를 준비하는 집행부에 감사와 성원을 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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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3rd IFPOS Salvador, Brazil 상 파울로 공항에서 2003년 Exchange fellow 일본소아정형외과학회 참석 

사진 좌측이 Takashi Matsuo 선생. 뇌성마비에 대한 독자

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초청 연자로 오신 적 있음. 

2005년 APOA, Taipei, Taiwan 조태준, 이한용, 김욱철 (일본) 2005, POSNA, Ottawa, Canada 

최인호, Millis(미),김정열, 신용운,조태준 

2009 EPOS-IFPOS, Lisboa, Portugal Fatim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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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APOA, Taipei, Taiwan

2010 5th IFPOS Seoul, Korea. 신라호텔 영빈관 Makoto 

Kamegaya 선생 부부 

2010 5th IFPOS Seoul, Korea. Presidential dinner, 삼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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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POS 회장 당시 초청연자 Jon Robert Davids(미)와 

함께 

2012추계 KPOS 증례토론회. 정성택, 송관순, 정진엽, 심종

섭, 초청연자 Mark Lin(Taiwan)

2013, 9th APOA, Kuching, Malaysia 

 Ken Kuo(미), Ashok Johari(인도), Mark Lin(Taiwan) 

2013, 9th APOA, Kuching, Malaysia. 최인호, Mark 

Lin(Taiwan), 송미현, 각국의 여성 fellow 

2014 춘계 소아청소년정형외과 학회 평의원회 후 모임, 해운

대, 부산 초청연자 김욱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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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정형외과 의사로서의 

사회적인 역할

송  해  룡

1989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일리자로프 워크숍을 하면서 골신연술에 대한 수술기법에 관심

을 가지게 되었고 사지 기형 및 왜소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1991년에 진주에 위치한 국립 경

상대학병원에 조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1992년 연세대학교의 한수봉교수님과 이태리 레코

병원의 일리자로프 수술기법 연수회에 참석하였고 유럽 및 미국병원들을 방문하여 골신연술

에 관하여 보다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1999년 KBS 인간극장 5부작(작은 거인 4형제)에 대구에 사는 연골무형성증을 가진 황정영 

가족 4형제의 이야기가 방영되었다. 아버지가 연골무형성증이며 어머니는 정상, 딸은 정상, 아

들 4형제가 모두 연골무형성증으로 힘들지만 4형제가 힘을 합쳐서 시골 무대공연등으로 꿋꿋

하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방송되어 많은 시청자들의 감동을 이끌어 냈다.

막내인 황정영군의 다리가 오자형으로 매우 휘어있어 경상대학병원에서 무료시술을 하면서 

4형제, 아주대학병원의 김현주 교수님과 함께 한국 작은 키모임 (Little People of Korea: LPK)을 

조직하는 과정이 2001년 인간극장 6부-10부작(KBS 인간극장-작은 거인 4형제, 그 후 이야기) 

으로 방송되어서 시청률이 20%에 달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게 되었고 왜소증환우에 대

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다. 

방송전에 LPK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방송을 보면서 홈페이지에 매일 수천명씩 들어

와 소감을 적어 놓으면서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하였다. 주로 방문자들은 중고등학생이 많았

으며 그들은 그동안 왜소증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놀리고 왕따시킨것에 대한 반성하고 왜소증

친구들도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외형만 다를 뿐 정상인과 똑같은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그들에게 잘해 주어야겠다는 소감들이었다. 

미국의 작은 키모임(Little People of America:LPA)의 초청을 받아 LPK 회장과 회원들이 캐나다 

토론토을 방문하여 2002년 LPA 연례 모임 일주일간을 참석하였다. LPA 참석과정과 LPA 모임 소

개가 인간극장 11부-15부작(KBS 인간극장-작은거인 4형제와 세계의 친구들)으로 방영되었다. 

