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주관 

척추내시경 심포지엄 및 
Cadaver Workshop

Venue.

SYMPOSIUM 
2015년 11월 28일 (토) 07:30~18:0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CADAVER WORKSHOP 
2015년 11월 29일 (일) 08:00~16:0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 1층 수술해부교육센터

All about endoscopic spine surgery: 
from the first step to the state-of-the-art

▶ Pre-registration Due : 2015년 11월 20일(금)	
	 	사전등록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등록	해주십시오.	

(http://www.incoregister.org/komiss2015)

▶ Registration Fee

사전등록

Separation
회원

(전문의)
비회원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Symposium
KRW 

70,000 
KRW 

80,000 
무료 무료 

Symposium + 
Cadaver Workshop

KRW 
1,100,000 

KRW 
1,200,000 

- -

현장등록

Separation
회원

(전문의)
비회원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Symposium
KRW 

80,000 
KRW 

90,000 
KRW 

10,000
KRW 

10,000

▶ Account Number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2-754-111074		

	 예	금	주:	이준호(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 Training Rating :	Symposium	6점,	Workshop	6점	예정

▶ Contact Us :			 	
	 Tel.	02-2272-9275	/	E-mail.	KOMISS@ibmed.co.kr	

Abstract Submission
▶ Abstract Submission Deadline : 2015년 11월 21일(토) 

▶ Abstract Submission Description  
 초록	양식은	대한신경외과학회	초록	양식과	동일합니다.	

	 초록은	KOMISS@ibmed.co.kr	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Abstract Submission Contact Us :  
 Tel.	02-2272-9275	/	E-mail.	KOMISS@ibmed.co.kr

Registration
사전등록 안내

지하철
2호선 신촌역 1번출구 → 병원 셔틀버스 / 3번출구 → 도보 8분

3호선 독립문역 4번출구 → 470, 710, 750, 7737  버스 환승

경복궁역 1번출구 → 272, 606버스 환승 

병 원 셔틀버스 1번출구 50m 전방 사학회관 앞

버  스
정류장명 : 세브란스병원앞, 연세대학교앞

파랑버스(간선)  153, 163, 171, 172, 272, 470, 472, 601, 606, 
672, 673, 700, 707, 708, 710, 773, 750A, 
750B, 751, 800, 8153

초록버스(지선)  03, 04, 05, 76, 567, 770, 6714, 7017, 7613, 
7720, 7024, 7726, 7727, 7728, 7713, 7737

광역버스(빨강) 1000, 1200, 1900, 2000, 2000-1, 7106(M),  
& 좌석버스 7111(M), 7613(M), 8880, 9714 

공항버스 6011 

Information
행사장 안내

자유연제 중 1편을 선정하여 Best Paper Award 상장과 상금을 
시상하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07:30~08:00 Registration
08:00~08:05 Opening Remark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회장	김성민

08:05~08:10 Congratulatory address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부회장 조용은

08:10~09:00 Session I. Best Paper Competition	
좌장 :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공성택, 분당서울대병원 장태안

발표 5편 (7분 발표 3분 discussion)

09:00~10:00 Session II. 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PELD)		
	 좌장 : 조선대병원 이승명, 더조은병원 도은식

09:00~09:10 Transforaminal approach : surgical anatomy & technical tips 
	 조선대병원 주창일

09:10~09:20 Transforaminal approach : possible pitfalls & surgical strategy 
to avoid complication	 나누리병원 안   용

09:20~09:30 Discussion
09:30~09:40 Interlaminar approach : surgical anatomy & technical tips 

심정병원 심정현
09:40~09:50 Interlaminar approach : possible pitfalls & surgical strategy to 

avoid complication	 윌스기념병원 이동찬

09:50~10:00 Discussion
10:00~10:15 Coffee break

10:15~11:15 Session III. Percutaneous endoscopic cervical discectomy (PECD)
좌장 : 포항우리들병원 최  건, 강남세브란스병원 조용은 

10:15~10:25 Ant. PECD : surgical anatomy & technical tips
	 굿닥터튼튼병원 김형석

10:25~10:35 Ant. PECD : possible pitfalls & surgical strategy to avoid 
complication	 우리들병원 이준호

10:35~10:45 Discussion
10:45~10:55 Post. PECD : surgical anatomy & technical tips 	서울대병원 김치헌

10:55~11:05 Post. PECD : possible pitfalls & surgical strategy to avoid 
complication	 신병원 신경현

11:05~11:15 Discussion

11:15~12:15 Session IV. Special invited lecture I	
	 좌장 :	굿닥터튼튼병원	박춘근 

11:15~11:35 Lecture 1: Transforaminal epiduroscopic laser decompression (TELA)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Daniel Kim

