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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척추외과학회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초대의 말씀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태로 인해 모든 학회 활동이 정상적으

제 8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 대한척

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추외과학회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불구하고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처음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로 춘계 학회를 국제학술대회로 전환

문재인 케어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학
문적 성취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회원 분들께 찬사를 보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하여 100% 영어 구연으로 진행하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
태와 더불어, 척추.근골격 MRI 급여화 등 여전히 진행 중인

2021년 제 8차

작년 2020년 한해는 코로나-19 사

고, 온라인으로 20명이 넘는 해외 초청 연자가 강의와 토론
에 참가하였습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창립된 지 올해로 37주년을 맞이합
니다. 그 동안 회원들의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진료 활

냅니다.
또한, 개원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들로 알
찬 학회를 만들어 주시는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님 이하 임

동으로 세계적인 학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회는 단순히 학문적인 발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회

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연수강좌로 척추 질환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

의 대국민 공헌의 일환으로 올해 대한정형외과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의료 취약계층 척추 수술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
다. 1억원 정도의 기부금을 모금해서 의료 급여 환자 약 50

탁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일시: 2021년 1월 24일 (일) 09:00~16:00

명에게 1인당 200만원 정도의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소: 온라인
주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 대한척추외과학회

근골격계 질환 특히 척추 질환의 올바른 진료를 위해 대한
척추외과학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이 태 연

다. 이번 연수강좌를 통하여 척추 질환에 대한 심도 있는 지
식과 술기가 연마되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치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 조 규 정

■

서울시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행복관(2동) 11층 225호 대한척추외과학회

■

TEL: 02-831-3413

■

FAX: 02-831-3414

■

E-mail: korspine@hanmail.net

2021년 제 8차 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 일시 · 2021년 1월 24일 일요일 (온라인)

2021년 제 8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프로그램

등록안내
■ 사전등록 기간

09:00~10:20 Session 1. 개원가에서 사용하는 도수 및 운동 치료

13:00~14:20 Session 3. Interventions

		

		 광주기독병원 최용수,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부회장 김완호

인하대 조규정,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고문 김용훈

13:00~13:15 US-guided interventions

원광대

김태균

13:15~13:30 C-arm guided interventions

고려대

홍재영

09:30~09:45 허리 수술 환자의 운동치료

13:30~13:45 Percutaneous balloon neuroplasty

서울대

남상건

		

13:45~14:00 Annuloplasty and Nucleoplasty

영남대

이근우

09:00~09:15 도수치료의 원리

의정부 성모병원 주상연

09:15~09:30 요통환자의 도수치료

혜민의원 김경진

강남성모정형외과의원 정대영

09:45~10:00 도수치료의 적절한 보험청구 방법

14:00~14:20 Discussion

		

14:20~14:40	 Coffee Break

예산명지병원 유승모

14:40~16:00 Session 4.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 수술

10:20~10:40 Coffee Break

		

10:40~12:00 Session 2. 효과적인 약물사용

14:40~14:55 척추 내시경 수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서울대 장봉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이태연

10:40~10:55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

중앙대 송광섭

10:55~11:10 우울증이 동반된 허리통증 환자의 약물치료
		

동국대

양재준

석경수,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부회장 남기세

(Uniportal vs Biportal)

성균관대

		

11:40~12:00 Discussion
12:00~13:00 	 Lunch

경상대

이석중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연구원

사전등록

30,000원

20,000원

10,000원

■ 사전등록 신청안내
^ 사전등록 기간 내에 학회 홈페이지(www.spine.or.kr)

박시영

의 연수강좌 안내창에 들어오셔서 사전등록 신청

바른생각병원

전택수

가능합니다.

15:10~15:25 Biportal endoscopic surgery

충남대

이호진

15:25~15:40 Biportal endoscopic interbody fusion

한림대

박현진

14:55~15:10 Uniportal endoscopic surgery

박진성

11:25~11:40 지속적인 약물사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

구분

고려대

15:40~16:00 Discussion
11:10~11:25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약물치료

■ 등록비

■ 연수평점 : 5점

10:00~10:20 Discussion

연세대

2020년 12월14일(월)~2021년 1월 22일(금)

대한척추외과학회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행복관(2동) 11층 225호

전 화 : 02-831-3413
이메일 : korspine@hanmail.net

^ 사전등록에 관하여 유선전화나 FAX 등록은 받지 않
습니다.

■ 사전등록비 입금안내
^ 하나은행 253-910008-40105
^ 예금주: 대한척추외과학회
^ 사전등록비 입금은 참가자의 이름으로 송금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