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doctor’s MISS Symposium
[초청의 글]
Gooddoctor's MISS Symposium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열악하고 불리하게만 변화하는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KOMISS 등 척추학회 회원들의 연구와 지식공유에 의해 미세침습적 척추수술은
끊임없이 진보해 왔습니다.
그 결과 미세침습적 척추수술에 대한 척추외과의사들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척추수술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세침습적 척추수술과 그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척추수술의 상당
영역이 내시경수술로 대치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을 본 Symposium 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소개되어 많은 척추외과의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내시경척추수술 중 SELD 와 PSLD, PSCD 는
본 굿닥터튼튼병원에서 임상적용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학회에
보고함으로써 경험을 공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치료법과 관련하여 수술법의 임상적용과 작용기전,
시술명칭 등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금번 Symposium 에서는 상기 수술법에 대한 이견들을 발표자들의 찬반논쟁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일치된 의견에 도달하는 계기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Symposium 을 위해 발표를 준비하시는 연자분들과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주실
좌장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본의 MISS 최신동향을 강의해 주시는 초청연자 Ito, Fujio(Aichi
Spine Institute) 선생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굿닥터튼튼병원장 박 춘 근
·

사전등록 신청
성명
의료기관
소속부서
구분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의료기사 ○기타(

)

휴대전화
e-mail
등록비

무료

사전등록: Fax: 031-429-6713 / rhoyoungshin@gmail.com, 등록마감: 2017 년 11 월 10 일 금요일
사전등록 하시는 경우 Symposium 현장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배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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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doctor’s MISS Symposium
[Scientific Program]
Speakers

Time

Topic/Session

12:00~13:00

Registration, Lunch bag

Pros

Cons

Opening Ceremony(13:00~13:15)
13:00~13:05
13:05~13:15

Welcome Address

박진수(JS. Park)

Opening Speech: Where is endoscopic spine surgery going?
척추 내시경 수술의 나아갈 길은?

박춘근(CK. Park)

Session-1(13:15~14:45) 좌장: 조용은(YE. Cho), 이승명(SM. Lee)
13:15~14:00

14:00~14:45

Debates-1: SELD, is it proper for the management of lumbar disc herniation?
SELD 가 추간판 탈출증 치료에 적합한가?
Debates-2: Does neurolysis using SELD in lumbar epidural space have clinical
efficacy in a patient of back pain?
요통 환자에서 SELD 를 이용한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의 임상적 유용성

14:45~15:00

김형석
문기형
(HS. Kim) (KH. Moon)
이상철
(SC. Lee)

신동아
(DA. Shin)

Coffee Break 1
Session-2(15:00~16:30) 좌장: 도재원(JW. Doh), 박춘근(CK. Park)

15:00~15:45

Debates-3: Which is more clinically efficient in the management of lumbar spine
disease? Uniportal or Multiportal?
Uniportal or Multiportal?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15:45~16:30

Debates-4: PSLD, is it necessary to adopt an independent therapeutic appellation?
What is major difference compare to interlaminar approach?
PSLD 와 Endoscopic Interlaminar Discectomy 의 차이는?

16:30~16:45

Uniportal Multiportal
임강택
허동화
(KT. Lim) (DH. Heo)
이철우
(CW. Lee)

김현성
(HS. Kim)

Coffee Break 2
Session-3(16:45~17:15): Guest Lecture 좌장: 오성훈 (SH. Oh)

16:45~17:05

Invited Guest Lecture: Current issues of MISS in Japan

Ito Fujio

일본 MISS 의 최신 동향

17:05~17:15

Discussion
Session-4(17:05~17:50) Lectures 좌장: 이상구 (SK. Lee), 김진성 (JS. Kim)

17:15~17:30

Lecture-1: What is strategy of transforaminal endoscopic discectomy against
current development of PSLD?
PSLD 에 대한 추간공 경유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의 전략은?

17:30~17:45

17:45~18:00

Lecture-2: Surgical Tips & Tricks for SELD (Learning from over 500 cases)
SELD 의 외과적 술기와 요령
Lecture-3: Surgical Tips & Tricks for PSLD (Learning from over 300 cases)
PSLD 의 외과적 술기와 요령

18:00~18:15

Discussion

18:15~18:20

Closing, Remarks

김진성
(JS. Kim)
임강택
(KT. Lim)
김수범
(SB. Kim)

박춘근(C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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