LPA는 매년 1000명정도 모이며 캐나다 및 미국 왜소증 환우들로 구성되었으며 왜소증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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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는 2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유전질환 환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임에는 북미지역의 소

아과의사, 유전학 전문의, 정형외과의사등 다양한 분야의 의사 및 사회복지사, 의료기기 전문

가들이 참가하여 자체회의 및 상담코너를 개설하여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LPA 모임에

서 왜소증을 가진 미국부모에 의해 입양된 왜소증을 가진 한국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

다. 그들중 대학생이었던 케이티 (신경희) 왜소증 환우를 만나게 되었고 한국에 있는 형제들을 

찾아 달라고 하여 한국에서 돌아와서 형제들을 찾게 되었고 왜소증을 가진 미국인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과정이 16-20부작이 2003년 KBS 인간극장 “케이티의 귀향” 으로 방송되

어 많은 시청자들을 감동시켰다. 이 방송을 보고 많은 왜소증 환우들이 연결되어 LPK가 활성

화되면서 매년 여름 캠프, 겨울 총회를 1박2일로 진행하게 되어 1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금

도 약 200명정도의 환우 및 부모들이 매년 LPK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많은 도움을 준 단체는 

인터알리아 공익재단, 유명한 골프선수인 미쉘위 (위성미), 생명보험 공익재단, 메이크 위시 재

단등이었다. 미셀위 선수는 두 번이나 한국을 방문하여 LPK 회원들과 만났으며 많은 기부를 

해주었다. 

그이후 많은 방송에서 왜소증 환우들의 사연이 알려졌으며 이러한 방송의 영향으로 많은 후

원자들이 수술비 및 치료비를 기부하였으며 SBS TV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란 프

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아들을 매주 방송하여 후원

금을 확보하여 치료비 및 주거환경개선, 생활보조비등을 후원해주었다. 이 방송에는 아동심리

학 교수, 사회복지 전문가, 소아정신과의사, 유전학 전문의, 외과의사, 건축전문가등 많은 전문

가들이 매달 모여 희귀질환 환아들의 총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솔류선 위원회를 만들어 방

송의 자문역활을 하였으며 아나운서인 황현정씨가 약 10년을 전국각지의 환아 가정을 방문하

면서 촬영하는 헌신적인 봉사를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자문의사로 10년간 참여하면서 진주에서 서울까지 매달 참석하였고 고대 구

로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도 참석하여 많은 것을 다른 전문가들에게서 배웠으며 희귀질

환 환아들에게 의료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주위 생활환경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

닫게 되었으며 전인적인 치료나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현재 LPK 회장은 3대 회

장인 김치동 한의사이며 대구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대 회장은 김현수씨이며 군

산에서 건축사로 활약하면서 왜소증 청소년에게 좋은 롤 모델로서 존경받고 있으며 두 분다 

50대 전후반으로 훌륭한 선배로서 많은 조언을 해 주고 있다. 초대회장은 황회동씨로 황정영

군 4형제의 맏형으로 몇 년전에 작고하셨다. 이분도 초대회장으로 미국도 방문하고 방송 및 후

원활동등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또 중요한 한분은 연골무형성증을 가진 김송현 선생님으로 1957년에 서울대 영문과에 합격

하여 한국일보 코리아 헤럴드 외신부장을 하면서 기자생활을 하시고 은퇴한 후 진주 산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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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대안학교 이사장을 하신 분이다. 이분은 LPK 대학생 및 환아 부모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

이다. 한국의 대부분 부모들은 한국에서는 왜소증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및 차별이 매우 심해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허락되면 미국으로 보내고 싶어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들에게 김

송현 선생님의 경력은 매우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 어려운 시절에서도 훌륭한 직업인으로 성

공한 김선생님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본인의 포기하진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

는 것이 중요하지 왜소증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키는 작지만 꿈은 크게 가져

야 한다고 강조하시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에는 안정행정부 네트워크 사업에 LPK가 선정되어 미국 볼티모어 존 홉킨스병

원에 소아정형외과 교수로 근무하는 마이클 에인 박사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부산 센텀병원 

및 고대 구로병원에서 프리 클리닉을 열어 왜소증 환우들의 척추기형 수술에 관한 진료를 하

였다. 마이클 에인 교수도 연골무형성증으로 의과대학 30군데를 지원하여 실패했으나 포기하

지 않고 계속 시도하여 대학 병원 교수로서 성공한 분이다. 주로 왜소증 환우들의 허리수술 및 

사지기형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LPA의 자문의사로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있다. 대

학생인 큰딸은 연골무형성증을 가지고 작은 딸은 정상이며 한국방문시 두딸이 동행하였으며 

LPK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여 많은 격려와 위안을 남기고 갔다. 

