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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척추외과학회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등록안내

찾아 오시는 길

■ 사전등록 기간

2018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척추외과학회

2017년 12월 26일(화)~2018년 1월 10일(수)
잠실대교

■ 등록비

올림픽대교

잠실철교

올림픽대교

올림픽대로

구분

전문의

전공의·간호사

사전등록

10,000원

10,000원
서울아산병원

현장등록

20,000원

20,000원

극동아파트

풍납중학교
천

성내역

■ 연수평점 : 5점

연수강좌

성내
시영
아파트

잠실4동

■ 사전등록 신청안내

미성
아파트

올림픽
파크호텔

^ 사전등록 기간 내에 학회 홈페이지(www.spine.or.kr)
의 연수강좌 안내창에 들어오셔서 사전등록 신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 2동 388-1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에 관하여 유선전화나 FAX 등록은 받지 않
습니다.
일시: 2018년 1월 14일 (일) 08:30~16:05
장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 사전등록비 입금안내

주죄: 대한정형외과의사회 / 대한척추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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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등록 안내
^ 현장등록비는 현금납부만 가능합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서울아산병원 신관 9층 정형외과 의국

전 화 : 02-483-3413
이메일 : korspine@hanmail.net

(카드납부 불가능)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신관 9층 정형외과 의국 대한척추외과학회

■

TEL: 02-483-3413

■

FAX: 02-483-3414

■

E-mail: korspine@hanmail.net

2018 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초대의 말씀

■ 일시 · 2018년 1월 14일 일요일

금년에는 추위가 너무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장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08:30-08:50 등 록
08:50-08:55 개회사

대한척추외과학회장

전창훈

학술위원장

김응하

시청앞에서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들의 방사선사용 저
지를 위해 많은 선생님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우리의 주장
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갑지는 않지만 주위에 여건이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척추학회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연수 강좌를 개최
합니다. 많이 오셔서 진료하시는데 큰도움이 되시기를 바
라고 무술년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08:55-09:00 강좌소개

좌장: 원광대

김태균, 정형외과의사회 부회장 이응주

09:00-09:15 1. Lumbar ultrasound block

김영태

고신대

김창수

09:30-09:45 3. 단분절 고정술에서 Sagittal balance의 		
중요성

회장 이 홍 근

좌장: 순천향대

청라국제병원

09:15-09:30 2. Lumbar C-arm guide block

바랍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III. Endoscope

I. Lumbar intervention and operation

해운대백병원

바쁘신 진료 일정때문에 학회나 강연에 정기적으로 참석

우영하

13:15-13:30 2. Biportal arthroscopic technique for 		
central stenosis

고려대

박시영

13:30-13:45 3. Biportal arthroscopic technique for 		
진주바른병원 최대정

forminal stenosis

좌장: 서울성심병원

14:00-14:20 질의 및 토론

안동기, 정형외과의사회 회장 이홍근

		

안동병원 김주은

interbody fusion

14:20-14:40 Coffee Break

10:40-10:55 1. Cervical ultrasound를 이용한 root block		

사회 선생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민병원

13:45-14:00 4. Biportal arthroscopic technique for 		

II. Cervical Intervention
을 위해 묵묵히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대한정형외과의

		

10:00-10:20 질의 및 토론
10:20-10:40 Coffee Break

우선 해마다 어려워지는 의료 여건 속에서도 국민 건강

13:00-13:15 1. Foraminoplastic PELD (Out-in technque)		

김성수

성균관대 박세준

09:45-10:00 4. Lumbar DLIF/OLIF/ALIF

김응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조석현

원광대

IV. 비수술적 척추치료

김태균

좌장: 성균관대 강북삼성 신헌규, 정형외과의사회 부회장 안태건

하기 힘든 선생님들께 척추 질환과 관련된 최신 지견 및 새

10:55-11:10 2. Cervical ultrasound를 이용한 		

로운 치료 방법들을 학문적 근거를 기반으로 전달해드리고

GON (Greater Occipital nerve) and 		

14:40-14:55 1. Biomechanics for the lumbar spine 		

자 마련되었던 대한척추외과학회 개원의 연수강좌가 올해

TON (Third Occipital nerve) block		

(strain of Quadratus Lumborum) 본병원 김필수

로 5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달된 피드백과 요청
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
제를 선정하여 충실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희망찬

		

부산대 박대현

11:10-11:25 2. Cervical foraminal epidural block		
		

고려대 홍재영

새해를 밝히는 첫번째 연수강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11:25-11:40 3. Cervical interlaminar epidural block		

부탁드립니다.

굳쎈정형외과의원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 전 창 훈

정기웅

14:55-15:10 2. Prolo를 이용한 척추 치료

참정형외과 백승일

15:10-15:25 3. 충격파를 이용한 척추 치료

군산의료원 이한솔

15:25-15:40 4. 도수치료를 이용한 척추 치료(시연)		
		

11:40-12:05 질의 및 토론

15:40-16:00 질의 및 토론

12:05-13:00 중식

16:00-16:05 폐회사

파주교화제일 정형외과 정종필

대한척추외과학회장 전창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