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5년 10월 24일(토) 오후 4시~7시             

장 소 ┃ 원주인터불고호텔 2F (매실)

KOMISS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증례집담회 

행 사 일 정

일  시 일  정 참가 여부 
(골프 또는 등산 표기 요망)

가족동반 여부

10월 24일 (토) 오전 운동 (골프 또는 등산) □골프    □등산 

10월 24일 (토) 오후 4~7시 증례 집담회

10월 25일 (일) 오전 운동 (골프 또는 등산) □골프    □등산 

숙박 예약 숙박예약 신청 여부 

10월 23일 (금) 숙박 □ 신 청 □ 미신청 

10월 24일 (토) 숙박 □ 신 청 □ 미신청 

집담회 및 운동 참가 신청 마감일은 2015년 10월 18일(일)까지 메일 보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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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V I T A T I O N

존경하는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회원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메르스 사태와 무척이나 덥고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며 어느덧 시원한 바람과 높은 

하늘이 가을이 완연히 다가옴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우리 학회에 항상 관심과 지지를 보내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는 2015년 10월 24일 (토) 대한

최소침습척추학회 증례집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우리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의 첫 증례집담회로서, 24일은 최소침습척추 수술과 시술 

관련 증례집담회를 갖고 저녁에는 가족분들을 포함하여 모닥불 아래서 함께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이들 참석하시어 즐거운 한 때를 같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가족분

들을 포함한 회원님들께서는 24일과 25일 오전은 친목 활동(등산, 골프)도 즐기십시오.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회장 김 성 민  

총무이사 김 세 훈 기획이사 박 종 태 학술이사 류 경 식

프 로 그 램

16:00~16:10 Opening remark  KOMISS 회장 : 강동 경희대병원 김성민 

Session I. Interesting case presentation 좌장 : 고대안산병원 김세훈 

16:10~16:25 Interesting case 1 월스기념병원 이동찬

16:25~16:40 Interesting case 2 굿닥터튼튼병원 임강택

16:40~16:55 Interesting case 3 연세바른병원 이상원

16:55~17:05 Interesting case 4 월스기념병원 허동화

17:05~17:15 Interesting case 5 나누리병원 오성훈

17:15~17:35 Coffee break

Session II. Special lecture 좌장 : 순천향대병원 도재원

17:35~17:55 My experience with Forsteo 서울성모병원 김진성

Session III. Free paper 좌장 : 서울성모병원 류경식

17:55~18:10 Machinery evolution and highly Inferior migrated HNP in 
transformainal PELD

선한병원 김현성

18:10~18:25 Pitfall of percutaneous endoscopic formainoplasty in foraminal 
stenosis

선한병원 김현성

18:25~18:40 Comparative analysis of two different types of titanium mesh 
cage(with or without endcap) for single-level anterior cervical 
corpectomy and fusion (ACCF) in terms of radiologic and 
clinical outcomes; is angulated endcap effective in preventing 
cage subsidence and restoring cervical lordosis?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18:40~18:55 Change of Sagittal imbalance after lumbar decompression 서울대병원 김치헌

18:55~19:00 Closing remark KOMISS 회장 : 강동 경희대병원 김성민 

오 시 는 길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원주고속버스터미널 : 택시(소요시간 약20분~25분) / 버스(준비중, 현재 노선없음)

▶ 원주역 : 택시(소요시간 약20분) / 버스(준비중, 현재 노선없음)

호텔인터불고 원주

강원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200 

(반곡동 1401-10)

Tel: 033-769-8114

참가신청 및 증례집담회 관련 문의 

기획이사 박종태

Fax : 063-852-2606 / Cell : 010-2652-9243 / E-mail : jtpark@wk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