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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신 경 외 과 학 회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대한신경외과학회 (영문표기 :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는  
대한민국 의료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유일한 신경외과 학술단체로서 신경

외과학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 적절하고도 헌신적 의술을 실천할 수 있
는 신경외과 전문의 양성 및 국제적 학문교류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현실적으로 가장 보편 타당한 이 분야 의
학지식을 보전하고 모든 회원에 숙지 시키며 발전되어 가는 학문의 임상

적용에 합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적절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회원의 권익을 옹호

하고 회원 상호간의 학문교류와 친목을 도모한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창립회원

김선근, 김원묵, 김윤범, 문태준, 서용원, 심보성, 윤복영, 이주걸, 이철우, 
이헌재, 임광세, 정희섭, 허    곤 (이상 13명, 가나다 순) 

대한신경외과학회 연혁 

1961. 03. 11.     대한신경외과학회 18인 창립회의 개최(서울 소공동 소재 국제호텔)
1961. 10. 29.    제1차 신경외과 학술대회 및 창립총회(참가자40명, 서울대병원)
1963. 05. 29.    제1차 전문의 자격고시 실시(전문의 31명 배출) 
1964. 05.        부산지회 설립

1965. 08. 22.    세계신경외과학회연맹 (WFNS) 가입

1972. 10. 31.   대한신경외과학회지 창간

1975.           대구-경북지회 설립

1982. 03. 27. 호남지회 설립

1983. 04. 30. 제1차 춘계학술대회 개최(경주)
1984. 09. 25. 이사장 제도로 전환

1986. 11. 22. 대한뇌혈관외과연구회 창립

1987. 04. 09. 대한소아신경외과학연구회 창립

1987. 10. 22.  대한척추신경외과연구회 창립

1989. 신경외과학 초판 발간

1990. 02. 21.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연구회 창립

1991. 05. 17. 대한뇌종양연구회 창립

1991. 07. 12. 서울-경인지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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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0. 06.  제8차 아시아^대양주 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개최(서울)
1993. 03. 20. 대한신경손상연구회 창립

1994. 08. 24. 대한두개저외과학회 창립

1994. 11. 30. 대전-충청지회 설립

1995. 01. 14. 재단법인 대한신경외과학 연구재단 발족

1996. 04. 18. 대한뇌혈관내수술연구회 창립

1996. 12. 11.    학회회관 구입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8-2)
1997. 06. 27. 대한노인신경외과연구회 창립

2001. 07. 18. 대한신경통증학회 창립

2002. 10. 18. 대한신경외과학회 40년사 발간

2007. 09. 12. 학회회관 이전 (서울 중구 순화동 151)
2007. 11. 20. 2013년 WFNS 세계신경외과학회 서울 유치 
2008. 03. JKNS SCI등재

2008. 04. 18. 대한신경외과학회 여의사회 창립

2008. 12. 06.  대한말초신경학회 창립

2011. 11. 2015년 아시아^대양주 신경외과학회 유치

2012. 04. 26. 대한신경외과학회 50년사 발간

2012. 11. 20 학회 소유 서초동 사무실 재단으로 이관

2013. 09. 08 제15차 WFNS 세계신경외과학회 개최 (서울 코엑스)
2013. 10. 31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분과학회 승인 
2014. 10. 현재  수련기관 84개, 정회원수 2,770명, 5개 지회 및 11개 분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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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추계학술대회를 축하하며 

존경하는 대한 신경외과 명예회장, 고문을 비롯한 선배님, 동료 및 전

공의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열정과 관심 및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한 신경

외과 학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1961

년 이주걸 초대회장님 및 13명의 선각자들에 의하여 창설된 이래 벌써 

50년을 훌쩍 넘은 세계적인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54차 추계학술대회에 모든 신경외과 회원, 전공의, 간호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경외과학회는 회원 3,0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학회로 역사와 전

통, 학술적 발전 정도 및 사회 국민건강에 기여도 등을 감안하면 대한민

국 의료계에서 최고수준의 학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경외

과 전 회원 모두의 자랑이며 긍지일 것입니다.

최근 의료환경은 국가의 보건정책,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욕구, 의료인 

숫자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따라 신경외과분야 역시 많

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적절한 대응 및 변화가 절실히 요구

되는 현실입니다. 신경외과학회는 과거와는 달리 최근 개원의, 봉직의,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최낙원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정용구

개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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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새로운 발전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

다. 그 동안은 대학병원, 수련병원 위주의 학회 운용에서 전 회원의 2/3을 

차지하는 개원의, 봉직의, 전문병원 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전

회원이 하나 되는 명실상부한 신경외과학회로 거듭나고 있는 단계입니

다. 이에 2013년부터 추계학회는 일요일까지 포함하는 학회 일정으로 변

경하여 개원의, 봉직의, 전문병원 의사들이 학술교류, 친목도모를 할 수 

있는 학회 일정 변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학술대회는 신경외과 회원으로서 국회의장이 되신 정희화 국회

의장님의 특강과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한 보고, 신경외과학회의 정

책방향, 치매에 대한 보수 교육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여러분의 외국연자

들을 모셔 신경외과 방면에 학술적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 참여하여 주

신 장진우 학술이사, 전신수 총무이사 및 기타 상임이사 및 위원들의 노

고에 학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고, 성공적인 제54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이 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회원

여러분의 친목, 학술교류의 향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가내 건강과 행원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10월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정 용 구

회    장 최 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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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 명단

1961-62년도

회장 : 이주걸 / 부회장 : 이헌재 / 총무 : 심보성 / 학술 : 문태준

1962-63년도

회장 : 이주걸 / 부회장 : 심보성 / 총무 : 주정화 / 학술 : 문태준

1963-64년도

회장 : 이주걸 / 부회장 : 문태준 / 총무 : 심보성 / 학술 : 임광세

1964-65년도

회장 : 이주걸 / 부회장 : 임광세 / 총무 : 심보성 / 학술 : 김순욱

1965-66년도

회장 : 이헌재 / 부회장 : 이철우 / 총무 : 심보성 / 학술 : 김순욱

1966-67년도

회장 : 김정근 / 부회장 : 송진언 / 총무 : 이헌재 / 학술 : 심보성

1967-68년도

회장 : 임광세 / 부회장 : 김원묵 / 총무 : 이헌재 / 학술 : 심보성

1968-69년도

회장 : 문태준 / 부회장 : 우정현 / 총무 : 김정근 / 학술 : 심보성

1969-70년도

회장 : 심보성 / 부회장 : 이인수 / 총무 : 김정근 / 학술 : 송진언

1970-71년도

회장 : 김원묵 / 부회장 : 김순욱 / 총무 : 이헌재 / 학술 : 김정근

1971-72년도

회장 : 송진언 / 부회장 : 김선근 / 총무 : 허   곤 / 학술 : 이인수

1972-73년도

회장 : 이인수 / 부회장 : 김윤범 / 총무 : 허    곤 / 학술 : 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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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74년도

회장 : 이철우 / 부회장 : 김선근 / 총무 : 주정화 / 학술 : 우정현

1974-75년도

회장 : 김선근 / 부회장 : 허    곤 / 총무 : 주정화 / 학술: 정환영

1975-76년도

회장 : 윤복영 / 부회장 : 허    곤 / 총무 : 정환영 / 학술 : 주정화

1976-77년도

회장 : 허    곤 / 부회장 : 김윤범 / 총무 : 정환영 / 학술 : 주정화

1977-78년도

회장 : 김윤범 / 부회장 : 정환영 / 총무 : 임광세 / 학술 : 심보성

1978-79년도

회장 : 정환영 / 부회장 : 우정현 / 총무 : 임광세 / 학술 : 심보성

1979-80년도

회장 : 우정현 / 부회장 : 주정화 / 총무 : 송진언 / 학술 : 이헌재

1980-81년도

회장 : 주정화 / 부회장 : 조성옥 / 총무 : 이인수 / 학술 : 이헌재

1981-82년도

회장 : 조성옥 / 부회장 : 이영근 / 총무 : 이인수 / 학술 : 임광세

1982-83년도

회장 : 이영근 / 부회장 : 강성구 / 총무 : 주정화 / 학술 : 임광세

1983-84년도

회장 : 강성구 / 부회장 : 최길수 / 총무 : 최길수 / 학술 : 이규창

1984-85년도

이사장 : 최길수 / 회장 : 송두호 / 부회장 : 양승열 / 학술: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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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86년도

