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G. 포시타노(Rock G. Positano), 족부의학 전문의(DPM), 이학석사(MSc) 겸
연구석사(MPH)
록 G. 포시타노 박사(Rock G. Positano)는 1991 년부터 HSS 에서 재직하고
있으며 비수술 방식의 족부 질환 치료 업적을 통해 미 전역에 알려진 분입니다.
록 G. 포시타노 박사는 HSS(Hospital for Special Surgery)에서 비수술 방식의
발 및 발목 치료 서비스의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기고한 발의 미용
수술의 위험에 관한 기사(2003 년 12 월 7 일)는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의 제 1 면에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포시타노 박사는 최근에 시트란잔
라나왓 박사(Dr. Chitranjan Ranawat)와 함께 발뒤꿈치, 뒷발 및 발목
질환(Disorders of the Heel, Rearfoot and Ankle)이란 제목의 정형외과/의학
서적을 저술 출판하여 권위 있는 "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에 의해
임상의학자들의 추천도서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발 건강에 관한 그의 논문은
예일대 의대 교수진으로부터 우수하고("Honors") 뛰어난("With Distinction")
논문으로 인정 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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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논문은 PubMed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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