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ructional Course Lecture

Instructional Course Lecture

등록안내

찾아 오시는 길

■ 사전등록 기간
밀레니엄 힐튼 서울 ( 서울역인근) 온라인

2020년 11월 16일 (월) ~ 2020년 12월 10일 (목)

2020년

■ 등록비
구분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연구원

사전등록

100,000원

70,000원

30,000원

대한척추외과학회

연 수 강 좌

■ 사전등록비 입금안내
^ 은행계좌 : 하나은행 253-910008-40105
^ 예 금 주 : 대한척추외과학회
^ 사전등록비 입금은 참가자의 이름으로 송금해주시
기 바랍니다.

▶밀레니엄 힐튼 호텔: 서울시 중구 소월로 50 (전화: 02-753-7788)

■ 일 시·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 장 소· 밀레니엄 힐튼 서울
(서울역인근) 온라인
■ 평 점 · 6평점

■ 사전등록 신청방법
^ 사전등록 기간 안에 학회 홈페이지
(www.spine.or.kr)의 연수강좌 안내창으로
들어오셔서 사전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 유선 전화나 FAX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 사전등록비 입금 확인 E-mail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
는 반드시 학회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행복관(2동) 11층 225호
전 화 : 02-831-3413
이메일 : korspine@hanmail.net

대 한 척 추 외 과 학 회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Instructional Course Lecture

초대의 말씀

2020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프로그램

■ 일시·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 장소·밀레니엄 힐튼 서울 (서울역인근) 온라인

08:00-08:20 등 록
대한척추외과학회가 1999년부터 시작한 전공의
연수강좌가 올해로 22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전공
의 연수 강좌는 학회 회원 뿐만 아니라 개원의와
전공의들에게 척추의 기본 지식을 정리하고 최신
지견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올해에도 변함 없이 알
찬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척추 질환에 대한 지
식 연마와 새로운 개념의 정립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8:20-08:25 개회사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올해부터 춘계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전환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영어
로 발표하고 토론 또한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국제
화 시대를 맞이하여 학회의 장기적인 발전과 한단
계 높은 도약을 위해 과감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
니다. 어려워지는 외부 환경에 보다 능동적이고 선
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한척추외과학회는 변화
와 창조를 모색할 것입니다.

08:50-09:10 경추 척수증

한림대학교병원 박문수

13:45-14:05 특발성 척추 측만증

09:10-09:30 상부 경추 병변

경희대학교병원 강경중

14:05-14:25 비특발성 측만증

또한 학회는 학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구
성원의 일원으로 대국민 봉사와 공헌에도 앞장서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대한척추외과학회는 끊임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의 무한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
원을 기대합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

조 규 정

대한척추외과학회장 조규정
학술위원장 석경수

08:25-08:30 강좌소개

경 추

좌장: 서울아산병원 이 동 호

해운대백병원 최병완

08:30-08:50 경추 신경근증

대전성모병원 김영율

09:30-09:50 척수 손상
09:50-10:10 상부경추 손상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양재준

10:10-10:30 하부경추 손상

성빈센트병원 신재혁

10:30-10:40 질의 및 토론

13:25-13:45 전기신경학적 진단

14:25-14:45 성인 척추변형

좌장: 한림대학교병원 김 영 우

좌장: 경희대학교병원 이 정 희

계명대학교병원 이석중
상계백병원 장동균
강남세브란스병원 김학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양재혁

14:45-14:55 질의 및 토론
14:55-15:10 Cffee Break

기 타

10:40-10:55 Cffee Break

요 추

척추 변형

15:10-15:30 최소침습 척추수술

좌장: 한양대학교병원 강 창 남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홍재영

15:30-15:50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외과적 치료 포함)			
경희대학교병원 김용찬
		
10:55-11:15 요추 추간판 질환

분당제생병원 나화엽

11:15-11:35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연세대학교병원 이병호

11:35-11:55 인접 분절 조기 퇴행성 변화

분당서울대병원 김호중

11:55-12:15 흉요추부 손상

순천향천안병원 소재완

12:15-12:25 질의 및 토론
12:25-13:25 중식

15:50-16:10 척추 종양

삼성서울병원 박세준

16:10-16:30 척추의 감염

서울성심병원 안동기

16:30-16:50 질의 및 토론
16:50-17:00 폐회사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