이사장 : 최길수 / 회장 : 양승렬 / 부회장 : 이영우 / 학술 : 임   언

1986-87년도

이사장 : 이규창 / 회장 : 이영우 / 부회장 : 정광진

1987-88년도

이사장 : 이규창 / 회장 : 정광진 / 부회장 : 최길수

1988-89년도

이사장 : 임   언 / 회장 : 최길수 / 부회장 : 김두원

상임이사 :  총무 : 최덕영 / 학술 : 이기찬 / 고시 : 최길수 

간행 : 정상섭 / 재무 : 김승래 / 보험 : 이영우 

특별 : 이제혁

1989-90년도

이사장 : 임   언 / 회장 : 김두원 / 부회장 : 김승래

상임이사 :  총무 : 이기찬 / 학술 : 최길수 / 고시 : 최덕영 

간행 : 정상섭 / 재무 : 김승래 / 보험 : 이영우 

특별 : 이제혁, 최창락

1990-91년도

이사장 : 이기찬 / 회장 : 김승래 / 부회장 : 최덕영

상임이사 :  총무 : 최창락 / 학술 : 정상섭 / 고시 : 최덕영 

간행 : 임   언 / 재무 : 이제혁 / 보험 : 이영우 

특별 : 최길수, 김승래

1991-92년도

이사장 : 이기찬 / 회장 : 최덕영 / 부회장 : 이화동

상임이사 :  총무 : 최창락 / 학술 : 정상섭 / 고시 : 최덕영 

간행 : 임   언  /재무 : 이제혁 / 보험 : 김승래 

특별 : 이화동, 한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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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93년도

이사장 : 정상섭 / 회장 : 이화동 / 부회장 : 김인홍

상임이사 :  총무 : 정상섭 / 학술 : 최창락 / 고시 : 이기찬 

간행 : 한대희 / 재무 : 이제혁 / 보험 : 김승래 

특별 : 이화동, 임   언, 최덕영

1993-94년도

이사장 : 정상섭 / 회장 : 김인홍 / 부회장 : 황도윤

상임이사 :  총무 : 정상섭 / 학술 : 최창락 / 고시 : 이기찬  

간행 : 한대희 / 재무 : 이제혁 / 보험 : 김승래 

특별 : 최덕영, 심재홍, 김광명

1994-95년도

이사장 : 최창락 / 회장 : 황도윤 / 부회장 : 심재홍

상임이사 :  총무 : 최창락 / 학술 : 한대희 / 고시 : 이기찬 

간행 : 김광명 / 재무 : 박연묵 / 수련교육 : 이정청 

보험 : 변박장 / 특별 : 심재홍, 김영수, 김국기

1995-96년도

이사장 : 최창락 / 회장 : 심재홍 / 부회장 : 유태전

상임이사 :  총무 : 최창락 / 학술 : 한대희 / 고시 : 김국기 

간행 : 김영수 / 재무 : 박연묵 / 수련교육 : 김광명 

보험 : 변박장 / 특별 : 김형동, 이정청, 이훈갑

1996-97년도

이사장 : 한대희 / 회장 : 유태전 / 부회장 : 이정청

상임이사 :  총무 : 조병규 / 학술 : 김영수 / 고시 : 김국기 

간행 : 이훈갑 / 수련교육 : 김광명 / 보험 : 변박장 

재무 : 박연묵 / 윤리 : 강준기 / 진료심의 : 김형동 

기획홍보 : 김   윤 / 특별 : 이정청

1997-98년도

이사장 : 한대희 / 회장 : 이정청 / 부회장 : 김국기

상임이사 :  총무 : 조병규 / 학술 : 김영수 / 고시 : 김국기 

간행 : 이훈갑 / 수련교육 : 강삼석 / 보험 : 변박장 

재무 : 박연묵 / 윤리 : 강준기 / 진료심의 : 김형동 

기획홍보 : 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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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99년도

이사장 : 김영수 / 회장 : 김국기 / 부회장 : 이제혁

상임이사 :  총무 : 최중언 / 기획홍보 : 김 윤 / 학술 : 변박장 

국제교류 : 조병규 / 고시 : 강준기 / 수련교육 : 강삼석 

재무 : 이봉암 / 보험 : 박상근 / 진료심의 : 김형동 

법제윤리 : 조수호 / 회원관리 : 서중근 

개원의 : 정헌화 / 특별 : 김국기

별 정 직 :  고시위원장 : 강준기 

학술지편집위원장 : 이훈갑 

교과서편찬위원장 : 김달수

1999-2000년도

이사장 : 김영수 / 회장 : 이제혁 / 부회장 : 조수호

상임이사 :  총무 : 최중언 / 기획홍보 : 김  윤 / 학술 : 변박장 

국제교류 : 조병규 / 고시 : 강준기 / 수련교육 : 강삼석 

재무 : 이봉암 / 보험 : 박상근 / 진료심의 : 김형동

법제윤리 :  조수호 / 회원관리 : 서중근 / 개원의 : 최낙원 

특별 : 이제혁

별 정 직 :  고시위원장 : 강준기 

학술지편집위원장 : 이훈갑 

교과서편찬위원장 : 김달수

2000-01년도

이사장 : 조병규 / 회장 : 조수호 / 차기이사장 : 변박장 / 차기회장 : 강준기

상임이사 :  총무 : 정희원 / 학술 : 김문찬 / 고시 :  강준기 

수련교육 : 최중언 / 재무 : 오석전 / 보험 : 박상근 

진료심의 : 김수한 / 법제윤리 : 최병연 

국제교류 : 변박장 / 회원관리 : 최창화 

기획홍보 : 김동호 / 개원의 : 최낙원 / 특별 : 조수호

별 정 직 :   고시위원장 : 강준기 

학술지편집위원장 : 이훈갑  

교과서편찬위원장 : 김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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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년도

이사장 : 조병규 / 회장 : 강준기 / 차기이사장 : 변박장 / 차기회장 : 김   윤

상임이사 :  총무 : 정희원 / 학술 : 김문찬 / 고시 : 최중언 

수련교육 : 김종현 / 재무 : 오석전 / 보험 : 박상근 

진료심의 : 김수한 / 법제윤리 : 최병연 

국제교류 : 변박장 / 회원관리 : 최창화 

기획홍보 : 김동호 / 개원의 : 최낙원

별 정 직 :  고시위원장 : 최중언 

학술지편집위원장 : 김동규 

교과서편찬위원장 : 정용구

2002-03년도

이사장 : 변박장 / 회장 : 김   윤 / 차기이사장 : 김문찬 / 차기회장 : 김형동

상임이사 :  총무 : 오석전 / 학술 : 정희원 / 고시 : 최중언 

수련교육 : 김종현 / 기획 : 조경기 / 재무 : 김태성 

보험 : 박상근 / 진료심의 : 김수한 / 법제윤리 : 최순관 

홍보 : 함인석 / 국제교류 : 김문찬 / 회원관리 : 최창화 

전산정보 : 김동호 / 개원의 : 최낙원 / 특별 : 서중근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김동규 

교과서편찬위원장 : 정용구

2003-04년도

이사장 : 변박장 / 회장 : 김형동 / 차기이사장 : 김문찬 / 차기회장 : 최중언

상임이사 :  총무 : 오석전 / 학술 : 정희원 / 고시 : 최중언 

수련교육 : 김종현 / 기획 : 조경기 / 재무 : 김태성 

보험 : 박상근 / 진료심의 : 김수한 / 법제윤리 : 최순관 

홍보 : 함인석 / 국제교류 : 김문찬 / 회원관리 : 최창화 

전산정보 : 김동호 / 개원의 : 최낙원 / 특별 : 서중근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김동규 

교과서편찬위원장 : 정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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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년도

이사장 : 김문찬 / 회장 : 최중언 / 차기이사장 : 정희원 / 차기회장 : 강삼석

상임이사 :  총무 : 백민우 / 학술 : 오석전 / 고시 : 김종현 

수련교육 : 함인석 / 기획 : 서중근 / 재무 : 김태성  

보험 : 김주승 / 진료심의 : 김재휴 / 법제윤리 : 최순관 

홍보 : 이규성 / 국제교류 : 정희원 / 회원관리 : 최창화 

전산정보 : 김동호 / 의료정책 : 이상호 / 개원의 : 최낙원 

특별 : 김헌주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김동규 

교과서편찬위원장 : 이경석 

역사편찬위원장 : 황성남

2005-06년도

이사장 : 김문찬 / 회장 : 강삼석 / 차기이사장 : 정희원 / 차기회장 : 임만빈

상임이사 :  총무 : 백민우 / 학술 : 오석전 / 고시 : 김종현  

수련교육 : 함인석 / 기획 : 서중근 / 재무 : 김태성 

보험 : 김주승 / 진료심의 : 김재휴 / 법제윤리 : 최순관 

홍보 : 이규성 / 국제교류 : 정희원 / 회원관리 : 최창화 

전산정보 : 김동호 / 의료정책 : 이상호 / 개원의 : 최낙원  

특별 : 김헌주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김동규  

교과서편찬위원장 : 이경석  

역사편찬위원장 : 황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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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년도

이사장 : 정희원 / 회장 : 임만빈 / 차기이사장 : 오석전 / 차기회장 : 박상근

상임이사 :  총무 : 이규성 / 학술 : 김동규 / 고시 : 함인석 

수련교육 : 오세문 / 기획 : 박춘근 / 재무 : 백민우  

보험 : 김주승 / 진료심의 : 김재휴 / 법제윤리 : 김태성 

홍보 : 이정교 / 국제교류 : 오석전 / 회원관리 : 최휴진 

전산정보 : 정용구 / 의료정책 : 여형태 / 개원의 : 이재수  

특별 : 김태영, 송시헌, 이   언, 한종우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이경석 

