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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소아․청소년� 물리치료학회� 특별� 심포지엄� �
선택적 후근절제술(Selective Dorsal Rhizotomy)과 수술 전·후 관리 

위�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 1.� 본� 학회는� ‘대한� 물리치료사협회’� 산하의� 소아․청소년� 분과학회로� 소아․청소년� 물리치료와� 관련
된� 이론과� 임상연구,� 전문� 지식의� 교류와� 학술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 � 2.� � 뇌성마비� 아동에� 대한� 선택적� 후근� 절제술의� 과정,� 대상자� 선정,� 효과,� 수술� 전‧후� 재활계획
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임상�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아� � 래� -�

1.� 일� � 시� :� 2019년� 1월� 26일(토)� 15:00-17:00

2.� 주� � 제� :� Selective� Dorsal� Rhizotomy와 수술 전·후 관리 

3.� 장� � 소� :�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신관� 지하1층� 소강당

4.� 대� � 상� :� 소아․청소년� 물리치료사� 및� 부모,� 선착순� 50명
5.� 등� 록� 비:� 1만원� (501075-51-025291,� 농협/정지웅)

붙임:� 특별� 심포지엄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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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연 자
15:00-15:10 등록 및 소개

15:10~16:00 Selective Dorsal Rhizotomy for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김기정

16:00~16:30 질의 및 답변  

16:30~16:50 Assessment for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Pre & 
Post-Operative SDR  김정희 

16:50~17:00 질의 및 답변

- 대한소아·청소년물리치료학회 특별 심포지엄 -
선택적 후근절제술(Selective Dorsal Rhizotomy)과 

수술 전·후 관리 

인사말

본 특별 심포지엄은 척추 신경외과 수술의 권위자인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김기정 교수님을 모
시고 선택적 척수후근 절제술(Selective Dorsal Rhizotomy;SDR)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
개하는 시간으로 소아‧청소년 전문 물리치료사가 SDR에 대한 수술과정, 수술효과, 대상자 선
정,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이와 관련한 학술정보와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을 
통해 대상자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SDR과 관련하여 치료사의 참여가 필요한 기능평가에 대해 함께 다루므로 객관적인 수술 
전.후 재활 계획과 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중재하고 계시는 관련전문가와 부모님들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8.12.12
대한소아청소년물리치료학회 부회장 이수혁

특별 심포지엄 세부 일정표



김기정 교수
MD, Ph.D,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Ÿ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과장
Ÿ 척추 및 척수종양, 척수 혈관기형, 후종인대 골화증 등 척추관련 

질환에 대한 외과수술 권위자

김정희 원장
PT, Ph.D, 파랑새발달클리닉 

Ÿ 대한소아·청소년물리치료학회 총무이사
Ÿ 대구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겸임교수
Ÿ 파랑새 발달클리닉 대표

연자 소개

세부 안내 
1.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관 지하1층 소강당
https://www.snubh.org/intro/map/road.do

2. 주  차: 주차권 발급이 불가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3. 강의료: 1 만원
4. 인  원: 선착순 50명(아동 부모님 단독 참석가능하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동 출입은 제한합니다)
5. 신청방법: 구글 설문지 링크(https://goo.gl/forms/AJtwBCOn2k7l4IEs1)로 접속하여 사전등록
6. 문  의: 010-3781-6434(정지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