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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근골격종양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9-1차 대한 근골격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를 2019년
4월 19일 아름다운 밤바다의 도시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
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학회회원 여러분
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대한 골관절종양학회에서 대한 근골격종양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개최하는 첫 춘계학술대회입니다. 비록 작은
규모의 학회이지만 환자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분
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자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
는 여러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학문적 성과 및 위상
이 타 학회에 견주어 손색이 없는 학회로 발돋움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노력이 학회를 통해 소
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춘계학수대회에는 일본 정형외과 종양학회 회장이신
Yazawa 교 수 님 의“Head, Neck and Trunk SarcomaExperiences in a Single Institution”과 중국 저장대학의
Ye 교수님의“Our experiences on biological method and
3D-printing technology for reconstruction of pelvic
bone defects after tumor resection”을 주제로 한 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춘계학술대회에는 여러 병원
에서 20편의 훌륭한 논문들을 제출해주셨습니다. 발전적이
고 심도있는 토론으로 풍성한 학술대회가 될 것임을 믿어 의
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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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THE 29TH ANNUAL SPRING MEETING OF
THE KOREAN MUSCULOSKELETAL TUMOR SOCIETY

제29차 대한근골격종양학회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 |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1(덕충동)
● 비행기 이용

춘계학술대회

여수방면 공항버스 승차 → 시외버스 터미널 앞 하차 → 시내버스(6, 7, 333,
999) 승차 → 여수엑스포역 하차

● 시외버스 이용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시내버스(6, 7, 333, 999) 승차 → 여수엑스포역 하차

● 기차 이용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활기찬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
다.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이번 춘
계학술대회에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4.19

대한근골격종양학회 회장

정소학

여수엑스포역 하차 → 도보 5분 거리

● 자가용 이용
남해고속도로에서 순천톨케이트 통과 → 둔덕삼거리(순천 톨게이트에서 약 30분
정도 소요) → 남해화학 방면으로 좌회전 후 약 2km 직진 → 오동도 방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이용 (약 5분 소요)
●
●

일시 |

2019년 4월 19일(금) 10:20-18:00

장소 |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B1F 세미나실1

문의처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75
대한근골격종양학회 https://www.kmsts.org
Tel: 02-970-2715 / E-mail: kmsts@kmsts.org

대한근골격종양학회

제29차 대한근골격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

PROGRAM

THE 29TH ANNUAL SPRING MEETING OF THE KOREAN MUSCULOSKELETAL TUMOR SOCIETY

10:20~10:30 개회 선언 및 회장 인사

회장 정소학

10:30~12:10 Special Lecture

좌장: 전대근

10:30~11:10 1. Head, Neck and Trunk Sarcoma- Experiences
in a Single Institution
Yasuo Yazawa
11:10~11:20 Q&A
11:20~12:00 2. Our experiences on biological method and
3D-printing technology for reconstruction of
pelvic bone defects after tumor resection
Zhaoming Ye
12:00~12:10 Q&A
3. 기념촬영

Surgical management of pathological fractures
of the femur after radiation therapy
서울아산병원 Wanlim Kim, Jong-Seok Lee
14:40~15:40 제 2부. onclologic research

좌장: 정양국/강현귀

 육종 환자에서 술전 항암치료 괴사율 예측에 대한
골
PET/CT와 Bone Scan의 효용성 비교
원자력병원

공창배, 이인기, 변병현, 고재수, 김용성,
송원석, 조완형, 전대근, 이수용
 중시기 18F-FDG PET/CT을 이용한 골육종에서의
이
항암 치료 효과 예측

 ctual long-term survival after resection of AJCC
A
stage III extremity soft tissue sarcoma
서울대학교병원

Do Weon Lee, Han-Soo Kim, Ilkyu Han
 부 조직 악성 종양의 광범위 절제술시 연부 조직
연
재건술
영남대학교병원 신덕섭, 윤두형
점액성 지방육종: 단일기관 치료 결과
원자력병원

조완형, 김용성, 공창배, 전대근, 이수용, 남희승, 송원석
Novel germline variants in sporadic schwannomatosis
성빈센트병원

Min Wook Joo, Byung-Joo Min, Yang-Guk Chung

원자력병원

13:40~14:40 제 1부. Metastatic Bone Tumors
좌장: 신덕섭/전영수

 urgery for Proximal Femur Metastases:
S
Intramedullary Nailing versus Endoprosthesis
서울대학교병원

Suraj Hindiskere, Ilkyu Han,
Yong Sung Kim, Han-Soo Kim
 utcomes of extended curettage and cementation
O
for metastatic bone cancers
서울성모병원

공창배, 이인기, 변병현, 고재수, 김용성,
송원석, 조완형, 전대근, 이수용
 uantitative SPECT/CT for differentiation between
Q
enchondroma and grade I chondrosarcoma
성빈센트병원 Min Wook Joo, Woo Hee Choi
 IRT6 is involved in progression of osteosarcoma
S
and suppression of SIRT6 potentiate anti-tumor
effect of doxorubicin in osteosarcoma
전북대학교병원

문영재, Zhongkai Zhang, Yiping Song, 김정렬

Ji Hoon Bahk, Yang-Guk Chung, Seung Han Shin,
Min Wook Joo, Won-Jong Bahk, Jung-Mi Park*

 he role of GNAQ in bone metastasis of human
T
non-small cell lung cancer

 reoperative embolization in hypervascular
P
metastatic or primary tumors

Sung Wook Seo, Ji-Yoon Choi,
Yun Sun Lee, Da Mi Shim

삼성서울병원

Impact of femur surgery on the prognosis of patients
with lung cancer who presented with bone metastasis
삼성서울병원

Sung Wook Seo, Dong Kyeong Chang,
Jong Soo Choi, Se yong Jaegal,
Kim June Hyuk, Jisoo Kim

 hort-term neoadjuvant denosumab and extended
S
curettage for locally advanced giant cell tumor of
bone: a single-center study
성빈센트병원 Min Wook Joo, Yang-Guk Chung
 34 case review of solitary osteochondroma in
1
single institution of 20 years
전남대학교병원 박천곤, 정성택
파쇄 동종골 이식을 이용한 종양 대치물 교정술
신촌세브란스병원 김승현

 ong term clinical outcomes of prosthetic
l
reconstruction for tumors of the distal tibia and fibula
Yongsung Kim1, Han-Soo Kim1, Woo Young Jang3,
Ilkyu Han1, Hwan Seong Cho2

15:40~16:00 Coffee break
16:00~17:00 제 3부. Soft tissue tumor

좌장: 김한수/조완형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Ji Won Lee, Yang-Guk Chung, Seung Han Shin,
Min Wook Joo, Won-Jong Bahk,
Jung-Mi Park*, Hae-Kyoo Lee*

17:00~18:00 제 4부. Surgical management

좌장: 정성택/한일규

Skin preparation for Extremity cancer with
malignant ulceration
서울대학교병원 조환성, 한일규, 김한수

Identification of Patient Subgroups with Synovial
Sarcoma that Can Benefit from Adjuvant Treatments
Using the Bayesian Inference
삼성서울병원

Sung Wook Seo, Jisoo Kim, Jihye Son

대한근골격종양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