교과서편찬위원장 : 허승곤 

역사편찬위원장 : 황성남

2007-08년도

이사장 : 정희원 / 회장 : 박상근 / 차기이사장 : 오석전 / 차기회장 : 윤일규

상임이사 : 총무 : 이규성 / 학술 : 김동규 / 고시 : 함인석

 수련교육 : 오세문 / 기획 : 박춘근 / 재무 : 백민우

 보험 : 김주승 / 진료심의 : 김재휴 / 법제윤리 : 김태성

 홍보 : 이정교 / 국제교류 : 오석전 / 회원관리 : 최휴진

 전산정보 : 정용구 / 의료정책 : 여형태 / 개원의 : 이재수

 특별 : 김태영, 송시헌, 이   언, 한종우, 함인석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이경석

 교과서편찬위원장 : 허승곤

 역사편찬위원장 : 황성남

특별위원회 : 회칙개정연구위원장 : 임영진

 자보업무위원장 : 김영백

 근거중심의학위원장 : 정천기

 국제화추진위원장 : 박정율

 의료행위관리포럼 : 박상근



PROGRAM OF THE 54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OCT 16-19, 201416

Final Program

2008-09년도

이사장 : 오석전 / 회장 : 윤일규 / 차기이사장 : 이규성 / 차기회장 : 이동열

상임이사 : 총무 : 김주승 / 학술 : 정용구 / 고시 : 이상원

 수련교육 : 오세문 / 기획 : 공   석 / 재무 : 김오룡

 보험 : 임영진 / 진료심의 : 김재휴 / 법제윤리 : 김태영

 홍보 : 박춘근 / 국제교류 : 이규성 / 회원관리 : 최휴진

 전산정보 : 윤도흠 / 의료정책 : 여형태

 관련학회조정 : 고   용 / 개원의 : 장일태

 특별 : 박   관, 배학근, 송시헌, 이   언, 이정교, 정용태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이경석

 교과서편찬위원장 : 공   석

 학회사편찬위원장 : 황성남

2009-10년도

이사장 : 오석전 / 회장 : 이동열 / 차기이사장 : 이규성 / 차기회장 : 이상원

상임이사 : 총무 : 김주승 / 학술 : 정용구 / 고시 : 이상원

 수련교육 : 오세문 / 기획 : 공   석 / 재무 : 김오룡

 보험 : 임영진 / 진료심의 : 김재휴 / 법제윤리 : 김태영

 홍보 : 박춘근 / 국제교류 : 이규성 / 회원관리 : 최휴진

 전산정보 : 윤도흠 / 의료정책 : 여형태

 관련학회조정 : 고   용 / 개원의 : 장일태, 김문간

 특별 : 박   관, 배학근, 송시헌, 이   언, 이정교, 정용태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박정율

 교과서편찬위원장 : 김영준

 학회사편찬위원장 : 황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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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년도

이사장 : 이규성 / 회장 : 이상원 / 차기이사장 : 정용구 / 차기회장 : 김수한

상임이사 : 총무 : 임영진 / 학술 : 신용삼 / 고시 : 김태영

 수련교육 : 정천기 / 기획 : 홍용길 / 재무 : 장진우

 보험 : 박현선 / 진료심의 : 김오룡 / 법제윤리 : 김상진

 홍보 : 홍승철 / 국제교류 : 정용구 / 회원관리 : 정   신

 전산정보 : 김영백 / 의료정책 : 강재규 / 개원의 : 김문간

 특별 : 강동기, 권도훈, 송근성, 송시헌, 이경진, 이무섭

           이   언, 최천식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박정율

 교과서편찬위원장 : 김영준

 학회사편찬위원장 : 황성남

2011-12년도

이사장 : 이규성 / 회장 : 김수한 / 차기이사장 : 정용구 / 차기회장 : 여형태

상임이사 : 총무 : 임영진 / 학술 : 신용삼 / 고시 : 김태영

 수련교육 : 정천기 / 기획 : 홍용길 / 재무 : 장진우

 보험 : 박현선 / 진료심의 : 김오룡 / 법제윤리 : 김상진

 홍보 : 홍승철 / 국제교류 : 정용구 / 회원관리 : 정   신

 전산정보 : 김영백 / 의료정책 : 강재규 / 개원의 : 김문간

 특별 : 강동기, 권도훈, 김태영, 송근성, 송시헌, 이경진

           이무섭, 이   언, 최천식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박정율

 교과서편찬위원장 : 김영준

 학회사편찬위원장 : 황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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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년도

이사장 : 정용구 / 회장 : 여형태 / 차기이사장 : 임영진 / 차기회장 : 최낙원

상임이사 : 총무 : 전신수 / 학술 : 장진우 / 고시 : 김오룡

 수련교육 : 박윤관 / 기획(WFNS관련) : 김창진 / 재무 : 이무섭

 보험 : 고   용 / 진료심의 : 송근성 / 법제윤리 : 문창택

 홍보 : 고도일 / 국제교류 : 임영진 / 회원관리 : 김우경

 전산정보 : 신형진 / 의료정책 : 정천기 / 개원의 : 김문간

 특별 :  강동기, 강성돈, 변진수, 염진영, 장일태, 정   신, 정용태, 

 최하영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박정율

 교과서편찬위원장 : 김범태

 학회사편찬위원장 : 이영배

특별위원회 : CNS창설위원회 : 오창완 경쟁력강화위원회 : 정진명

 보험관련총괄위원회 : 김주승 상대가치위원회 : 박현선

 여의사위원회 : 박문선 자문위원회 : 이상원

 자보위원회 : 박   관 재정위원회 : 이승훈

 회칙개정위원회 : 도재원

2013-14년도

이사장 : 정용구 / 회장 : 최낙원 / 차기이사장 : 임영진 / 차기회장 : 김동호

상임이사 : 총무 : 전신수 / 학술 : 장진우 / 고시 : 김영백

 수련교육 : 박윤관 / 기획(WFNS관련) : 김창진 / 재무 : 이무섭

 보험 : 고   용 / 진료심의 : 송근성 / 법제윤리 : 문창택

 홍보 : 고도일 / 국제교류 : 임영진 / 회원관리 : 김우경  

 전산정보 : 신형진 / 의료정책 : 정천기 / 개원의 : 김문간

 특별 :  강동기, 강성돈, 김세혁, 김오룡, 변진수, 염진영, 장일태, 

 정   신, 정용태, 최하영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박정율

 교과서편찬위원장 : 김범태

 학회사편찬위원장 : 이영배

특별위원회 : CNS창설위원회 : 오창완 경쟁력강화위원회 : 정진명 

 보험발전개선위원회 : 김주승 상대가치위원회 : 박현선 

 여의사위원회 : 박문선 자문위원회 : 이상원 

 자보위원회 : 박   관 재정위원회 : 이승훈 

 회칙개정위원회 : 도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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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회장 및 고문

명 예 회 장   임광세, 문태준, 송진언, 이인수, 김윤범, 정환영, 주정화 
최길수, 송두호, 양승열, 정광진, 김두원, 이기찬, 이화동 
이영우, 정상섭, 최덕영, 이규창, 김승래, 이제혁, 최창락 
유태전, 강준기, 황도윤, 김영수, 한대희, 이정청, 김국기 
김   윤, 최중언

고              문  조병규, 조수호, 변박장, 김형동, 김문찬, 강삼석, 정희원 
임만빈, 박상근, 오석전, 윤일규, 이동열, 이규성, 이상원 
김수한, 여형태

◆ 대한신경외과학 연구재단 임원

이    사    장 김형동

이              사  김문찬, 정희원, 오석전, 백민우, 이규성, 송시헌, 박상근 
임만빈, 이상원, 김수한, 정용구

감              사  임영진, 김주승

◆ 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

이    사    장 정용구 회              장 최낙원

차 기 이 사 장  임영진 차  기  회  장 김동호

상  임  이  사 총무 - 전신수, 학술 - 장진우, 고시 - 김영백

 수련교육 - 박윤관, 기획(WFNS관련) - 김창진, 재무 - 이무섭

 보험 - 고   용, 진료심의 - 송근성, 법제윤리 - 문창택

 홍보 - 고도일, 국제교류 - 임영진, 회원관리 - 김우경 
 전산정보 - 신형진, 의료정책 - 정천기, 개원의 - 김문간

 특별 -  강동기, 강성돈, 김세혁, 김오룡, 변진수, 염진영 
 장일태, 정   신, 정용태, 최하영

별    정    직 학술지편집위원장 - 박정율, 교과서편찬위원장 - 김범태

 학회사편찬위원장 - 이영배

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명단 (2013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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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위 원 회  CNS창설위원회 - 오창완, 경쟁력강화위원회 - 정진명 
 보험발전개선위원회 - 김주승, 상대가치위원회 - 박현선 
 여의사위원회 - 박문선, 자문위원회 - 이상원 
 자보위원회 - 박   관, 재정위원회 - 이승훈 
 회칙개정위원회 - 도재원

감              사 김인수, 김은상

이              사  강동기, 강성돈, 고도일, 고   용, 고현송, 공민호, 권정택 
권창영, 권택현, 김기욱, 김대현, 김동호, 김명섭, 김문간 
김범태, 김법영, 김상우, 김성민, 김세혁, 김영백, 김오룡 
김우경, 김은영, 김일만, 김주승, 김창진, 김충현, 김현우 
나영신, 도재원 류재광, 문성근, 문재곤, 문창택, 박   관 
박관호, 박문선 박성균, 박성춘, 박윤관, 박인성, 박정율 
박진규, 박현선, 박화성, 변진수, 서의교, 송근성, 송시헌 
송준석, 신형진, 심찬식, 염진영, 오창완, 은종필, 이명기

