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MISS 2018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춘계 증례집담회 

2018. 4. 21(SAT)        
경주 황룡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KOMISS 회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여 첫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KOMISS 모든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을 맞이 하면서 저희 KOMISS 6번째 춘계 증례 집담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21일 KOMISS 첫번째 학술모임인 증례집담회를 천년 고도 경주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속에 저희 증례집담회도 규모도 커지고 내용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

니다.

지난 해 가을 여수 경도에서 많은 회원님들이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친목을 도모하였고, 학술대회에서도 실제 임상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증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실제 진료하는 동안 어려웠던 사례들을 되돌아보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6차 경주 KOMISS 증례집담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또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8년 무술년 봄 신라의 천년 고도 서라벌 경주에서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회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회장 이 승 명

증례토론 I 에서는 MISS와 관련된 증례 및 증례토론 II에서는 

주로 complicated case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및 증례집담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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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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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 관련 증례가 있으시면 학술간사에게 메일 부탁드립니다.

15:40 ~ 15:55   등     록

16:00 ~ 16:05    인사말씀 KOMISS 회장 이승명

16:05 ~ 16:10    축     사

16:10 ~ 17:10 증례 토론 I     

17:10 ~ 17:40 강의 I     

 Endoscopic treatment for discogenic back pain 포항 우리들병원 최   건 

17:40 ~ 18:00     Coffee Brake

18:00 ~ 18:25     강의 II

 낙소졸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정성 (4상결과) 고려의대 김세훈

18:25 ~ 19:10     증례토론 II               

  KOMISS 2018 프로그램

  KOMISS 2018 행사일정 및 숙박안내

행사일정

일시 일정

4월 21일(토) 오전 07시 운동

4월 21일(토) 오후 16시 증례집담회

4월 22일(일) 오전 07시 운동

숙박안내

4월 20일(금) 숙박 4월 21일(토) 숙박

  KOMISS 2018 연제접수 및 문의

            연제 접수 마감일 : 2018년 4월 10일(화)
 

참가신청 및 증례집담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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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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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례토론 I 에서는 MISS와 관련된 증례 및 증례토론 II에서는 

주로 complicated case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MISS 관련 증례가 있으시면 학술간사에게 메일 부탁드립니다.

  KOMISS 2018 운동 프로그램

운동일시 : 4월 21일 토 오전 7시경

운동일시 : 4월 22일 토 오전 7시경

경주신라CC & 경주 CC  (4월 재공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