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GISTRATION INFORMATION 

2021  대한근골격종양학회 

골▪연부조직종양 
연수강좌 
- 온라인▪오프라인- 

일      시 : 2021년 11월 20일(토)   10:00-17:25 
장      소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젤코바 룸(2F) 
진행방식 : 온 ▪ 오프라인 (좌장 및 연자만 오프라인 참석) 
연수평점 : 5점 

대한근골격종양학회 
Korean Musculoskeletal Tumor Society 

▶좌장 및 연자만 오프라인 참석 

▶사전등록 및 참석안내 

 - 등록비 : 100,000원 

 - 입금계좌 : 신한 100-032-593410  

              (예금주:대한근골격종양학회 김갑중) 

 - 마감 : 2021년 11월 14일 

 - 방법 : 회원가입 후 사전등록 (승인에 1~2일 필요) 

   - URL: https://hcp.whodadoc.com 

   - 온라인학술대회 사전등록 팝업 배너 클릭 

   - 사전등록 페이지에서 사전등록 

   - 강의시작 30분 전에 보러가기 클릭가능 

   - 보러가기 클릭 후 평점 지급 전용 강의실 입장 

   - 세션별 출석체크 (강의별 입장,퇴장 버튼 클릭필수) 

   - 강의시작 5분이내 입장, 종료 후 5분이내 퇴장 

 *  등록 후 환불처리는 사전등록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연수평점 : 5점 (의협 교육 시간 이수 기준에 따라 평점 인정) 

▶연수강좌 당일 이용문의 :  후다닥의사 고객센터 080-888-2300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24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젤코바 룸(2F) 
 
▶ 찾아오시는 길 

9호선 봉은사역 7번출구 
        삼성중앙역 4번출구 
2호선 삼성역 6번출구 

2F 

문 의 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95   을지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대한근골격종양학회 http://www.kmsts.org 

Tel : 042-611-3283 / E-mail : kmsts@kmsts.org 

2021년도 대한근골격종양학회 임원 

회    장  전영수(경희의대) 

총    무  김갑중(을지의대) 

자문의원  문명상, 배대경, 성상철, 인주철, 정재윤, 한수봉, 김재도 
이수용, 한정수, 강용구, 이안희, 신규호, 박일형 

평의원  김정렬(전북의대)    김정일(부산의대)   김한수(서울의대) 

박원종(가톨릭의대) 신덕섭(영남의대)   전대근(원자력병원) 

정성택(전남의대)   정소학(고신의대)   정양국(가톨릭의대) 

조완형(원자력병원) 강현귀(국립암센터) 한일규(서울의대) 

감  사   송원석(원자력병원)   서성욱(성균관의대)  

https://hcp.whodadoc.com/
https://hcp.whodadoc.com/
http://www.kmsts.org/


 

 대한근골격종양학회에서는 근골격계 종양(Musculoskeletal 

tumor) 연수강좌를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합니

다. 1990년 학회 창립 이후 근골격계 종양 연수강좌는 1996

년 대한정형외과학회 내 분과학회 중 처음으로 시작한 후 

올해로 25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발생률이 적고 환자 쏠림 현상으로 경험하기 힘든 정형외과 

종양 영역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환자

의 생명에 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

다. 

 

작년에는 COVID-19사태로 인해 회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연수강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는 더욱더 근골격계 종양에 대한 지식에 갈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의 연수강좌도 전공의 및 진료 일선

에서 드물게 환자를 접하시는 전문의 선생님들에게 기본적

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근골격계 종양의 전반적인 개론에 이어 임상적 특성과 영상

의학, 병리학적 소견 등을 통한 진단과 이에 대한 치료 원칙

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암 생존율 증가에 따른 골 전이암 환자의 증가로 정형

외과 전문의가 종양 환자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

다. 올바른 진단과 치료 및 전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본 연수강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에도 적극

적인 관심과 함께 학회 활동을 하실 수 있다면 본 학회로서

는 큰 영광이겠습니다. 

2021년 대한근골격종양학회 연수강좌에 전공의 및 전문의 

선생들을 초대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의 앞날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20일  

대한근골격종양학회장 전영수 

INVITATION PROGRAM 2021   대한근골격종양학회  골▪연부조직종양  연수강좌 

 골연부조직 종양 총론 

10:00~10:20 1. 골연부조직 종양 총론  
부산의대  김정일 

 
 

 골연부조직 종양의 진단 

10:20~10:50 2-1 골 종양의 영상의학적 진단  
서울의대  강유선 

 
10:50~11:20 2-2 연부조직 종양의 영상의학적 진단 

가톨릭의대  정준용 
 

11:20~11:50 2-3 골연부조직 종양의 병리  
울산의대  송준선 

 
11:50~12:05 2-4 질문 및 응답 
 
 
12:05~13:00 점심 식사 
 
 

골연부조직 종양의 치료 I 

13:00~13:25 3-1 양성 연부조직 종양  
서울의대  김용성 

 
13:25~13:50 3-2 악성 연부조직 종양  

원자력병원  공창배 
 

13:50~14:15 3-3 양성 골종양  
가톨릭의대  신승한 

 
14:15~14:30 3-4 질문 및 응답   
 
 
14:30~14:45 휴식  

 골연부조직 종양의 치료 II 

14:45~15:15 4-1 악성 골종양 치료 원칙  
울산의대  김완림 

 
15:15~15:45 4-2 사지 구제술의 재건술: 종양대치물 

연세의대  김승현 
 
15:45~16:15 4-3 사지구제술의 재건술:  
      자가골, 동종골이식술  

원자력병원  송원석 
 
16:15~16:45 4-4 전이성 골종양  

고려의대  장우영 
 
16:45~17:05 4-5 질문 및 응답 
  
 
 

  17:05~17:45 Quiz        가톨릭의대  주민욱 
  
   
  17:45~ 폐회사           경희의대  전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