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연수교육 평점 인정 기준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등록을 하여주시면 명찰 등을
미리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등록비
등록구분

회원

비회원

사전등록

20,000원

30,000원

현장등록

30,000원

40,000원

(사전등록 마감일 : 2019년 3월 20일 (수))

※ 평점인정 기준이 강화되어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 후 당일 등록처에서
입장시간 및 퇴장시간을 자필로 기입하시고, 서명하셔야 평점이 인정됨.
※ 출결관리: 교육수강 시작과 종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2회의 출결 확인
※ 출석확인 평점인정 기준
⇒ 4~6평점 신청: 2회 이상 출석 확인시 인정(부분평점 있음)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평점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4평점
4시간 초과 - 5시간 이하 ⇒ 5평점
5시간 초과 - ⇒ 6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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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연제 초록/강의록/증례투고 제출 마감일
2019년 2월 27일 (수)

찾아오시는 길

Main theme: Metastatic tumor &
Update of oncology

■ 발표 슬라이드 제출 마감일
2019년 3월 20일 (수)

■ 제출 방법

학회 이메일(ksst13@nate.com)로 기한 내 제출

■ 사전등록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9-221293, 예금주 : 대한척추종양학회

■ 문의처

- 대한척추종양학회
- TEL : 02-3410-6016, FAX : 02-3410-0061
- 이메일 : ksst13@nate.com
■ 대중교통

■ 사전 등록 신청서
성

명

소

속

직

위

지하철

호선 일원역 하차 번 출구 도보 분거리 셔틀버스 분간격
병원 본관→암병원 장례식장 →일원역 순환운행

의사면허번호

전화번호

간선
버스

E-mail

광역
버스

주

관·대한척추외과학회
최·대한척추종양학회

강남

주

강남

연수평점·6점

공항

④병원 후문

삼성서울병원 원내운행
처

소·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2층 중강의장

②병원 정문

주 소
락

장

강남

강남
강남

⑤일원역 사거리

연

시·2019년 3월 23일 토요일 08:30~17:10

①삼성서울병원 사거리

③병원 정문앞
지선
버스

일

강남

병원→대청역→삼성역방향
약 분간격

⑤일원역 사거리
①삼성서울병원 사거리
④병원 후문

※행사당일 오전에 진료가 있사오니 주차는 암병원을 제외한
다른 곳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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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대한척추종양학회 회원 여러분

08:30~08:50

등록

08:50~09:00

개회사

Session I : Free Paper
09:00-09:06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09:06-09:12

어느덧 봄의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는 때에 2019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기존의 강의 위주의 심포
지엄 구성을 넘어 전이 치료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09:12-09:18

09:18-09:24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할 수 있도록 Panel discussion을
09:24-09:30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척추종양의 영상 및 중재, 내과적 치료의 최신

09:30-09:36

경향, 그리고 Keio University의 Osahiko Tsuji교수를

09:36-09:50

초청하여 cord tumor에 대한 lecture를 준비하였사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 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척추종양학회
회장

신 명 진

12:00-13:00
회장 신명진
좌장 이종서·박원종

Rod fracture and related factor after total enbloc
성균관의대 정형외과 남윤진
spondylectomy
Surgical Outcomes in Patients with Metastatic Epidural
Cord Compression without Instability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김상일
A retrospective comparative study of posterior
decompression and stabilization with or without
corpectomy for metastasis of the thoracic spine
서울의대 정형외과 장삼열
Quantitative SPECT/CT for differentiation between
enchondroma and chondrosarcoma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주민욱
Prediction of Response to Neoadjuvant Chemotherapy
in Osteosarcoma using Dual-phase 18F-FDG PET/CT
원자력병원 정형외과 공창배
Reoperation after spinal metastasis surgery
울산의대 정형외과 박재우
Discussion

Session II : Diagnostic and interventional radiology
좌장 신명진·김환정
09:50-10:05

PET and SPECT/CT in spine tumor

10:05-10:20

Diffusion-weighted MRI for Spine Imaging

10:20-10:35
10:35-10:50

Embolization
Discussion

10:50-11:10

Coffee Break

가톨릭의대 핵의학과 최우희

Session III : Invited Lecture
11:10-11:30
11:30-11:50
11:50-12:00

성균관의대 영상의학과 김현수
성균관의대 영상의학과 김건하

좌장 박예수·김영훈

Keio University OSAHIKO TSUJI
Intramedullary tumor
Intradural extramedullary tumor
Keio University OSAHIKO TSUJI
Discussion

Photo & Lunch

Presidential Lecture
13:00-13:20

좌장 박예수

Interpretation of spinal tumor imaging
대한척추종양학회 회장 신명진

Session IV : Treatment of metastatic tumor - Panel discussion
좌장 신병준·안용찬
13:20-13:25

Overview of metastatic spine tumor (내과 관점)

13:25-13:30

Overview of metastatic spine tumor (방종 관점)

가톨릭의대 종양내과 안호정

13:30-13:35
13:35-13:40
13:40-14:20

14:20-14:40

울산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송시열
Overview of metastatic spine tumor (신경외과 관점)
원자력병원 신경외과 장웅규
Overview of metastatic spine tumor (정형외과 관점)
성균관의대 정형외과 박세준
Case presentation & Panel discussion
Case presenter : 고려의대 정형외과 박진성

Coffee Break

Session V : Recent update in Oncology
14:40-14:55
14:55:15:10
15:10-15:25
15:25-15:40

좌장 박일형·공창배

경희의대 병리과 라기용
Clinical NGS in Spine Tumor
가톨릭의대 종양내과 홍숙희
Target / Immuno-therapy
성균관의대 신경외과 이선호
Tumor Registry
Discussion

Session VI : Case Discussion

좌장 김학선·장봉순

15:40-15:50
15:50-16:00
16:00-16:10
16:10-16:20
16:20-16:30
16:30-16:40
16:40-16:50

Primary tumor
Primary tumor
Primary tumor
Primary tumor
Metastatic tumor
Metastatic tumor
Metastatic tumor

성균관의대 정형외과 박세준

16:50-17:10

폐회사 & 총회

성균관의대 정형외과 염태훈
서울의대 정형외과 장삼열
서울의대 정형외과 박상민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박원종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김상일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박형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