한국 작은 키모임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희귀난치성 질환 연합회 자문 활동은 소아정형외과

의사로의 안목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희귀질환 연합회는 다발성 경화증을 가진 신현민 

회장님이 이끌고 있으며 50개이상의 희귀질환 환우회로 구성된 20만명이상의 회원을 가진 전

국적인 단체이다. 2004년 서울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희귀질환 연합회 자문의사 및 이사로서 

활동하였고 고대 구로병원을 희귀질환 연합회의 협력병원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특진비면제 및 6인실 사용 우선권등 희귀질환 환우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병원으로 

탄생하였으며 이 배경에는 당시 이석현 구로병원 원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능할 수 있었

다. 이 연합회도 처음에는 사무실이 매우 작았으며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복지부 위원인 국

회의원들을 신현민 회장님과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정부지원으로 사무실과 희귀질환 환우들 

쉼터를 만들 수 있었다. 연합회 사무실은 매우 규모가 크며 각종 환우회의 정보 및 역사가 많이 

전시되어 있어 한국 의료계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아정형외과의사로서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골형성 촉진

물 및 인공뼈 개발사업인 국책과제가 산업적으로 성공하여 왜소증 및 골질환으로 고통받는 환

우들에게 의료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왜소증 환

아 및 부모들에게 의료정보 및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왜소증 박물관을 만들어서 대한소아청

소년정형외과 학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하

면서 이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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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유산을 받으면서

정  성  택

대한 정형외과 학회가 창립 59년이 되고 우리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 학회의 나이가 서른살

이 되었다. 모 학회의 분과 중 가장 역사가 깊은 학회 중 하나이며 세계적인 학문의 질적 수준, 회

원 상호간의 애정, 학회에 대한 회원 개개인의 충성도와 자부심등은 타 학회의 추종을 불허하고 

모든 학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오늘의 우리 학회를 이룰 수 있었던 절대적인 성장의 원천은 일

찌감치 학회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립을 이끌어 주신 선배 회원님의 희생과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수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학회에 헌신한 우리 회원 모두의 작품이다. 

이제 30년 소중한 유산을 물려 받으면서 스스로에게 과연 자격이 충분한가를 되물어 보고, 

또다른 30년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조심스럽게 고민해 본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후학 양성

41개 의과 대학과 100여개 수련 병원에서 해마다 약 250명의 새로운 정형외과 전문의가 탄생

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학회를 이끌고 갈 미래의 주인공이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다, 하지만 이러한 모 학회의 외적 성장이 우리 소아 정형외과학회의 성장을 의미하지는 못하

는 실정이다.

 개원의가 다루기 어려운 분야, 비현실적 수가, 장기간을 요하는 소아 정형외과 수련 기간등

등 의 요인은 젊은 의학도에게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기 어렵게 만들고, 

전공의 입장에서도 관심을 갖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도 많은 

수련 병원에 소아 정형외과학을 체계적으로 교육 할 faculty 가 부재한 상태이다, 전문의가 되었

다하여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될수는 없다. 그러나 수련 목표는 정형외과 전체 질환에대한 교

육을 통해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여러 요인에 의

해 세부 전공을 담당할 faculty 가 없다면 상호 기관의 위탁 교육 등을 통해 최소한의 교육을 이

수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소아 정형외과학이 그 대표적인 분야중 하나이다. 제도화 하는 

과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회원이 생각을 공유하고 논의하기위해

서 우리 학회가 먼저 이러한 제도 정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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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 개방을 통한 학회 회원의 확보

우리 학회의 큰 장점중 하나는 비록 소수의 회원이지만 단 하나의 증례라도 소중히 다루고 

진지하게 토론 함으로써 진정한 배움의 장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있다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우리 학회가 세계적인 수준의 학회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중 하나

이다. 그러난 이러한 발전적 미래가 계속 이어지기위해서 이제는 양적인 성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산아 제한에 걸린 듯 지난 10여 년간 우리 학회에 참석하는 회원 수는 30-40

명을 넘지못하고 있다. 최근 5-6명의 신입 회원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타 학회에 비하면 이러한 

수는 극히 미미한 수자이며 이러한 현상은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웃 일본의 소아정형외과 학회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많은 젊은 회원들이 단순 골절과 질환

들에 대해서 소수의 증례이지만 진지하게 발표하는 것을 보면 우리학회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 

6000여명의 대한 정형외과 정회원 중 소아 환자를 보고있는 모든 회원들은 자유롭게 학회의 문을 

두드리고 환자 치료를 위한 조그마한 어려움에 대해서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

면 어떨까 고민해 본다. 아무리 훌륭한 유전자라도 대를 이을 후손이 존재할 때 의미가 있다. 

global volunteer activity 

우리 정형외과는 이미 세계적으로 모든 분과에서 질적으로 최고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