이무섭, 이상구, 이상원, 이선일, 이승훈, 이영배, 이은열 
이정일, 임영진, 장석정, 장웅규, 장일태, 장진우, 전신수 
정   신, 정영섭, 정용구, 정용태, 정의화, 정진명, 정천기 
조경기, 조규용, 좌철수, 차승헌, 최기환, 최낙원, 최세환 
최하영, 최휴진, 허필우, 홍승관, 황정현 (89명)

◆ 상설위원회(상임이사)

총 무 위 원 회   전신수(위원장), 김성호(부위원장), 임동준(부위원장)  
고은정, 김기정, 박봉진, 이정길, 장종희, 조원호, 홍석호 
조정기(간사)

학 술 위 원 회   장진우(위원장), 김종수(부위원장), 최세환(부위원장)  
강신혁, 고준석, 김상우, 김선환, 김세혁, 김승기, 문병관 
성재훈 ,  손병철 ,  이상원 ,  임수빈 ,  정태영 ,  조보영 
구성욱(간사)

고 시 위 원 회   김영백(위원장), 황  금(부위원장), 김선환, 김인영 
김재용, 김주한, 문성근, 박성현, 박용숙, 손병철, 송영진 
안재성 ,  양국희 ,  이관성 ,  장재칠 ,  장철훈 ,  현동근 ,  
김경태(간사)

수련교육위원회  박윤관(위원장), 노성우(부위원장), 이채혁(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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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송, 김대현, 김무성, 은종필, 이상구, 조   준

  - 연수소위원회 이승명(부위원장), 고준석, 민경수, 성재훈, 손병철 
 정진환, 양희진, 황정현

기 획 위 원 회  김창진(위원장), 유   헌(부위원장), 강동완, 문경섭, 박동혁 
(WFNS관련위원회) 박재찬, 박중철, 박철기, 백광흠, 서의교, 심숙영, 양승호 
 정현호, 최승원, 설호준(간사)

재 무 위 원 회  이무섭(위원장), 김정훈(부위원장), 홍석호(간사)

보 험 위 원 회   고  용(위원장), 이종오(부위원장), 강동기, 강신혁 
곽호신, 김기정, 김성호, 박석규, 박준범, 박진규, 박춘근 
양승민, 주성필, 진동규, 최병관, 홍석호, 김문규(간사) 
김재훈(간사), 김진욱(간사), 박경재(간사) 

  - 중앙위원회 김근수, 박봉진, 성재훈, 유찬종, 이장보, 조병문

국제교류위원회  임영진(위원장), 김은상(부위원장), 고현송, 김무성, 김승범 
김성호, 김인영, 문성근, 이장보, 황   금, 이승환(간사) 

진료심의위원회  송근성(위원장), 권택현, 김근수, 김긍년, 김은상, 김인수 
류경식, 문승명, 신현철, 이선일, 전상용, 조용준, 최기환 
최창화

법제윤리위원회  문창택(위원장), 김상돈, 원근수, 이상훈, 이호국, 임성준  
장철훈, 최석근, 하성곤, 황선철, 송상우(간사)

홍 보 위 원 회  고도일(위원장), 김현성, 양승민, 최순규, 한동석

회원관리위원회  김우경(위원장), 장재칠(부위원장), 김병욱, 김태준, 박동혁 
박철웅, 송관영, 오명수, 이기택, 이동우, 이재학, 임종현 
홍재택, 김승범(간사) 

전산정보위원회  신형진(위원장), 문재곤(부위원장), 강석구, 김경태, 김승범 
박경범, 박동혁, 방재승, 서인엽, 유도성, 이창섭, 이형중 
조도상, 조성진, 최찬영, 남택균(간사) 

의료정책위원회  정천기(위원장), 권택현, 김기욱, 김인영, 김정훈, 문병관 
박승원, 박종태, 백광흠, 유   헌, 이정일

개원의위원회 김문간

특  별  이  사 강동기(위원장), 문승명, 서의교, 이상평, 전상용, 조원호

(응급, 재난관리위원회) 조재훈, 이정호(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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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이  사 강성돈(위원장), 강희인, 김석원, 김성호, 김승민, 김용배

(전공의수련규정개정위원회) 박인성, 신승훈, 임동준, 엄기성(간사)

특  별  이  사 변진수(위원장)
(표준지침제정위원회) 

특  별  이  사 염진영(위원장), 김근수, 서보라, 성재훈, 유찬종, 이경석

(장애판정위원회) 이상구, 이진석, 조용준, 황선철, 최승원(간사)

특  별  이  사 장일태(위원장), 성연상(부위원장), 오명수, 이동걸, 장지수

(신경외과전문병원 및 봉직의 관련위원회) 조보영, 최기석, 박철웅(간사)

특  별  이  사 정   신(위원장), 김영돈, 김은영, 방재승, 양승호, 이기택

(학술상위원회) 이종명, 정현호, 조성진, 조영현, 최승원, 한인호, 문경섭(간사) 

특  별  이  사 정용태(위원장), 안영환(부위원장), 고현송, 김긍년, 김상우

(신경외과명칭개정위원회) 이정길, 전상용, 조용준, 최병관, 허   륭, 조철범(간사)

특  별  이  사 최하영(위원장), 김긍년, 김인영, 김종규, 이태규, 조철범

(관련학회조정위원회) 한인호, 이종명(간사)

◆ 별정직위원회

학술지편집위원회  박정율(위원장), 권택현, 김범태, 김성호, 김영백, 김은영 
김정훈, 류경식, 문창택, 박세혁, 송근성, 신용삼, 심기범 
오창완, 유   헌, 윤수한, 이무섭, 이선일, 정천기, 최기환 
최하영, 김상대(간사), 박용숙(간사) 

교과서편찬위원회 김범태(위원장), 윤승환(부위원장), 김정은, 박재찬, 박종태 
 원유삼, 유   헌, 이상구, 이정길, 임동준, 임수빈, 장경술 
 장원석, 정진환, 조병문, 최병관, 최석근, 이기택(간사) 

학회사편찬위원회 이영배(위원장), 고준경, 김석원, 민경수, 박승원, 백광흠 
 유   헌, 이호국, 이윤수, 황선철, 허필우, 남택균(간사)

◆ 특별위원회

CNS창설위원회  오창완(위원장), 김태선(부위원장), 김승기, 박재찬, 서대희 
설호준 ,  안재성 ,  이관성 ,  이상원 ,  이재환 ,  황수현 
황교준(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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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위원회 정진명(위원장)

보험관련총괄위원회  김주승(위원장), 고   용(공동위원장), 성재훈(부위원장) 
이상구(부위원장), 이종오(부위원장), 박관호, 양승민  
이재학, 장재칠, 조광욱, 최석근, 이상국(간사) 

상대가치위원회  박현선(위원장), 보험위원과 공유

여의사위원회  박문선(위원장), 김은영(부위원장), 박용숙, 박은경, 심숙영 
이지연

자 문 위 원 회   이상원(위원장), 김태성, 오성훈, 오세문, 임영진, 최낙원 
최천식

자 보 위 원 회   박   관(위원장), 박진규(부위원장), 고   용, 김근수, 김영백 
김영수, 김우경, 도재원, 박정율, 손병철, 어   환, 오세문  
이경진, 이상원, 조경근, 김승범(간사) 

재 정 위 원 회  이승훈(위원장)

회칙개정위원회  도재원(위원장), 김승민, 박관호, 박형기, 송준석, 최승원 
김라선(간사)

 
◆ 분과학회

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이정일(회장), 김무성(총무), 조   준(학술) (2014.4 - 2015.3)

뇌 종 양 학 회   김충현(회장), 이채혁(총무), 김정훈(학술) (2014.7 - 2015.6)

뇌혈관외과학회  허필우(회장), 임동준(총무), 정영균(학술) (2014.3 - 2015.2)

소아신경외과학회  나영신(회장), 양국희(총무), 정태영(학술) (2014.5 - 2015.5)

척추신경외과학회  박윤관(회장), 김우경(총무), 김긍년(학술) (2014.9 - 2015.9)

신경손상학회   권택현(회장), 정진환(총무), 이상구(학술) (2014.6 - 2015.6)

뇌혈관내수술학회  김범태(회장), 성재훈(총무), 윤석만(학술) (2013.12 - 2015.12)

노인신경외과학회  김영백(회장), 장진우(총무), 박인성(학술) (2014.2 - 2015.2)

신경통증학회   박정율(회장), 박관호 / 강원봉(총무), 신동아 / 최세환(학술) 
(2014.6 - 2015.5)

말초신경학회   김대현(회장), 장재칠(총무), 손병철(학술) (2013.12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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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Program

신경중환자의학회  김기욱(회장), 박봉진(총무), 유도성(학술) (2014.9 - 2015.9)

◆ 지 회

서울^경인지회 정영섭(회장), 문창택(총무) (2014.3 - 2015.3)

