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6년 5월 21일 (토) ~ 22일 (일)             

장 소 ┃ 대전 유성호텔 3층 킹홀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증례집담회  

I n v I t a t I o n

존경하는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회원여러분께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에 항상 관심과 지지를 보내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는 

2016년 05월 21일(토) 2차 증례집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번 2차 증례집담회는 수술과 시술관련 증례를 통하여 진료현장과 연구발전에 도움이 되고 

최신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의 2번째 증례집담회로서 21일 저녁에는 회원여러분 

그리고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회원님과 가족 분들을 위해 21일과 22일 오전은 친목 활동

(골프와 등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어 주시고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초대의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회장 김 성 민  

총무이사 김 세 훈 기획이사 박 종 태 학술이사 류 경 식

KOMISS

행사일정 및 숙박 신청서

일  시 일  정 참가 여부 (표기 요망)

5월 21일 (토) 오전 운동 (골프), 등산 □골 프    □등 산

5월 21일 (토) 오후 4~7시   증례 집담회

5월 22일 (일) 오전 운동 (골프), 등산 □골 프    □등 산

숙박 예약 숙박예약 신청 여부 

5월 20일 (금) 숙박 □ 신 청 □ 미신청 

5월 21일 (토) 숙박 □ 신 청 □ 미신청 

가족동반 여부 □ 가족동반 □ 미동반

운동 프로그램

                            

운동 일시 : 5월 21일 (토), 5월 22일 (일)   오전 6시 경

집담회 및 운동 참가 신청 마감일은 2016년 5월 17일(화)까지 메일 보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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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KOMISS@ibmed.co.kr      문의처 : 010-6352-9275 (윤종옥)

*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16:00~16:10 Opening remark                       
 KOMISS 회장  

강동경희대병원 김성민

16:10~17:10 Session I.  Interesting case presentation - I            좌장 : 나누리병원 오성훈

Interesting case 1. 
Contralateral Keyhole Endoscopic Surgery for highly 
migrated disc 

대전우리병원 박철웅

Interesting case 2. 
stenosis 동반된 HNP 환자에 적용된 biportal endoscopy + PELD   

서울바른병원 전수기

Interesting case 3. 
Intractable cervicalgia related to excessive fusion cage distraction     

경희대병원 이준호

Interesting case 4. 
Painful cystic change of L5/S1 disc following L3-4-5 
posterior fixation surgery 

굿닥터튼튼병원 박춘근

17:10~17:30   Coffee break

17:30~18:00 Session II. Special Lecture                        좌장 : 강동경희대병원 김성민 

My experience with Forsteo                                                     경희대병원 이준호 

18:00~19:00 Session III. Interesting case presentation - II      좌장 : 굿닥터튼튼병원 박춘근 

Interesting case 5. 
Transforaminal Epiduroscopic Laser Annuloplasty for 
Discogenic Back Pain: Consideration of Sinuvertebral Nerve 

나누리병원 김현성

Interesting case 6.  
Cortical screw fixation in osteoporosis patient      

인천성모병원 김종태

Interesting case 7. 
Correction of lumbar kyphotic deformity        

서울성모병원 류경식

Interesting case 8.  
It  ain't  over  till  it's  over     

나누리병원 오성훈

19:00 ~ Closing remark                                               KOMISS 회장 김성민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