러나 아직도 동남아 아랍 그리고 아프리카 등의 많은 지역에서 낙후된 의료는 질병으로부터 

고통 많은 이에게 혜택을 베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어린이는 이러한 낙후된 의료 환경의 가

장 큰 희생자이기도 하다. 기초적인 변형과 외상의 기본적인 치료 혜택도 받지 못해 평생을 질

병의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하는 수많은 어리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

다. 우리 소아 정형외과 학회가 이러한 주위의 질병과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소 할 수는 없겠지

만 교육과 봉사를 통해 많은 아이들의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소아 정형외과 학회가 이제 국내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린이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들

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나기를 기대 해본다. 개인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학회가 

중심이되어 기존의 global volunteer group 와 협력 체계를 만들어 활동한다면 세계의 젊은 의사

들에게 우리의 우수한 의료 기술을 전파하고 질병에 고통 받는 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

을 전파 할수 있을 것이다. 

학회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쉼표 없이 끊임없이 전진한 선배님들의 발

자취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족적은 어느새 우리 들의 길잡이가 되어있다. 다시 한번 헌신적인 희

생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회원으로 살아가는 이 순간 순간이 

마냥 설레고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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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1. 연  혁

1985. 6.20  학회 창립을 위한 1차 예비 모임

 “(한국 소아정형외과 연구회 (가칭) 발족을 위한 1차 예비 모임)”

 - 참석자: 이덕용, 안재인, 이석현

 - 장소: 낙산가든

1985. 9.24  학회창립을 위한 2차 예비 모임

 - 참석자: 이덕용, 박병문, 이석현, 옥인영

 - 장소: 내자호텔

1985.10.11  학회창립을 위한 3차 예비 모임

 - 참석자: 이덕용, 박병문, 이석현, 옥인영, 이수영

 - 장소: 동보성

1985.10.16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창립총회

 - 참석자 : 이덕용, 박병문, 이석현, 옥인영, 김광회, 주정빈, 안병훈, 김준영, 이수영, 

                   이창주, 최인호, 김용주, 장준섭, 류총일, 강군순

 - 장소: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4004호

 - 이덕용 교수 초대 회장 취임 (제2대 회장 연임)

1985.10.16  창립학술대회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임상 제 2강의실

1985.10.19  추계학술대회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1985.12.20  추계집담회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회의실

1986. 4.11  춘계집담회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대회의실 (9층)

1986. 5.21  춘계학술대회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임상 제 2 강의실

1986. 9. 2  추계집담회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임상 제 2 강의실

1986.10.16  추계학술대회

 - 서울힐튼호텔 컨벤션센터

1987. 6.26  춘계학술대회

 - 충남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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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0.22  증례토론회

 - 서울힐튼호텔 컨벤션센터

1987.12. 4  추계학술대회

 -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2층 임상강의실

1988. 6.17  춘계학술대회

 -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 conference room

1988.12. 9  추계학술대회

 - 연세대학교 의대 강의실

1989. 7. 7  춘계학술대회

 - 한양대학교병원 강당

1989.10.19  추계학술대회

 - 서울힐튼호텔 컨벤션센터

1989.12. 8  박병문 교수 제3대 회장 취임

1990. 6.15  춘계학술대회

 - 연세대학교 의대 강의실

1990.12. 7  추계학술대회

 - 리비에라 호텔 양식당 1 층, 몽마르뜨르 홀

1991.5.18~20  춘계학술대회

 - 서울힐튼호텔 컨벤션센터

 (제 1회 Combined Meeting of Spinal & Paediatric Sections of WPOA로 대체)

1991.11. 1  추계학술대회

 - 연세대학교 의대 강의실

1991.12.18  노성만 교수 제4대 회장 취임

1992. 6.17~20  춘계학술대회

 - 광주 신양파트호텔

 (호남지회 학술대회와 공동으로 진행: Symposium on current

 topics of the Korean Paediatric Orthopaedic Society)

1992.12. 4  추계학술대회

 - 한국 종합전시장 (KOEX) 3 층

1992.12. 4  류총일 교수 제5대 회장 취임

1993. 6.18  춘계학술대회

 - 하이야트 호텔 (부산 해운대)

1993.12. 3  추계학술대회

 - 리비에라호텔 별관홀

1993.12. 3  이석현 교수 제6대 회장 취임 (제7대 회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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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5.11~14  Pediatric Orthopaedic Society of North America (POSNA)와 Alliance 체결

1994. 6.17  춘계학술대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1994.12. 2  추계학술대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1995. 6. 9  춘계학술대회