대구^경북지회 김명섭(회장), 박성현(총무) (2014.1 - 2015.1)

부산^울산^경남지회 최휴진(회장), 조원호(총무) (2014.1 - 2014.12)

대전^충청지회 송시헌(회장), 김선환(총무) (2014.1 - 2014.12)

호   남   지   회 장석정(회장), 김종규(총무) (2014.3 - 2015.3)

◆ 파견대의원 및 대표

대한의학회 평의원：정용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정용구, 임영진 (교체평의원)

대한병원협회 신임위원：정용구, 박윤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정용구, 임영진, 전신수, 장진우

세계신경외과학회 대의원：이규성, 박춘근, 오석전, 왕규창

아시아대양주학회 대의원：이규성, 박춘근, 오석전, 왕규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변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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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3:00

Practical Workshop

수련교육위원회

D+E (오키드Ⅰ+Ⅱ, 2F)

지도전문의 교육

좌장 : 박윤관

1. 전공의 연차별 수련목표 및 내용 김대현 (대구가톨릭의대) 
2. 전공의 수련교육 내용의 평가 이상구 (단국의대) 
3. 전문의 자격시험 및 취득요건 양희진 (서울의대)  

13:00-14:00 Transfer

14:00-16:00

Practical Workshop

신경통증 정위기능 뇌혈관외과 뇌혈관내수술

카멜리아, 2F D (오키드Ⅰ, 2F) E (오키드Ⅱ, 2F) F (아이리스, 2F)

Radiofrequency 
Treatment on Neural 

Tissue for Chronic Pain

Intraoperative Monitoring 
Workshop

Microvascular 
Anastomosis

Femoral Artery Closing 
Device : Anatomy, 
Technique & Pitfalls

좌장 : 박정율

고주파신경치료의 원리
이태규 (가톨릭의대)

적응증과 치료 지침
이장보 (고려의대)

 
경추부 및 요추부 고주파 
신경치료

박정율 (고려의대)
 
천장관절후군과 기타 통증
에 대한 고주파치료

신동아 (연세의대)

좌장 : 이경진, 홍승철
 
Microelectrode recording 
(MER)

김종현 (고려의대) 

Intraoperative monitoring for 
epilepsy surgery

홍석호 (울산의대)

Intraoperative monitoring 
for microvascular 
decompression

장원석 (연세의대)

좌장 : 임만빈,이동열

Microvascular anastomosis 
- Hands-on workshop-

허필우 (가톨릭의대)

좌장 : 윤석만

Anatomy of inguinal area : 
Cadaver study

신동성 (순천향의대) 

Angiosel & Femosel
김태곤 (CHA의대) 

Perclose Proglide
권현조 (충남의대) 

Starclose
정진영 (동의의료원)

총평
김범태 (순천향의대)

16:00-17:00 이사회                                  C (크래샌더멈, 2F)

18:00- Welcome Reception                     D+E (오키드Ⅰ+Ⅱ, 2F)

08:00-08:10

인사말 

정용구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최낙원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박성균 (대한신경외과개원의사회 회장)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개원의를 위한 프로그램

D+E (오키드Ⅰ+Ⅱ, 2F) C (크래샌더멈, 2F)

08:10-09:30 Session I
좌장 : 김영백

08:10-10:10 좌장 : 박성균

08:10-08:50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박용숙 (중앙의대)

08:10-08:40
SNS를 이용한 신규환자 창출 및 관리

이창호 (리얼메디 대표)

08:40-09:10
신경외과의사가 알아야 할 이명에 대한 진실 

한병인 (두신경과의원 원장)

08:50-09:30

치매의 진단 : 인지기능 검사 및 해석
- MMSE 및 신경심리 검사(SNSB) 중심으로 -  

09:10-09:40
통증클리닉 개원

양승민 (에스신경외과의원 원장)

이형중 (한양의대)
09:40-10:10

진료현장의 어려운 환자 및 보호자 대응법

고한경  (법무법인 나무 변호사)

09:30-09:45 Coffee Break 10:10-10:30 Coffee Break

09:45-11:05 Session II
좌장 : 최낙원

10:30-11:30 비수술치료 개요
좌장 : 박정율

09:45-10:25
일상생활능력 치매의 행동심리 증상

10:30-10:45 Pain pathophysiology for clinicians

10:45-11:00

김주한 (고려의대)

장원석 (연세의대)
RF Neurotomy for Sacroiliac Joint Pain 

신동아 (연세의대)

10:25-11:05
치매의 영상검사 및 감별진단

11:00-11:15
Current standard of spinal interventions  

김성호 (영남의대) 김일섭 (가톨릭의대)

11:05-11:20 Coffee Break 11:15-11:30

Remnant Pain after Vertebroplasty in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 Role of 
Zygoapophysial Joint

지규열 (구로 참튼튼병원)

11:20-12:40 Session III 
좌장 : 이  언

11:30-12:30 비수술치료 개론
좌장 : 오성훈, 이상구

11:20-12:05 치매 중증도 평가 박정율 (고려의대)

11:30-11:45

The effect of epiduroscopic laser decompression 
for various conditions including ruptured herniated 
lumbar disc

조보영 (연세바른병원)

11:45-12:00

Percutaneous Lumbar Extraforaminotomy with 
Foraminal Ligament Resection - New Surgical 
Technique

박경우 (광혜병원)

12:05-12:40
치매특별등급의의 및 의사소견서 작성

12:00-12:15

Unilateral Biportal Endoscopic Decompression for 
Lumbar Stenosis : Technical Note and Perioperative, 
Clinical Outcomes

엄진화 (수원 윌스기념병원)

김희진 (한양의대 신경과)
12:15-12:30

US guided spinal interventions 

허  철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13:00 Adjourn

08:00-08:15
Opening Remarks (Scientific Program Committee Chairman)

Opening Address (President of KNS Congress)
Welcome Address (President of KNS)               A+B (그랜드볼룸Ⅰ+Ⅱ, 5F)

08:15-09:20

Plenary Session                             A+B (그랜드볼룸Ⅰ+Ⅱ, 5F)

좌장 : 최낙원, 임영진

PS-01  신경분화 중배엽 줄기 세포 이식을 통한 백서 급성 척수 손상 동물의 신경학적 회복 김충효 (강원의대)

지정토론자 : 이장보 (고려의대)

PS-02  코일 색전술을 시행한 두개강내 낭성 동맥류의 재발률 재치료 : 10년간 단일 기관에서
의 치료결과 이재일 (부산의대)

지정토론자 : 김종수 (성균관의대)

PS-03  MR로 진단된 척수 신경초종의 자연사와 성장률분석 이창현 (건양의대)

지정토론자 : 김상우 (영남의대)

PS-04  악성뇌종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12 나노미터 이하 크기의 마이셀 구조의 나노약물
을 이용한 테라노시스 효율의 증진 정규하 (고려의대)

지정토론자 : 김선환 (충남의대)

09:20-10:00

Special Lecture I                         A+B (Grand BallroomⅠ+Ⅱ, 5F)

Chairperson : Jin Woo Chang, M.D.

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 Psychiatry (JNNP) : How to Get Published, an Editor’s Perspective

 Matthew Kiernan (University of Sydney)

10:00-10:20 Poster View & Coffee Break

10:20-10:50
명사초청강연                        A+B (그랜드볼룸Ⅰ+Ⅱ, 5F)

좌장 : 정용구

건강사회로 가는 길                                                                                       정의화 국회의장 

10:50-11:40

Special Lecture II                       A+B (Grand BallroomⅠ+Ⅱ, 5F)

Chairperson : Joo-Kyung Sung, M.D.

Surgical managements of Spinal Hemangioblastomas

Kazutoshi Hida (Sapporo Azabu Neurosurgical Hospital)

Chairperson : Young Soo Kim, M.D.

Neuromodulation for chronic pain - experience of 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Kang-Du Liou (Taipei Veterans Hospital)

11:40-12:00 Photo & Transfer

12:00-13:40 Luncheon Seminar I
12:00-12:30 메드트로닉 런천심포지엄                                     A (그랜드볼룸Ⅰ, 5F)

12:30-13:40

A
그랜드볼룸Ⅰ, 5F

B
그랜드볼룸Ⅱ, 5F

C
크래센더멈, 2F

D
오키드Ⅰ, 2F

E
오키드Ⅱ, 2F

F
아이리스, 2F

G
포사시아, 3F

혈관내수술 간호사 척추 정위기능 손상 말초
Women in 

Neurosurgery

LS(I)-A01~03 LS(I)-B01~04 LS(I)-C01~04 LS(I)-D01~03 LS(I)-E01~04 LS(I)-F01~03 LS(I)-G01~03

13:40-14:00 Transfer

14:00-14:50

Symposium : Congress of Neurosurgical Society   A+B (그랜드볼룸Ⅰ+Ⅱ, 5F)

좌장 : 김오룡

1.  The organization and the role of Japanese CNS Nobuhiro Mikuni (Sapporo Medical University)

2. Korean CNS in the future 오창완 (서울의대)

14:50-15:00 Break

15:00-15:30 총회                                       C (크래샌더멈, 2F)

