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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비
전문의 50,000원 / 전공의 무료
▶ 연수평점
3점

문의처
대한근골격종양학회 https://www.kmsts.org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95 을지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화 & 팩스: 042-611-3283
E-mail: kmsts@kmsts.org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TEL. 02-3452-2500)
(06164)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24

▶ 찾아오시는 길 안내
지하철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7번출구 방향 지하로 연결된 코엑스몰 진입 후
아쿠아리움 방향으로 도보로 약 5분
지하철 2호선 삼성역
5번출구 방향 지하로 연결된 코엑스몰 진입 후
메가박스 영화관 방향으로 도보로 약 10분
버   스
무역센터
143, 2413, 4419, 500-2, 9407, 9507, 강남01, 강남06, 강
남08
무역센터
146, 301, 342, 362, 401, N61, 2415, 3217, 3411, 3412,
3414,
4318, 500-2, 9407, 9507, 9607, 강남08, 6006
봉은사, 코엑스 북문
342, 3411,3 3412, 500-2

2021
대한근골격종양학회 제31차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  시 | 2021년 11월 19일 (금) 13:00-17:40
장  소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알레그로홀
연수평점 | 3점

INVITATION

대한근골격종양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대한근골격종양학회 제31차 추계학술대회를 2021
년 11월 19일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
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회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
니다.
저희 학회는 1990년에 창립하여 올해 31주년이 되
는 발전하는 청년학회입니다. 그러나 작년 30주년에는
COVID-19상황으로 인해 30주년 기념 학회가 개최되지
못하였고 올해도 아직 지속되는 상황으로 학회를 개최하
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올해도 예정되어있던 증례토론
회는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춘계학술대회와 추계학술대회,
그리고 연수강좌는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개최되
더라도 우리 근골격종양학회 회원 여러분의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증례 토론을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관
심있는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1월 20일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근골격계종양
연수강좌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COVID-19 사태가 끝나고 평안한 시기가 찾아올 때까지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초대의 말씀을 맺
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11월 19일
대한근골격종양학회장 전 영 수

PROGRAM
12:50-13:00

사전 등록 확인 및 현장 등록

13:00-13:10

개회사 및 인사말

13:10-13:58

Session 1. 상지 및 경추부에 발생한 종양

13:10-13:22
13:22-13:34
13:34-13:46
13:46-13:58

좌측
좌측
우측
근력

13:58-14:46

Session 2. 상지 및 체간에 발생한 종양

13:58-14:10
14:10-14:22
14:22-14:34
14:34-14:46

6개월간 지속된 좌측 상지 통증을 호소하는 20세 남자
우측 견관절 부위 통증으로 호소하는 10세 여아
우연히 발견된 좌측 상완골의 골병변을 호소하는 62세 여자
4개월전 부터 발생한 우측 옆구리 종물을 호소하는 45세 여자

14:46-15:00

기념 촬영, Coffee break

15:00-16:00

Session 3. 골반 및 고관절 주위에 발생한 종양

15:00-15:12
15:12-15:24
15:24-15:36
15:36-15:48
15:48-16:00

우측 둔부가 커짐을 호소하는 91세 여자
1년간 지속된 좌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61세 남자
4개월간 지속된 좌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73세 남자
파행 보행을 호소하는 42세 여자
폐 전이를 동반하고 좌골 신경에서 기시한 31세 여자의 신경섬유종증

16:00-17:00

Session 4. 하지에 발생한 종양

16:00-16:12
16:12-16:24
16:24-16:36
16:36-16:48
16:48-17:00

좌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79세 여자
1달전 갑자기 발행한 좌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는 6세 남아
1달전 부터 발생한 좌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8세 남아
파행 보행을 호소하는 45세 남자
좌측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는 44세 남자

17:00-17:40

정기 총회

17:40-17:45

폐회사

수부 부종을 호소하는 28개월 여아 
전완부 통증을 호소하는 18세 남자 
어깨 통증 및 변형을 호소하는 36세 여자
약화 및 운동 장애를 호소하는 2세 여아

대한근골격종양학회장 경희의대 전영수

좌장 : 가톨릭의대 정양국, 원자력 병원 조완형
고려의대 장우영
부산의대 김정일
경북의대 김동현
장원의료재단 U2Labs 박용구

좌장 : 가톨릭의대 박원종, 부산의대 김정일
가톨릭의대 신승한
울산의대 김완림
원자력병원 공창배
전북의대 문영재, 김정렬

좌장 : 고신의대 정소학, 성균관의대 서성욱
가톨릭의대 이용석
가톨릭의대 박형철, 정양국
경희의대 전영수, 백종훈
국립 암센터 강현귀, 김준혁, 박종웅
연세의대 김승현

좌장 : 전북의대 김정렬, 서울의대 한일규
가톨릭의대 이재영
원자력병원 박재우
전남의대 김성민
국립 암센터 박종웅
가톨릭의대 주민욱

경희의대 전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