 - 아주대학교병원

1995.10.18  증례토론회

 - 서울힐튼호텔 볼룸

1995.12.1  추계학술대회 (이덕용 교수 정년퇴임 기념)

 - 서울힐튼호텔 볼룸

1995.12. 1  이광진 교수 제8대 회장 취임 (제9대 회장 연임)

1996. 5. 8  춘계학술대회

 - 유성리베라호텔

1996.10.16  증례토론회

 - 서울힐튼호텔 볼룸

1996.12. 6  추계학술대회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임상강의실

1997. 4.16  춘계학술대회

 - 삼성의료원

1997.12. 4  안재인 교수 제 10대 회장 취임

1997.12. 5  추계학술대회

 - 충남대학교병원

1998. 4.12  춘계학술대회

 - 아주대학교병원

1998.10.14  증례토론회

 - 서울힐튼호텔 볼룸

1998.11.13  추계학술대회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임상강의실

1998.11.13  옥인영 교수 제11대 회장 취임

1999. 6. 4  춘계학술대회

 - 가톨릭대학교병원

1999.12. 3  추계학술대회 (박병문 교수 정년퇴임 기념)

 - 서울힐튼호텔 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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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 3  황건성 교수 제12대 회장 취임 (제13대 회장 연임)

2000. 6. 2  춘계학술대회

 - 경북대학교병원

2000.10.27  추계학술대회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임상강의실

2001. 6. 1  춘계학술대회

 - 한양대학교병원

2001.11.10  추계학술대회

 -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2001.11.10  박희완 교수 제14대 회장 취임 (제15대 회장 연임)

2002. 6. 7  춘계학술대회

 -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

2002. 7. 8  일본정형외과학회와 exchange fellowship 협약 체결

2002.11.9  추계학술대회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임상강의실

2003. 6.13  춘계학술대회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2003.10.15  추계학술대회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2003.11.14  김세동 교수 제16대 회장 취임

2004. 6. 4  춘계학술대회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2004. 9. 3~6  이석현 교수 세계소아정형외과학회 (IFPOS) 회장 취임 및 2010년

 제5차 IFPOS 대회 한국 유치

2004.11.13  추계학술대회

 -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임상강의실

2004.11.13  최인호교수 제17대 회장 취임 (제18대 회장 연임)

2005. 6. 3  춘계학술대회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2005.10.12  추계학술대회

 -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2006. 6. 2  춘계학술대회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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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7 추계학술대회

 -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2006.11.11  송광순교수 제19대 회장 취임 (제20대 회장 연임)

2007. 4.18  소아청소년골절학 초판 발행

2007. 6. 1  학술대회

 - 대구 동산의료원

2007.10.17  증례토론회

 -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2008. 4.14  증례토론회

 - 대구 인터불고호텔

2008. 6. 4~7  학술대회 (Combined congress of spine & pediatric sections of APOA와 함께 개최)

 - 제주 라마다플라자호텔

2008.11. 8  정진엽교수 제21대 회장 취임 (제22대 회장 연임)

2009. 6. 5 학술대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0. 9. 8~11  학술대회 (Combined meeting with the 5th Triennial congress of IFPOS)

 - 서울 신라호텔 (31개국 393명 참가)

2010.10.13  증례토론회

 -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2010.11.13  이순혁교수 제23대 회장 취임

2011. 6.10  학술대회

 -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2011.10.12  증례토론회

 -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2011.11.12  송해룡교수 제24대 회장 취임

2012. 6. 1  학술대회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연구동 1층 강당

2012.11.10  윤여헌교수 제25대 회장 취임

2012.11.10  학회 명칭을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로 개칭

2013. 5.31  학술대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층 강당

2013.10.16  증례토론회

 -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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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9  김성수교수 제26대 회장 취임

2014. 4.18  춘계증례토론회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303호

2014. 5.30  학술대회

 - 동아대학교병원 센터동 세미나실

2014.10.15  추계증례토론회

 -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2014.11. 8  김휘택교수 제27대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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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일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13-1

sooyoungman@hanmail.net
강정형외과의원

041-631-8275

041-631-8276
2012 350-816

곽경덕
　

bonedoctor@paran,com
퇴사

052-241-1242

052-241-1146
1985 　

곽윤해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22

pedoskwak@hallym.or.kr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031-380-6063

031-382-1814
2005 431-796

권대규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gundegy77@gmail.com
인하대학교병원

032-890-3043

032-890-3467
2012 400-711

권용욱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kyw2848@hanmail.net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051-890-6257