15:30-15:40 Break

15:40-16:40

English Session I
A

Grand Ballroom I, 5F
B

Grand Ballroom II, 5F
C

Chrysanthemum Room, 2F
D

Orchid Room I, 2F
E

Orchid Room II, 2F

Vascular · 
Endovascular

Tumor · Pediatric Spine I Spine II
Functional · Neurotrauma · 
Peripheral · Geriatric · Pain

ES(I)-A01~05 ES(I)-B01~05 ES(I)-C01~05 ES(I)-D01~05 ES(I)-E01~05

16:40-17:00 Poster View & Coffee Break

17:00-18:00

English Session II
A

Grand Ballroom I, 5F
B

Grand Ballroom II, 5F
C

Chrysanthemum Room, 2F
D

Orchid Room I, 2F
E

Orchid Room II, 2F

Vascular · 
Endovascular

Tumor · Pediatric Spine I Spine II
Functional · Neurotrauma · 
Peripheral · Geriatric · Pain

ES(II)-A01~04 ES(II)-B01~05 ES(II)-C01~05 ES(II)-D01~05 ES(II)-E01~05

18:00-18:30 Transfer

18:30- Gala Dinner                                  A+B (그랜드볼룸Ⅰ+Ⅱ, 5F)

08:00-09:00

의료계 방향 및 신경외과 보험정책            A+B (그랜드볼룸Ⅰ+Ⅱ, 5F)

좌장 : 문창택, 고   용

1. 의료계 정책 변화  권덕철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

2. 미래 의료와 의료 정책의 변화, 그리고 신경외과 박현선 (인하의대)

09:00-09:50

Special Lecture III                            A+B (그랜드볼룸Ⅰ+Ⅱ, 5F)

Chairperson : Dong Ho Kim, M.D.

Clinical Trials of Autologous Formalin-Fixed Tumor Vaccine for Newly Diagnosed Glioblastoma 

Takashi Maruyama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Chairperson : Choong Hyun Kim, M.D.

From Monkey Brain to Patient Brain : How Can Primate Neuroscience Research Translate into Neurosurgical Innovation

Béchir Jarraya (University of Versailles)

09:50-10:10 Coffee break

10:10-10:30

 C (크래샌더멈, 2F)

좌장 : 신형진

신경외과 의사들을 위한 스마트 폰 앱 소개 최병관 (부산의대)

10:30-11:30

Flash Presentation I

A
그랜드볼룸Ⅰ, 5F

B
그랜드볼룸Ⅱ, 5F

C
크래샌더멈, 2F

D
오키드Ⅰ, 2F

F
아이리스, 2F

혈관, 혈관내 종양, 소아 척추
정위기능 · 신경
손상 · 말초신경 · 
노인 · 신경통증

Hands on-2 
(메드트로닉)

FP(I)-A01~08 FP(I)-B01~08 FP(I)-C01~08 FP(I)-D01~08

11:30-11:40 Break

11:40-12:40

Flash Presentation II

A
그랜드볼룸Ⅰ, 5F

B
그랜드볼룸Ⅱ, 5F

C
크래샌더멈, 2F

D
오키드Ⅰ, 2F

혈관, 혈관내 종양, 소아 척추
정위기능 · 신경
손상 · 말초신경 · 
노인 · 신경통증

FP(II)-A01~07 FP(II)-B01~08 FP(II)-C01~08 FP(II)-D01~08

12:40-12:50 Break

12:50-14:00

Luncheon Seminar II

A
그랜드볼룸Ⅰ, 5F

B
그랜드볼룸Ⅱ, 5F

C
크래샌더멈, 2F

D
오키드Ⅰ, 2F

E
오키드Ⅱ, 2F

F
아이리스, 2F

혈관 종양 소아 통증 신경중환자 노인

LS(II)-A01~03 LS(II)-B01~04 LS(II)-C01~03 LS(II)-D01~03 LS(II)-E01~03 LS(II)-F01~04

14:00-14:20 Poster View & Coffee Break

14:20-15:30

Scientific Session I

A
그랜드볼룸Ⅰ, 5F

B
그랜드볼룸Ⅱ, 5F

C
크래샌더멈, 2F

D
오키드Ⅰ, 2F

E
오키드Ⅱ, 2F

F
아이리스, 2F

혈관^혈관내 종양^소아 척추 I 척추 II 정위기능
신경손상^말초신경
^노인^신경통증

SS(I)-A01~07 SS(I)-B01~07 SS(I)-C01~07 SS(I)-D01~07 SS(I)-E01~07 SS(I)-F01~07

15:30-15:50 Poster View & Coffee Break

15:50-16:50

Scientific Session II

A
그랜드볼룸Ⅰ, 5F

B
그랜드볼룸Ⅱ, 5F

C
크래샌더멈, 2F

D
오키드Ⅰ, 2F

E
오키드Ⅱ, 2F

F
아이리스, 2F

혈관^혈관내 종양^소아 척추 I 척추 II 정위기능
신경손상^말초신경
^노인^신경통증

SS(II)-A01~06 SS(II)-B01~06 SS(II)-C01~06 SS(II)-D01~06 SS(II)-E01~06 SS(II)-F01~06

Thursday, October 16 Friday, October 17 Saturday, October 18 Sunday, October 19



PROGRAM OF THE 32nd ANNUAL SPRING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APRIL 17-19, 201426

Preview Room

A
(Grand Ballroom I)

B
(Grand Ballroom II)Grand Ballroom III

현
장
등
록
처

G
(Forsythia 

Room)

C
(Chrysanthemum Room)

D
(Orchid Room I)

F
(Iris Room) Azalea

Room

Camellia
Room

Wisteria
Room

E
(Orchid Room II)

현장등록처

2F Room Information 3F Room Information5F Room Information

A+B Grand Ballroom (I + II) 

  Plenary Sessions 
  Special Lecture I 
  명사초청강연 
  Special Lecture II
  Symposium 
  Gala Dinner
  의료계 방향 및 신경외과 보험정책
  Special Lecture III

A Grand Ballroom I   

  Luncheon Seminar I (혈관내 수술)
  English Session I, II (Vascular-Endovascular)
  Flash Presentation I, II (혈관 · 혈관내)
  Luncheon Seminar II (혈관)
  Scientific Session I, II (혈관 · 혈관내)

B Grand Ballroom II  

  Luncheon Seminar I (간호사)
  English Session I, II (Tumor · Pediatric) 
  Flash Presentation I, II (종양 · 소아)
  Luncheon Seminar II (종양)
  Scientific Session I, II (종양 · 소아)

 Grand Ballroom III  

  Preview Room
  Internet lounge
  E-poster
  부스전시실
  카페테리아

C Chrysanthemum Room  

  이사회
  Luncheon Seminar I (척추)
  총회
  English Session I, II (Spine I) 
  Flash Presentation I, II (척추)
  Luncheon Seminar II (소아)
  Scientific Session I, II (척추 I)
  개원의를 위한 프로그램

D+E Orchid Room (I+II)  

  Practical Workshop (수련교육위원회)  
  Welcome Reception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D Orchid Room I  

  Practical Workshop (정위기능)
  Luncheon Seminar I (정위기능)
  English Session I, II (Spine II)
  Flash Presentation I, II (정위기능 · 신경손상 · 말초신경 · 노인 · 신경통증) 
  Luncheon Seminar II (통증) 
  Scientific Session I, II (척추 II)

E Orchid Room II  

  Practical Workshop (뇌혈관외과) 
  Luncheon Seminar I (손상)
  English Session I, II (Functional · Neurotrauma · Peripheral· Geriatric · Pain)
  Luncheon Seminar II (신경증환자)
  Scientific Session I, II (정위기능)

F Iris Room  

  Practical Workshop (뇌혈관내수술) 
  Luncheon Seminar I (말초)
  Flash Presentation I (Hands on-2)
  Luncheon Seminar II (노인)
  Scientific Session I, II (신경손상 · 말초신경 · 노인 · 신경통증)

 Camellia Room 
  Practical Workshop (신경통증)
  사무국

 Azalea Room 
  VIP Room

 Wisteria Room 
  Preview Room

G Forsythia Room 

  Luncheon Seminar I (Women in Neuro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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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학술대회 운영

● 학술대회 운영

•  금년 추계학술대회는 등록데스크와 Preview room이 현장에서 운영

됩니다. 등록비는 반년 연회비, 기본 등록비, 선택 등록비 등으로 구분

되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  Preview room은 발표 자료를 발표하기 직전까지 수정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발표시간 2시간 전
까지 Preview room으로 발표 자료를 접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노트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review room 장소 : 2층 위스테리아룸, 5층 그랜드볼룸 Ⅲ 입구

기타 안내

● 명찰, Final Program, 초록 검색

•  사전등록을 완료하신 회원님들께서는 현장의 사전등록 확인처에서 
명찰과 최종 프로그램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전체초록을 PDF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술대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상태에서 스마트 폰, 태블릿 PC, 혹은 
노트북 PC로 실시간 초록 검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무선인터넷 접
속 및 데이터 사용료 발생) 

모든 학회 행사 참가자는 명찰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명찰을 착용하지 
않으면, 학회장 출입이 금지됩니다. 학회 진행요원은 “STAFF”라는 명
찰을 달게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진행요원 또는 안내 데스크의 도
움을 받으십시오.

