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일정 및 숙박안내

운동 프로그램

운동 일시 : 10월 21일 (토)　오전 7시경

디오션 CC (셔틀버스 운영)

집담회 및 운동 참가 신청 마감일은 등록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숙박과 식사 및 골프 예약은 학회측에서 지원하며, 운동시 그린피는 자비 부담 원칙입니다.

문의처 : 010-6352-9275 (윤종옥)

연제접수 및 문의사항

운동 일시 : 10월 22일 (일)　오전 7시경

경도 CC (셔틀버스 운영)

*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연제 접수 마감일 : 2017년 10월 10일(화)

참가신청 및 증례집담회 관련 문의

기획이사 박종태
Cell : 010-2652-9243 / E-mail : jtpark@wku.ac.kr

학술간사 최경철
Cell : 010-2753-5104 / E-mail : chul5104@hanmail.net

증례발표 연제 접수

일　시

숙박안내

10월 21일 (토) 오전 07시~ 운동

증례 집담회

운동

10월 21일 (토) 오후 16시~

10월 22일 (일) 오전 07시~

일　정

10월 20일 (금) 숙박 10월 21일 (토) 숙박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Korean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Society

 

  

     

프로그램

존경하는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회원여러분께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년 올해 여름은 유난히 타는 듯한 더위와 함께 지역에 따라 엄청난 호우가 내리면서 

어느해 보다도 힘들었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회원님 

들께서도 잘 지내셨는지 안부인사를 드립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올해 여름도 이제 서서히 꺾이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정취가 진하게 

느껴지는 때를 맞이하여 2017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제5차 추계증례집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회원님들께서 저희 학회에 가져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받으면서 저희 KOMISS 증례집담회의도 어느덧 다섯번째를 맞이하게 되었고, 규모와 

내용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계집담회에서는 좀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준비하였고, 개최 장소는 많은 

회원들께서 지난 4월에 시행한 춘계집담회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남쪽 끝 여수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증례집담회에서도 실제 진료현장에 있었던 수술적 경험과 애로사항들, 그리고 수술 

노하우를 배우고 공유함으로써 많은 회원님들의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친목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회원분들이 

자연경관에 감탄하셨던 여수 경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 있는 남쪽 바다 여수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기를 기원하여 

부디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가을 아름다운 밤바다 여수에서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회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7대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회장 이 승 명  

2017년 9월

참가신청 및 증례집담회 관련 문의

기획이사 박종태
Cell : 010-2652-9243 / E-mail : jtpark@wku.ac.kr

학술간사 최경철
Cell : 010-2753-5104 / E-mail : chul5104@hanmail.net

증례발표 연제 접수

일 시  2017년 10월 21일 (토) ~ 22일 (일)             

장 소  여수 디오션 호텔 & 리조트

I N V I T A T I O N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추계증례집담회

KOMISS

15:40-15:55

16:05-16:50

16:50-17:15

17:40-17:55

17:15-17:40

16:00-16:05

등록

저녁 식사

인사말씀

고려대 김세훈교수

이화여대 조도상교수

연세대 박정윤교수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회장 이승명

증례 토론 I

18:20-19:05

19:05-

증례 토론 II

[ 2017년 10월21일 토요일 ]

Coffee break

통증환자에서 NSAIDs의 선택과 CVA risk 연관성 

17:55-18:20   The efficacy and safety of inject BMP for 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Combination of raloxifene and Vit.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