051-892-6619
2014 614-735

김건형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1-32

jordanback@naver.com
문산중앙병원

031-950-9092

031-950-9090
2012 413-904

김경훈
대전	서구	둔산남로	107

hoonyass@naver.com
바로세움병원

042-489-8888

042-489-8288
2013 302-531

김기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omarus@naver.com
강남을지병원

02-3438-1121

02-3438-1001
2011 135-011

김대희
광주광역시남구양림로37	

willkorkim@naver.com
광주기독병원

062-650-5064

062-650-5066
2014 503-264

김동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057		번지

omarkim@daum.net
마디손정형외과

041-581-9999

041-581-7300
2007 331-090

김보건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35

cusem9@daum.net
효성시티병원

051-709-3100

051-783-2929
2014 612-831

김부환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187

joy46@hanmail.net
부산대동병원

051-554-1233

051-553-7575
1994 607-011

김상우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7

fbbksw@hanmail.net
울산대학교병원

052-250-7120

052-235-2823
2008 682-714

김석중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

peter@catholic.ac.kr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031-820-3654

031-847-3671
2004 480-717

김성수
부산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sskim2@dau.ac.kr
동아대학교병원

051-240-2953

051-244-9672
1997 6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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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대구시남구현중로170	

sdk@med.yu.ac.kr
영남대학교병원

053-620-3642

053-628-4020
1986 705-030

김승주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308

sju627@naver.com
한전병원

02-901-3950

　
2014 132-703

김옥화
서울구로구새말로15	

kimoh5828@gilhospital.com
우리아이들병원

02-858-0100

02-856-0033
2006 152-862

김용욱
서울	강남구	신사동	592-2

build4you@naver.com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의원

02-2017-4000

02-548-4955
1991 139-206

김욱철

465Kawaramachi-Hirokoji ,Kamigyou-

ku,Kyoto,Japan602-8566				

wkim@koto.kpu-m.ac.jp

KyotoPrefecturalUnive

rsityofMedicine			

　

　
　 　

김정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jrkeem@chonbuk.ac.kr
전북대학교병원

063-250-1767

063-271-6538
2003 561-712

김태균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ktk1113@hanmail.net
건양대학병원

042-600-9860

042-600-9090
2014 302-718

김태승
서울시성동구왕십리로222-1	

kimts@hanyang.ac.kr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481

02-2299-3774
1993 133-792

김태원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171-13

kimsimne@hanmail.net
울산병원

052-259-5055

052-259-5117
2012 680-742

김하용
대전	서구	둔산서로	96

hykim@eulji.ac.kr
을지대학교병원

042-611-3279

042-611-3283
1997 302-120

김학선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haksunkim@yuhs.ac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411

02-573-5393
2010 135-720

김현우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pedhkim@yuhs.ac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어린이병원							

02-2228-2187

02-363-1139
1995 120-752

김형구
서울시	강동구	성내2동	199-5

khyungk0058@hanmail.net
동주병원

02-487-1121

02-473-3959
1995 134-841

김휘택
부산시	서구	구덕로	305

kimht@pusan.ac.kr
부산대학교병원

051-240-7247

051-247-8395
1996 602-739

노성만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smrowe@chonnam.ac.kr
동아병원

062-650-2500

062-650-2510
1986 503-300

노현민
대전	서구	둔산남로	107

spine.noh@gmail.com
바로세움병원

042-489-8888

042-489-8288
2012 302-531

류총일
부산시	광역시	남구	석포로	26번길		17

chiiyoo@hanmail.net

새라새	

재활요양병원

051-628-6005

051-621-8006
1985 60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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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상
제주	제주시	도령로	65번지

msmoonos@hotmail.com
제주한라병원

064-740-5032

064-743-3110
1985 690-766

문재영
광주	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91

osjymoon@naver.com
운암한국병원

062-608-8006

062-608-8100
2014 500-860

문혁주
경기	평택시	지산로	70번지

hjmoonpos@gmail.com
서울제일병원

031-615-7500

031-615-7575
2012 459-110

박건보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sosri@hanmail.net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051-797-0611

051-797-0991
2006 612-735

박광원
서울구로구구로동로148	

kwpark77@gmail.com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02-2626-1162

02-2626-1164
2012 463-707

박문석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66

pmsmed@gmail.com
분당서울대학교병원		

031-787-7203

031-787-4056
2005 423-030

박민정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일산로100	

minjung815@gmail.com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031-900-0540