1. Gala Dinner ticket, Luncheon ticket, 경품권이 들어 있습니다.
2. 수령 후 내용물을 필히 확인하십시오.
3.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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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등록 안내

● 현장등록 (On-Site Registration)

등록부스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16일 & 19일 : 2층 Lobby
* 10월 17일  -  18일 : 5층 Lobby

등록비와 등록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절차

1. 현장등록 신청서를 작성

2. 현장등록 데스크에 제출하고 총금액을 지불

3. 명찰 및 Final Program 수령

• 등록시간

2014년 10월 16일 (목요일)  09:00~18:00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07:30~18:00
2014년 10월 18일 (토요일)  07:30~16:50
2014년 10월 19일 (일요일)  07:00~12:30

• 현장등록비

정회원(전문의)   170,000원
준회원(전공의), 군의/공보의     90,000원
간호회원   100,000원
비회원   180,000원

※ 명예회장, 고문, 전임 회장, 전임 이사장 그리고 원
로 회원(만 65세 이상)은 연회비, 등록비, 만찬 참가

비가 면제됩니다. 단, 세미나 참가비에 해당되는 금
액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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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 안내

● 전야제 Welcome Reception

* 10월 16일(목) 오후 6시, D+E (오키드룸 Ⅰ, Ⅱ / 2F)
*  학술대회에 앞서 전야제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만찬 Gala Dinner 

* 10월 17일(금) 오후 6시 30분, A+B (그랜드볼룸 Ⅰ, Ⅱ / 5F)
*  대한신경외과학회 제54차 추계학술대회를 축하하는 만찬을 준비하였

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전시 안내

1. 전시업체 전시물 설치 장소

* 2F Lobby / 5F 그랜드볼룸 Ⅲ, Lobby

2. 전시물 설치 시간

* 10월 16일(목) 23:00~10월 17일(금) 02:00

3. 전시기간

* 개장시간 : 10월 17일 (금)  08:00~18:00
10월 18일 (토)  08:00~16:50
10월 19일 (일)  08:00~13:00 (2층만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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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e-Poster) 및 학술대회 어플 안내

1. 포스터(e-Poster)

포스터 발표는 컴퓨터 전시(e-Poster)로 운영됩니다.

1) 장소 : 5층 그랜드볼룸 Ⅲ

2) 전시기간 : 2014년 10월 17일(금) 08:00~18일(토) 16:50

2. 학술대회 어플 다운 안내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춘계학술대회에 필요

한 정보와 프로그램, 행사일정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

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전용 어플 “Handbook” 다운로드 

App store에서 ‘handbook’입력 후 앱 다운로드 설치

• 접속 계정 

ID : neuro / PW : 123456

▶ 아이폰 (iPhone) ▶ 아이패드 (i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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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기기 버전 4.0 이상■

•�Handbook 어플 설치 

구글 Play Store에서 ‘Handbook’영문으로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Handbook 컨텐츠 다운로드 

대회 당일 이전에 컨텐츠를 다운로드 해 두시면 오프라인상에서도 사
용 가능하며,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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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기기 버전 2.0~3.0■

•�구형 안드로이드 폰에 해당하며, 1회에 한해 로고인 전 서버 변경이 필요

합니다.

•�전용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www.ihandbook.co.kr에 접속하신 후 ‘Hnadbook’앱을 직접 다운로

드 설치

• 접속 계정 

ID : neuro / PW : 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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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폰, 태블릿)이 영문 설정인 경우■

•�안드로이드 OS, iOS 모두 해당하며, 1회에 한해 로그인 전 서버 변경이 

필요합니다.

•�전용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구글 Play에서 ‘handbook’입력 후 ‘Hnadbook’앱 다운로드 설치

• 접속 계정 

ID : neuro / PW : 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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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 Room 진행 및 연제발표 안내

1. 발표 PPT file 주의사항

•발표 연제의 PPT 파일 현장 preview room으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파워포인트 2007, 2010으로 작성된 PPTX(원본) 파일만 가능합니다. 
•�일반 연제(6분 발표)는 12페이지 이내(파일크기 12Mb 이내)를 권장

합니다.
•�동영상 파일 첨부 시 화면 크기는 1024×768픽셀 이하, file format

는 WMV, 비트 전송률은 3Mbps 이하(DVD 수준, 분당 22 Mb)의 규
격을 지켜 주십시오. 동영상 편집에 사용된 프로그램 이름과 버전, 
코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십시오. 파일용량이 50M 이
상일 때는 인코딩을 통해 compression(압축)을 하여 업로드 해주시

길 바랍니다.
•�구연 파워포인트 파일에 사진이나 비디오가 포함된 경우 오류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원본파일을 준비하여 주시고, 반드시 파워포인트 
파일과 동일한 폴더에 저장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학술대회장에서 원활한 파일의 재생을 위해서 되도록 기본 폰트(특

수 폰트는 깨져서 안 보이거나 다른 폰트로 대치됨)만을 사용하시

고, 애니메이션 기능은 사용하지 않기를 부탁 드립니다. 

2. Preview Room (2층 위스테리아룸, 5층 그랜드볼룸 Ⅲ 입구)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2층 강의자료는 2층 프리뷰룸에서,  
3층, 5층 강의 자료는 5층 프리뷰룸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eview Room 운영시간

10월 16일(목)  09：00~16：00 
10월 17일(금)  07：00~18：00 
10월 18일(토)  07：00~16：50
10월 19일(일)  07：00~12：30

1) 연제 제출은 늦어도 2시간 전까지 완료하여 주십시오.
- 2시간 전까지 접수되지 않을 경우 발표하실 수 없습니다.
-  연제는 preview room에서만 접수합니다(각 방에 직접 제출할 수 없
습니다).

-  연제는 preview room에서 각 방에 LAN으로 전송됩니다. 각 방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해결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의문사항 및 모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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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은 반드시 preview room의 staff과 상의 하십시오.
-  정시 진행을 위해 개인 노트북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  연제 제출시 CD 혹은 USB를 이용하시되, 폴더 제목을 발표자 성명과 
구연번호로 만들어 해당 폴더에 파워포인트 파일을 넣어 제출하여 주
십시오(예-폴더명：홍길동 SS(I)-A01).

  (한 개의 연제당 한 파일을 접수하오니 각 연제당 CD 혹은 USB로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 한 연자가 3연제 발표시 3개의 CD 혹은 USB로 제출함)

3)  발표 완료 후 접수된 파일을 즉시 폐기합니다.
 - Session 종료 후 바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4)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 종료 30초 전에 실내조명이 한 번 밝아지고 할당시간이 경과하

면 전원이 차단됩니다.

3. 발표와 토론시간

•�Plenary Session(중요연제)은 국문발표이며, 발표시간은 10분, 지정

토론시간은 5분입니다. 
•ES연제는 영문발표이며, 발표시간은 8분, 질문시간은 4분입니다. 
•SS연제는 국문발표이며, 발표시간은 6분, 질문시간은 4분입니다. 
•�FP(Flash Presentation)연제는 국문발표이며, 발표시간은 4분, 질문

시간은 3분입니다. 
•�포스터는 예전과 동일하게 홈페이지상에서 업로드(기간 : 9월 29일

~10월 8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pecial Lecture, English Session을 제외한 모든 발표는 국문입니다.
•�발표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가능한 한 2~3분의 토론시간을 

고려해서 발표시간을 조정해 주시기를 추천합니다 .
(시간 종료 시 beam projector와 microphone의 전원이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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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Program

좌장 준수사항

☞ 발표와 토론을 위하여 할당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Scientific Session Presentation Time Discussion

Special Lecture 25min. (Including discussion)

Plenary Session 10min. 5min. (Panel discussion)

Seminar Allotted by each Seminar 

English Session 8min. 4min.

Scientific Session 6min. 4min.

Flash Presentation 4min. 3min.

● Seminar

1.  시간을 엄격히 지켜 주십시오.(연제 종료시간 30초 전에 실내조명이 
한 번 밝아지며 할당시간이 경과하면 전원이 차단됩니다.)

2.  한두 사람에 의하여 독점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3.  토론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좋은 토론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주십시오.

4.  좌장의 발언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져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5.  주제를 벗어난 부적절한 발언이나 토론 내용은 즉시 제지시켜  
주십시오.

6.  Seminar는 모든 발표가 끝난 후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토론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시작시간 및 발표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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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ew Kiernan, M.D., Ph.D.

Professor and Editor-in-Chief 
Bushell Chair of Neurology
Brain & Mind Research Institute
Editor-in-Chief
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 
Psychiatry
The University of Sydney
Room 438, Level 4 | 94 Mallett Street 
Camperdown, NSW 2050, Australia

Tel: +61 2 9114 4250
Fax: +61 2 9114 4254     
E-mail: matthew.kiernan@sydney.edu.au        

● Present Position

Bushell Chair of Neurology, the University of Sydney
Senior Neurologist, Institute of Clinical Neurosciences, Royal Prince 
Alfred Hospital 
Editor-in-Chief, Journal Neurology, Neurosurgery and Psychiatry 
(BMJ Publishing Group, UK)

● Other Current Appointments

Senior Principal Research Scientist, Neuroscience Research Australia
Conjoint Professor of Medicine, Faculty of Medicin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Consultant Neurologist and Neurophysiologist, Sydney Children’s 
Hospital
Vice President, Australian Brain Foundation
Director, Motor Neurone Disease Research Institute of Australia
Director, Neuroscience Trials Australia
Director, MagXite Neurodiagnostics (Commercialization New South 
Innovations)

SPECIAL LECTURE I FRIDAY, OCTOBER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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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lifications
1990 M.B., B.S. (University of Sydney); Honours II
1997  Ph.D.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09 DSc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1997  Member, Australian and New Zealand Association of 

Neurologists 
1997  F.R.A.C.P.

