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처

대한근골격종양학회 https://www.kmsts.org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 정형외과

전화: 031-920-2452   E-mail: kmsts@kmsts.org

■ 임원진 명단
회      장 강현귀(국립암센터)

총      무 김준혁(국립암센터)

자문위원 문명상(제주한라병원) 배대경(경희의대) 
 성상철(서울의대) 인주철(경북의대) 
 정재윤(전남의대) 한수봉(연세의대)  
 김재도(고신의대) 이수용(원자력병원)  
 한정수(경희의대) 강용구(가톨릭의대)  
 이안희(가톨릭의대) 신규호(연세의대)  
 박일형(경북의대)

평 의 원 박원종(가톨릭의대) 전대근(원자력병원) 
 신덕섭(영남의대) 정양국(가톨릭의대) 
 정성택(전남의대) 김한수(서울의대) 
 김정렬(전북의대) 정소학(고신의대) 
 조완형(원자력병원) 전영수(경희의대) 
 김정일(부산의대) 송원석(원자력병원) 
 한일규(서울의대) 서성욱(성균관의대)

감      사 김갑중(을지의대) 김승현(연세의대)

■ 2023년 제 33주년 대한근골격종양학회 공식 행사 일정

일정 학회명 장소

3/3(금) 
오전 및 오후

2023년 대한근골격종양학회 
1차 증례토론회

국립암센터 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

4/14(금) 
11:20~12:20

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
대회 종양 심포지엄

호텔 인터불고 대구 B홀

4/14(금) 
13:40~18:00

대한근골격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 

호텔 인터불고 대구 C홀

5/27(토) 
오전 및 오후

한일종양심포지엄
부산대학교병원 E동  

대강당

9/8(금) 
시간미정

Seoul Sarcoma Symposium 서울대병원

10/4(수)~10/7(토) 14th APMST 대만 Taipei Marriott Hotel

10/13(금) 
시간미정

대한정형외과학회 67차  
국제학술대회

송도 컨벤시아

11/24(금) 
오전 및 오후

대한근골격종양학회  
제33차 추계학술대회

장소 미정

11/25(토) 
09:20~17:30

대한근골격종양학회  
연수 강좌

서울대 어린이병원  
지하1층 CJ Hall

2023 대한근골격종양학회 

제1차 증례토론회

일시 | 2023년 3월 3일(금) 09:00-17:30
장소 | 국립암센터 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

REGISTRATION INFORMATION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마두동)
대표전화 : 1588-8110 / (031) 920-0114

자가용으로 오시는 방법
자유로IC 일산방면으로 우측방향 → 백석역 사거리:국립암센터ㆍ일산
병원 방면으로 우회전 → 국립암센터 사거리: 국립암센터ㆍ정발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 병원입구로 우회전 → 국립암센터

지하철로 오시는 길
백석역 추천 (7번 출구) 88A번, 88B번
010번(7번 출구) 10분 간격 국립암센터 정문(육교)하차(택시 이용시 
5,000원 미만, 10분 소요)  

버스로 오시는 길
마을버스 070(고양), 010(고양), 066(고양)
일반버스 88A(고양), 88B(고양)
좌석버스 870(고양), 921(고양)
직행좌석 1001(고양), 1200(고양)
간선버스 700(서울)

■ 국립암센터 검진동 8층



INVITATION PROGRAM

08:30~09:00 등록 국립암센터 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

09:00~09:10 개회사 회장

09:10~10:20 Session 1. 증례토론 좌장: 정양국, 전영수 

 1-1. 배근형 (한양대병원)

 1-2. 이용석 (인천성모병원)

 1-3. 하원준 (성빈센트병원)

 1-4. 김승현 (세브란스병원)

 1-5. 김완림 (서울아산병원)

 1-6. 백종훈 (경희대병원)

 1-7. 김동현 (경북대병원)

10:20 ~10:40 Coffee Break & Booth Tour                                                 

10:40~11:40 Session 2. 증례토론 좌장: 강용구, 조완형 

 2-1. 신승한 (서울성모병원)

 2-2. 박종웅 (국립암센터)

 2-3. 공창배 (원자력병원)

 2-4. 서정용 (서울성모병원)

 2-5. 김성민 (전남대병원)

 2-6. 최은석 (충남대병원)

11:40~13:20 Lunch                                                                       

13:20~14:20 Session 3. 증례토론 좌장: 신덕섭, 김정일 

 3-1. 김갑중 (을지대병원)

 3-2. 서정용 (서울성모병원)

 3-3. 이재영 (부천성모병원)

 3-4. 김승현 (세브란스병원)

 3-5. 김용성 (분당서울대병원)

 3-6. 김정일 (부산대병원)

14:20~15:20 Session 4. 기초연구자와의 협업 
 좌장: 김한수, 강현귀 

 4-1.  육종의 예후예측 classifier 및  
표적/면역 치료제 개발 
 김진홍 (서울대학교)

 4-2.  성인 연부조직육종 연구인프라구축  
및 연구현황 유혜진 (국립암센터) 

 4-3.  육종에서 융합유전자의 진단과  
치료적 가치 서성욱 (서울삼성병원)

15:20~15:40 Coffee Break & Booth Tour                                                                     

15:40~17:00  Session 5. FORUM-대한근골격종양학회의 
다학제적 발전방향 좌장: 박원종, 김준혁             

 5-1.  다학제 진료연구 위원회  
신설취지(10분) 강현귀 (국립암센터)

 5-2. 최신 병리학적 진단기법(10분) 
 서경진 (의정부성모병원)

 5-3. 육종의 항암요법(10분) 
 김학균(국립암센터)

 5-4.  육종에 대한 방사선치료의  
최신기법(10분) 변화경 (세브란스병원)

 5-5. 근골격종양학회 다학제위원회의 역할 

   패널:  서경진, 변화경, 김진홍, 유혜진, 김학균

17:00~17:30 폐회사 및 기념촬영

제 33주년인 대한근 골격종양학회의 2023년 1차 

증례토론회를 회장단이 근무하는 국립암센터에서 

개최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정형외과의 핵심 분야인 근골격 종양학을 이끌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선배님들의 경험과 

새로운 기술 접목을 시도하면서 좀더 나은 치료 

성과를 내려는 동료 후배들의 열정이 융합되는 학문의 

장이 바로 증례토론회 입니다.

국제적 감염병으로 잠시 한템포 늦추어지는 동안 

우리의 사명과 가야할 방향을 고민하면서 이번 

회 장 단 에 서 는 새 로운 위원회 몇 개 를 신 설 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핵심은 다학제진료연구 위원회 입니다. 

각자의 기관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협력팀을 우리 

학회를 중심으로 학문적 활동을 함께 하자는 것 

입니다.

오늘이 3월 3일 이기에 33주년 우리 학회 멤버들이 

독립군 투사처럼 느껴 집니다.

올 한 해 계획된 여러 학회 활동을 함께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대한근골격종양학회 회장 강 현 귀 

2023 대한근골격종양학회 제1차 증례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