031-900-0049
2014 410-719

박병문
경기도광명시디지털로36	

bmpark34@naver.com
광명성애병원

02-2680-7232

02-2617-9039
1985 700-412

박병철
　

bcpark@knu.ac.kr
퇴사

　

　
1994 　

박수성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sspark@amc.seoul.kr
서울아산병원

02-3010-3529

02-488-7877
1998 138-736

박찬희
대전	유성구	관평동	950번지

unitedos@unitel.co.kr
튼튼한	정형외과의원

042-936-1119

042-936-0911
1995 530-822

박찬희
광주	광산구	운남동	515-45

p0042@hanmail.net
한사랑병원

062-960-9103

062-955-9359
2013 506-308

박형원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83

77littlebig@hanmail.net
목포한국병원

061-270-5651

061-277-0199
2014 120-752

박   훈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hoondeng@yuhs.ac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418

02-573-5393
2013 612-030

박희완
인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hwpark@yuhs.ac
국제성모병원

032-290-3159

032-290-2884
1985 404-834

배정연
경남양산시물금읍범어리금오로20	

nari1006@hanmail.net

양산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055-360-2495

055-360-2155
2009 626-770

서성욱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sungwseo@gmail.com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02-3410-1229

02-3410-0061
2009 13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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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우
서울구로구구로동로148	

spine@korea.ac.kr
고려대학교구로병원	

02-2626-1163

02-2626-1164
1996 152-050

성기혁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

skh1219@naver.com
명지병원

031-810-6530

031-810-5180
2012 412-270

손영진
경기	남양주시	늘을2로	20		CH리베로1	605호

sohnyjos@naver.com
서울본병원

031-225-7000

031-213-2600
2001 472-120

손치수
충남	아산시	실옥동	185-1

css6000@yahoo.co.kr
한빛정형외과

041-549-6000

041-549-6010
1995 336-020

송광순
대구시	중구	달성로	56

skspos@dsmc.or.kr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053-250-7250

053-250-7205
1990 700-310

송미현
제주도	제주시	아란13길15

wwiiw@hanmail.net
제주대학교병원

064-717-2708

064-717-2714
2012 690-767

송백용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길	14

sby2409@eulji.ac.kr
노원을지병원

02-970-8036

02-970-3024
1997 139-711

송상헌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

sh.gabriel.song@gmail.com
명지병원

031-810-5424

031-969-0500
2012 412-270

송해룡
서울구로구구로동로148	

songhae@korea.ac.kr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02-2626-3086

02-863-6063
1992 152-050

신성진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팔용로158	

orthoshin@gmail.com
삼성창원병원	

055-290-6030

055-290-6888
2005 630-723

신용운
서울시노원구동일로1342	

woonysos@daum.net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02-950-8871

02-934-6342
2003 139-707

신현대
대전시	중구	문화로	282

hyunsd@cnu.ac.kr
충남대학교병원

042-338-2414

042-252-7098
1995 301-040

심종섭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jss3505@skku.edu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02-3410-3505

02-3410-0061
1994 135-710

안병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음로	158

bwa0820@naver.com
삼성창원병원

055-290-6033

055-290-6888
2014 630-723

양민석
경기평택시안주의안현로429	

yangms69@hanmail.net
서울제일병원

031-686-7271

031-686-7275
2004 451-884

양진필
강원도속초시중앙로11	

jfeel0730@naver.com
속초보광병원

033-639-8541

033-639-8995
2014 217-803

양현기
광주동구제봉로42	

hk-yang@hanmail.net
	전남대병원

062-227-1640

062-225-7794
2014 50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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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욱
대구시	중구	동덕로	200

cwoh@knu.ac.kr
경북대학교병원

053-420-5630

053-422-6605
2001 700-721

옥인영
　

iyokped@catholic.ac.kr
퇴사

　

　
1985 　

원성훈
전남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		18-1

orthowon@gmail.com
국군함평병원

061-323-3918

　
2014 525-871

유원준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yoowj@snu.ac.kr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02-2072-1966

02-745-3367
2002 110-744

윤여헌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yhyun@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02-2650-5378

02-2642-0349
1992 158-710

이   강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

drklee@dreamwiz.com
강원대학교병원

033-258-2308

033-258-2149
2012 200-722

이경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66

oasis100@empal.com
분당서울대학교병원	

031-787-7205

031-787-4056
2005 463-707

이광진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2

pocnu@cnu.ac.kr
대전한국병원

042-606-1510

042-606-1599
1987 300-182

이기석
서울송파구송이로148	

kislee@hotmail.com
서울석병원

02-403-7585

02-403-7583
2005 138-806

이덕용
　

dukylee@hanmail.net
퇴사

　

