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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2019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이번 워크샵은 척추외과 전임의 혹은 척추외과 수술을 시
작한지 3년이내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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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와 요추부 수술 중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술식들과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술식들에 대한 기본기와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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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및 요추연구회 합동

ᩑᖙ⦺ݡƱ

인 요령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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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워크샵은 2일 동안 요추 및 경추 수술을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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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aver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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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유있는 환경에서 수술 술기를 습득하고, 경험 많
은 강사 선생님들과 근거리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
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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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평점: 강의청강 & 카데바 실습 총 12점

■

카데바 실습 참가인원 : 24명 모집(선착순)

■

참가비용: 강의청강 & 카데바 실습 총 95만원,

■

입금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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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아래의 계좌번호로 입금하신 후 등록자 성명, 소속, 연락처,
E-mail, 주소, 면허번호(의사), 등록비 송금일 및 송금인, 송금액을
아래의 문의처의 E-mail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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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1002-057-234129 예금주 박문수(경추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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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32강의실
실습: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 1F 수술해부교육센터

사전등록 마감일: 2019년 4월 5일(금요일)
■

참가신청서

성

명

소

속

전

화

이

메

일

문의처
한림대학교부속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정형외과
Tel: 010-9025-3771 (이석윤 전공의)
010-5417-5765 (정형외과 박문수 교수)
031-380-1803 (정형외과 박문수 교수)

주

소

의사면허번호
송금일 및 송금인

Fax: 031-380-6008

일시· 2019년 4월 27일(토)~28일(금) 08:00-18:00
장소·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1F)
수술해부교육센터(실습), 의과대학 132호(강의)
주최·대한척추외과학회
주관· 대한척추외과학회 경추연구회
대한척추외과학회 요추연구회
후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교육센터

E-mail: yebaram0602@naver.com
amhangpark@gmail.com

대한척추외과학회

인사의 말씀

Program

2019년 4월 27일(토)-28일(일) 대한척추외과학회 경추 및 요추 연구회 Cadaver Workshop

4월 27일 토요일: 요추연구회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7:30-07:50 등 록

경추위원회와 요추위원회에서 합동으로 2019년 4월

07:50-08:00 개요 설명

4월 28일 일요일: 경추연구회
의과대학 132호 강의실
요추연구회 위원장 이화여대

고영도

위한 Workshop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

08:00-08:20 T12 corpectomy, diaphragm approach		
		

경추위원회와 요추위원회에서는 매년 합동으로 사체
를 이용한 수술수기 습득을 위한 Workshop을 개최해

부산성모병원

안성준

08:20-08:40 PSO (L2 laminectomy), Pedicular screw, 		
Iliac screw, alar screw

경희대

김용찬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사체를 이용한 수술수

08:40-09:00 Lower lumbar approach, DLIF, OLIF, ALIF		

기 습득을 위한 Workshop에서는 경추위원회와 요추위

09:00-09:15 Discussion

원회가 경추와 요추 수술에서 시행하는 기본 척추의 술
기 외에도,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수술 술기
도 함께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전임의 인증제가 실시 중이므로 이번 Workshop에서
는 특히 척추 전임의로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많
은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항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체를 이용한 수술수기
습득을 위한 Workshop을 매년 준비해 주시는 경추위
원회와 요추위원회의 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이번 Workshop을 통해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맺을 것으
로 확신합니다.

		

순천의료재단 정병원

박수안

09:15-09:45 실습장 이동 및 가운 착용		
		

(임상의학연구센터 1F 수술해부교육센터)

Session II: Cadaver Workshop Station

09:45-11:45 T12 corpectomy, diaphragm approach
Table Instructors:

		

Table 1. 부산성모병원 안성준, 성균관대 신헌규

		

Table 2. 분당제생병원 나화엽, 강원대 남우동

13:00-15:00 PSO (L2 laminectomy),
Pedicular screw, Iliac screw, alar screw

2019. 3.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 김동준
대한척추외과학회 요추연구회 위원장 고영도
대한척추외과학회 경추연구회 위원장 염진섭

		

Table 3. 경희대 김용찬, 한림대 김영우

		

Table 4. 인제대 김정훈, 건양대 김상범

15:00-15:15 Coffee break
15:15-17:15 Lower lumbar approach, DLIF, OLIF, ALIF
			

Director: 연세대 이환모

Table Instructors:

		

Table 5. 순천의료재단 정병원 박수안, 순천향대 홍창화

		

Table 6. 고려대 박시영, 연세대 이병호

17:15-17:30 총평 및 질의응답

요추연구회 위원장 이화여대

인제대 최병완
		
가톨릭대 박종범
08:20-08:30 Arthroplasty revision
08:30-08:50 Laminoplasty, laminectomy, 		
동국대 양재준
and posterior foraminotomy
08:50-09:10 Posterior instrumentation including occipital 		
plate, C1, C2, T1 screw, cervical pedicle 		
포항세명기독병원 어재형
and lateral mass screw
09:10-09:20 Discussion
09:20-09:45 실습장 이동 및 가운 착용		
(임상의학연구센터 1F 수술해부교육센터)
		

		

Directo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희전, 전북대 송경진

		

충남대

안재성, 연세대 석경수

09:45-11:45 ACDF, ACCF, and anterior uncoforaminotomy 		
(C2/3, C7/T1 ACDF, odontoid screw, arthroplasty)

11:45-13:00 기념 촬영 및 점심식사

Director: 한림대 장호근

Table Instructors:

감사합니다.

08:00-08:20 ACDF, ACCF, and anterior uncoforaminotomy 		
(C2/3, C7/T1 ACDF, odontoid screw)		

Table Instructors:
		
Table 1. 분당제생병원 이영상, 계명대 이석중
		
Table 2. 대구가톨릭대 고상봉, 강원대 홍철기

11:45-13:00 기념 촬영 및 점심식사

			

염진섭

Session II: Cadaver Workshop Station

Director: 아주대 전창훈

		

의과대학 132호 강의실
경추연구회 위원장 서울대

Session I: Lecture & Discussion
좌장: 울산대 이동호, 한림대 박문수

Session I: Lecture & Discussion
좌장: 순천향대 신병준, 차의대 신동은

27일과 28일 양일간 사체를 이용한 수술수기 습득을
센터에서 개최합니다.

07:30-07:50 등 록
07:50-08:00 개요 설명

고영도

13:00-15:00 Laminoplasty, laminectomy, posterior 		
foraminotomy (occipital plate, C1, C2 screw)
Table Instructors:
		
Table 3. 대전선병원 강종원, 동아대 김민우
		
Table 4. 포항세명기독병원 서보건, 한양대 최성훈
15:00-15:15 Coffee break
15:15-17:15 Posterior instrumentation (pedicle screw and 		
lateral mass screw, T1 thoracic screw)
Table Instructors:
		
Table 5. 서울척병원 김경환, 울산대 하정기
		
Table 6. 부산부민병원 강성식, 단국대 이제민
경추연구회 위원장 서울대 염진섭
17:15-17:30 총평 및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