11:35~11:45 Discussion
11:45~12:05 Lecture 2: Innovative endoscopic spine surgery techniques

University	of	Teikyo,	Mizonokuchi	hospital	Akira Dezawa
12:05~12:15 Discussion
12:15~12:30 General assembly & Photo time
12:30~13:30 Lunch  

13:30~14:40
Session V. Special issues on endoscopic spine surgery 

좌장 : 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삼성서울병원 김은상 
13:30~13:40 Application of transforaminal approach technique for L5-S1 

disc herniation	 윌스기념병원 최경철

11. 28. SAT

Cadaver Workshop 
1. Ant. PECD (Joimax)	 굿닥터튼튼병원 김형석, 우리들병원 이준호 
2. Post. PECD (Wolf)	 서울대병원 김치헌, 신병원 신경현

3. PELD (Wolf)	 윌스기념병원 이동찬, 윌스기념병원 최경철

4. PEID (Joimax)	
LIGAMENTA	Spine	Center	Frankfurt,	Germany	Ralf Wagner, 수원나누리병원 김현성 

5. SELD (Myelotec)	 굿닥터튼튼병원 임강택, 김포우리들병원 이성호

6. TELA (Lutronic)	 연세바른병원 이상원, 연세바른병원 박영목

11. 29. SUN

13:40~13:50 Endoscopic treatment for foraminal stenosis/foraminoplasty 
강북우리들병원 이호연

13:50~14:00 Interlaminar Decompression of the Lumbar Spine
LIGAMENTA	Spine	Center	Frankfurt,	Germany	Ralf Wagner

14:00~14:10 Discussion
14:10~14:20 Structural preservation technique in interlaminar approach 

수원나누리병원 김현성
14:20~14:30 Unilateral biportal endoscopic (UBE) foraminotomy 

윌스기념병원 허동화
14:30~14:40 Discussion

14:40~15:40 Session VI. Special invited lecture II	
좌장 : 강동경희대병원 김성민

14:40~15:00 Lecture 1: Future of MISS; where do we stand & where to go
University	of	Teikyo,	Mizonokuchi	hospital	Akira Dezawa

15:00~15:10 Discussion
15:10~15:30 Lecture 2: Thoracosopic spine surgrery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Daniel Kim
15:30~15:40 Discussion  
15:40~16:00 Coffee break  

16:00~17:00 Session VII. Epiduroscopy : SELD & TELA 
좌장 : 순천향대병원 도재원, 서울아산병원 노성우 

16:00~16:10 SELD : surgical anatomy & technical tips	 서울성모병원 김진성

16:10~16:20 SELD : possible pitfalls & surgical strategy to avoid 
complication	 굿닥터튼튼병원 임강택

16:20~16:30 Discussion
16:30~16:40 Laboratory experience of TELA 	 성빈센트병원 김일섭

16:40~16:50 TELA : technical tips & surgical strategy to avoid 
complication	 연세바른병원 이상원

16:50~17:00 Discussion
17:00~17:10 Award presentation & Prize Lottery
17:10~17:20 Closing remark  

Invitation
초대의 글

존경하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님들께

어느 새 높고 청명한 하늘을 보이는 가을입니다. 

천고마비(天高馬肥)란 고사성어는 공부하고 

즐기기에 좋은 시기란 우리 해석과 달리 

중국에서는 말이 살찌고 튼튼해지는 계절이 

오면 북쪽에서 오랑캐가 국경을 넘는다는 

의미로 경계를 튼튼히 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랍니다. 우리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도 세계 최고인 우리 척추 내시경 수술법을 

대한민국 아니 세계 척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계속 교육하고 유지 발전시켜 결국에는 대한민국 심사평가원도 

이러한 척추내시경 수술법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 학회는 올해에도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님들, 특히 젊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원님들을 위해 2015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주관 척추내시경 심포지엄 및 Cadaver 

Workshop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의 주제는 ‘All about endoscopic spine surgery: from 

the first step to the state-of-the-art’로 정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연자 분들로 총망라되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의 ABC부터 자세한 술기를 가르쳐 여러분들을 내시경 

수술의 전문가로 탈바꿈해주실 대가 분들의 훌륭한 강의들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미국에서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의 Daniel Kim교수님이 TELA와 Thoracoscopic 

spine surgery강의를, 그리고 일본에서 University of Teikyo, 

Mizonokuchi hospital의 Akira Dezawa교수께서 Innovative 

endoscopic spine surgery techniques과 Future of MISS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기대하며 학회때 뵙기를 기대하며 초대의 글을 

마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회장  김 성 민 올림

Program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