　
1985 　

이동연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leedy@snu.ac.kr
서울대학교병원

02-2072-1863

02-764-2718
2006 110-744

이동훈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orthopaedee@naver.com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02-363-1139
2014 120-752

이상학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sangdory@hanmail.net
강동경희대학교병원

02-440-7467

02-440-7498
2009 134-727

이상형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drlsh@hanmail.net
동국대학교일산병원		

031-787-6262

031-787-4070
2005 410-773

이석현
서울구로구새말로15	

leeshmd@gmail.com
우리아이들병원

02-858-0100

02-856-0033
1985 152-862

이순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9

lsceline@hanmail.net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031-780-5289

031-708-3578
2012 463-070

이순혁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soonlee@kumc.or.kr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02-920-5925

02-924-2471
1996 13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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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kernels00@naver.com

이화여자대학교부속

목동병원

02-2650-5143

02-2642-0349
2013 412-270

이재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leejy1976@hanmail.net

가톡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032-340-2260

032-340-2671
2014 420-717

이종서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72번길		6

nicu75@hanmail.net
기장병원

051-723-0171

051-724-0171
2012 619-906

이진호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mir8888@hanmail.net
동아병원

062-650-2500

062-650-2510
2013 503-300

이춘기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choonki@snu.ac.kr
서울대학교병원

02-2072-2336

02-764-2718
1993 110-744

이춘성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cslee@amc.seoul.kr
	서울아산병원

02-3010-3526

02-488-7877
1993 138-040

이한용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hyleepedos@catholic.ac.kr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031-249-8152

031-254-7186
1997 442-723

이혁진
경기	평택시	지산로	70번지

hjleemd@gmail.com
서울제일병원

031-615-7500

031-615-7575
2013 459-110

이형석
전북	남원시	충정로	365

zeallot94@hanmail.net
남원의료원

062-620-1133

062-632-3337
2009 590-702

이호승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hosng@amc.seoul.kr
서울아산병원

02-3010-3521

02-488-7877
2001 138-736

임경섭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mdsup7@hanmail.net
세명기독병원

054-289-1765

054-275-0003
2012 790-822

임영욱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albire00@naver.com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2258-6351

02-535-9834
2009 137-040

장욱성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534번지

jangus67@hanmail.net
고려정형외과

031-741-3100

031-741-3630
　 461-815

장준섭
	

jsjahng@lginsure.com
퇴사

　

　
1985 　

정성택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stjung@jnu.ac.kr
전남대학교병원

062-220-6331

062-225-7794
1999 501-754

정재윤
광주공역시	동구	제봉로	42

jychung@chonnam.ac.kr
전남대학교병원

062-220-6332

062-225-7794
2002 501-754

정진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66

chin@snubh.org
분당서울대학교병원		

031-787-7193

031-787-4056
1991 46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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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changhoonj@naver.com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032-340-7089

032-340-2671
1999 420-717

정호중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70

sunu1019@gmail.com
성민병원

032-726-1272

032-726-1099
2005 404-826

조재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cho@ajou.ac.kr
아주대학교병원

031-219-5224

031-219-5224
2007 443-380

조태준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tjcho@snu.ac.kr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02-2072-2878

02-745-3367
1996 110-744

조현오
울산	북구	산업로	1007

goodman-cho@hanmail.net
울산시티병원

052-280-9021

052-280-9111
1985 683-804

주석규
경기고양시일산서구주화로170	

skchoo@paik.ac.kr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031-910-7309

031-910-7967
1997 411-706

주선영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sjoo@catholic.ac.kr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032-280-5881

032-505-7795
2004 403-720

최   영
부산동래구충렬대로96	

yuzo0@hanmail.net
광혜병원

051-503-2111

051-501-1625
2014 607-713

최은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stoneos98@gmail.com
가천대	길병원

032-460-3384

032-423-3384
2014 405-760

최인호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inhoc@snu.ac.kr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02-2072-3640

02-745-3367
1985 110-744

황재광
강원강릉시사천면방동길38	

jkhwang@gnah.co.kr
강릉아산병원

033-610-3242

033-641-8050
2001 210-711

황진수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

58588585@naver.com
동아대학교병원

051-240-5166

051-254-6757
2014 602-715

황진호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osjinho@naver.com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어린이병원			

02-2228-2185

02-363-1139
2012 12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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