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40 ~ 09:00   인사말 축사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장 조선대 | 이승명
 대한척추내시경수술연구회장  포항우리들병원 | 최   건

09:00 ~ 10:00   Session 1. Free Paper  좌장 : 가천대 | 이상구, 가톨릭대 | 류경식

10:00 ~ 10:50 Session 2. Basic Technique for Lumbar Disc hernation 좌장 : 굿닥터튼튼병원 | 박춘근 
10:00 ~ 10:20  Posterolateral Transforaminal Approach  포항우리들병원 | 최   건
10:20 ~ 10:40 Posterior Interlaminar Approach  수원윌스기념병원 | 박춘근
10:40 ~ 10:50 Discussion 
10:50 ~ 11:10 Coffee break 
11:10 ~ 11:50 Session 3. Basic technique for lumbar central stenosis 좌장 : 부산대 | 송근성, 전주고려병원 | 박근호

11:10 ~ 11:25 Posterior Uniportal  굿닥터튼튼병원 | 임강택
11:25 ~ 11:40 Posterior Biportal  수원윌스기념병원 | 허동화
11:40 ~ 11:50 Discussion 
11:50 ~ 13:00 Session 4. Basic Technique Lumbar Foraminal Stenosis 좌장 : 경희대 | 김성민, 남기세병원 | 남기세 
11:50 ~ 12:05 Paraspinal, Uniportal  굿닥터튼튼병원 | 김형석
12:05 ~ 12:20 Contralateral, Uniportal  나누리병원 | 김현성
12:20 ~ 12:35 Paraspinal, Biportal  부산강동병원 | 손상규
12:35 ~ 12:50 Comparison Uniportal with Biportal  대전우리병원 | 박철웅  
12:50 ~ 13:00 Discussion 
13:00 ~ 14:00 Luncheon seminar and photo time 좌장 : 나누리병원 | 오성훈

13:00 ~ 14:00 Invited Lecture I: Anthony Yeung; Future of Endoscopic Spine Surgery 

  Desert Institute for Spine Care, Pheonix, Arizona | Anthony Yeung

14:00 ~ 15:00 Session 5. Invited lecture 좌장 : 가천대 | 안   용

14:00 ~ 14:30 Invited Lecture II: Fujio Ito; Endoscopic Treatment for Cervical Disease   Aichi spine Hospital, Japan | Fujio Ito 

14:30 ~ 16:00 Session 6. Learning Curve of Endoscopic Surgery. How to Overcome "learning Curve"  
  좌장 : 서울대 | 정천기, 가톨릭대 | 김종태

14:30 ~ 14:45 Posterolateral Transforaminal Lumbar Approach  안양윌스기념병원 | 최경철
14:45 ~ 15:00 Cervical Approach  경희대 | 이준호
15:00 ~ 15:15 Endoscopic Lumbar Decompression 강남베드로병원 | 이철우
15:15 ~ 15:30 Biportal Endoscopic Approach   연세대 | 이   성
15:30 ~ 15:40 Discussion 

15:40 ~ 16:10 Coffee break 

16:10 ~ 17:10 Session 7.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omplication Related with Endoscopic Procedure 
  좌장 : 가톨릭대 김진성, 선 정형외과 | 선승덕

16:10 ~ 16:30 Transforaminal Approach  전주고려병원 | 박근호
16:30 ~ 16:50 Cervical Endoscopic Approach 가천대 | 안   용
16:50 ~ 17:10 Biportal Endoscopic Approach  선 정형외과 | 엄진화

17:10 ~ 총회 및 폐회사, 경품추첨 
 

프로그램

 일시     2018년 3월 31일 (토요일) 08:40~17:30             장소    경주 황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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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안내

황룡원은 신라시대때 조국의 안녕과 백성의  안위를 기원해 

호국 사찰에 건립된 황룡사 9층 목탑의 모습을 추정해 재현한 

탑입니다.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인 모습을 추구하고 보문  관광단지 내  

음과 양의 쌍 탑 구조를 형성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16일 중도타워(양각)와 경주타워 (음각)의 결혼

식을 하였 는데 민족 대화합을 기원 하는 취지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황 룡 원

황룡원

85-21 Woncheon-dong, Yeongtong-gu, Suwon, Gyeonggi-do, South Korea
Tel: 02)6003-9767 / E-mail: kosesskorea@gmail.com

Korean Research Society of Endoscopic Spine Surgery

대한척추내시경수술연구회

자가용
서울, 부산에서 오실때 경주IC → 보문단지 →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우회전 → 황룡원

경주고속터미널 
100, 좌석150, 좌석 130  엑스포공원  정류장 하차

16     신라밀레니엄파크 정류장 하차

10, 150-1, 16, 100-1, 좌석 18  힐튼호텔사거리 정류장 하차

좌석700     신라밀레니엄파크 정류장 하차 

경주KTX역
좌석 700 (신라밀레니엄파크 정류장)

·초록등록마감일 : 2018년 3월  9일

이번 대한척추내시경수술연구회(KOSESS) 정기학술대회에서 초록을 접수 받고있습니다. 

초록접수마감은 2018년 3월 9일(금)이며, 초록접수는 홈페이지(www.ibmed.kr/kosess201803) 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준비사무국 (Tel: 02-2273-8551, E-mail: kosess@ibmed.co.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마감일 : 2018년 3월  23일
 ※ 마감 후 등록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등록비 

구   분 사전등록비
회원가입시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회원가입시 
현장등록비

회   원(전문의) 30,000 40,000 

비회원(전문의) 60,000 30,000 70,000 40,000

전공의 / 간호사  무  료 10,000 

연회비 30,000

가입비 50,000

(회원의 경우 등록시 연회비를 같이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비회원의 경우 회원등록시 가입비와 연회비를 같이 입금하시면 할인된 등록비가 적용 됩니다.)

·등록비 송금계좌
  - 신한은행 110-476-130451 (예금주 : 김현성(KOSESS))

·사전등록 방법
  -  사전등록 신청서를 E-mail (kosesskorea@gmail.com)로 접수

  -    온라인 사전등록 홈페이지(www.ibmed.kr/kosess201803)로 등록 

·평점 : 4 점

사전등록 및 초록등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