● Previous Appointments
1998  Staff Specialist Neurologist (6 month locum)
 The Prince Henry and Prince of Wales Hospitals
1998-1999  Specialist Registrar in Neurology
 The National Hospital for Neurology and Neurosurgery, 
 Queen Square, London, United Kingdom
2001  Consultant Neurologist (locum)
  Essex Rivers Healthcare, Colchester General Hospital, Essex, 

United Kingdom
1999-2001  CJ Martin/RG Menzies, NHMRC Postdoctoral Travelling 

Fellow
  Sobell Department, Institute of Neurology, and Department 

of Clinical Neurophysiology, The National Hospital for 
Neurology and Neurosurgery, Queen Square, London, 
United Kingdom

2009-(2013)  Professor of Medicin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Associate	Professor	Medicine	(2005-2009)
	 •	Senior	Lecturer	Medicine	(2001-2004)

SPECIAL LECTURE I FRIDAY, OCTOBER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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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zutoshi Hida, M.D., Ph.D.

Director and Professor  
Director of Sapporo Azabu Neurosurgical 
Hospital
Visiting Professor, Depatment of Neurosurgery, 
Hokkaido University, Sapporo, Japan
E-mail: kazuhida@med.hokudai.ac.jp

● Education 
1975-1978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Univ. of Hokkaido
1978-1981 Faculty of Medicine, Univ. of Hokkaido
1981-1985  Residency: Neurosurgery                               

● Post-doctorial Fellowship
1986-1991  Neurosurgery: University of Hokkaido
1988-1990  Research Fellow: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 Academic Positions
1991-2002  Assistant Professor of Neurosurgery, University of 

Hokkaido
2002-2007  Associate Professor of Neurosurgery, University of 

Hokkaido
2007-2013  Clinical Professor of Neurosurgery, University of Hokkaido

● Prize 
1996  1st Tsuru award

● Membership

Japan Neurosurgical Society
Japanese Congress of Neurological Surgeons
Japanese Society of Spinal Surgery (Executive Committee)
Japan Medical Society of Spinal Cord Lesion (Executive Committee)
Japanese Spinal Satellite Seminar (Executive Committee)

SPECIAL LECTURE II FRIDAY, OCTOBER 17, 2014



PROGRAM OF THE 54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OCT 16-19, 201440

SPECIAL LECTURE II FRIDAY, OCTOBER 17, 2014

Asia Spine (Executive Committee)
AANS (International member)
President of 7th APCSS (2013)
President of 30th JPSS (2015)

● Main Research Field

Cervical OPLL    Spinal AVM
Syringomyelia    Intramedullary tumor
Neuronal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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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LECTURE II FRIDAY, OCTOBER 17, 2014

Kang-Du Liou, M.D.

Professor
Department of Neurosurgery, Neurological 
Institute  
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Taiwan
Fax : 886-2-28757588 
E-mail: kdliou@vghtpe.gov.tw

● Current Positions 

Functional Neurosurgeon, Neurosurgical Department, Neurological 
Institute, 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Taiwan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Medicine, National Yang-Ming 
University, Taiwan

● Research Interests

Surgery of Parkinson’s disease and movement disorders, microelectrode 
recording and brain mapping, neuromodulation for neuropathic pain 

● Careers

Dr Kang-Du Liu graduated from National Yang-Ming University, 
and received his neurosurgical residency training in 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After completing the training and acquired Board 
Certified	Neurosurgery	qualification,	he	worked	as	a	visiting	fellow	in	
the Neurosurgical Department of UCSF from 2002-2003, Where he had 
trainings in surgery of Parkinson’s disease and movement disorders , and 
also participated in studies regarding electrophysiology in Parkinson’s 
disease and dystonia . He also got the master degree of Brain Science in 
the National Yang-Ming University in 2007. He is now the functional 
neurosurgeon of Neurosurgical Department, 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He also maintained a teaching post at School of Medicine, 
National Yang-Ming University as assistant professor. Dr Liu’s main 
clinical and academic interests include surgical treatment of Parkinson’s 
disease and movement disorders, interventional pain therapy, and 
neuromodulation of neurologic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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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ashi Maruyama, M.D., Ph.D.

Professor  
Department of Neurosurgery, 
Faculty of Advanced Techno-Surgery (FATS)
Institute of Advanced Biomedical Engineering & 
Science
Graduate School of Medicine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8-1 Kawadacho Shinjuku-ku Tokyo, Japan
162-8666

Tel: +81-3-3353-8111
Fax: +81-3-5269-7438
E-mail: tmaruyama@twmu.ac.jp

● Education 
1992 Graduate form Showa medical University in Tokyo, Japan
1992-1994   Internship,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Dept of 

Neurosurgery
1994-1997  Research fellow, Harvard Medical University, Brigham 

& Women’s Hospital, Children Hospital, Brain tumor 
research center

1997  PhD,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0  Board of the Japan Neurosurgical Society 
2009  Associate Professor at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Dept of Neurosurgery 

● Current Position and Interest

Associated Professor of Department of Neurosurgery and Faculty of 
Advanced Techno-Surgery (FATS), Institute of Advanced Biomedical 
Engineering & Science, Graduate School of Medicine

● Memberships in National Associations

1. Member of The Japan Neurosurgical Society
2. Member of The Japan Society for Neuro-Oncology

SPECIAL LECTURE llI  SATURDAY, OCTOBER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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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LECTURE llI  SATURDAY, OCTOBER 18, 2014

3. Member of The Japanese Congress of Neurological Surgeons
4.  Protocol Review Committee of Japan Clinical Oncology 

Group(JCOG)
5.  General Clinical Oncologist of Japanese Board of Cancer 

Therapy(JBCT)

● Clinical Trials

Executive	office	of	JCOG	1016	(Phase	III	for	grade	3	glioma)
Executive	office	of	AFTVac-brain	(Phase	II/III	for	grade	4	gli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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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échir Jarraya, M.D., Ph.D.

Professor  
Therapeutics, Medical School, University of 
Versailles UVSQ
FOCH Hospital, 40 Rue Worth, 92151 Suresnes, 
France
E-mail:  bechir.jarraya@cea.fr  

 bechir.jarraya@gmail.com

● Current positions 
2011  Associate Professor (Sept 2014: Full Professor) of Therapeutics, 

Medical School, University of Versailles UVSQ (member of the 
future merger “Université Paris Saclay”, UPSay), Versailles, France

2011   Neurosurgeon at Hôpital Foch, Suresnes, Paris greater area, France. 
Head of the “Neuromodulation Unit” within the neurosurgery 
department

2009  Leader of neuroscience team. Hosted by CEA(French atomic 
energy agency), Neurospin imaging center. Since 2013 it is named 
“Neuromodulation team”, structured by CEA within UNIACT at 
Neurospin.

-  I commit my career to combine a medical background in neurosurgery 
with	a	scientific	background	in	neuroscience	and	a	strong	motivation	for	
building creative initiatives at the frontiers of clinical and fundamental 
scientific	disciplines.

-  After my MD degree, and thanks to a PhD program, I combined several 
neuroscience approaches in non-human primate models to develop a 
novel gene therapy for Parkinson’s disease. This work was published 
in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Jarraya et al., 2009), earned me a 
European prize, a national prize from the French Medical Academy, 
and a patent. This work have been commented with full papers 
(Björklund et al., Science transl. med., 2009; Kaplitt MG, Nature Rev. 
Neurol., 2010), receiv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ess coverage. 
Most importantly, this work translated into a clinical trial, in which I 

SPECIAL LECTURE llI  SATURDAY, OCTOBER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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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ed as a neurosurgeon investigator, and that proved safety and 
efficacy	of	this	gene	therapy	in	Parkinson’s	disease	patients.	

-  Following my postdoc at Harvard medical school/MGH, I took the 
risk of mounting a monkey neuroimaging lab at Neurospin starting 
“from scratch” instead of joining my previous PhD lab, thanks to the 
competitive InsermAvenir program granted to young scientists with 
high potential. It is now fully functional and started to be productive 
in	the	field	of	consciousness	studies	(Uhrig	et	al.,	J	Neurosci,	2014).	A	
recent external audit by the independent agency for research evaluation 
(AERES, 2014) recognised that our new team is “in an ideal position on 
the world stage” “as evidenced by publications in high level journals”.

-  In 2012, I was selected in the Young Leaders program of the French 
American Foundation, which selects supposedly future leaders in 
France and USA (alumni of this program includes some of the top 
leaders in both countries, see french-american.org/en/annuaire-young-
leaders).

● Prizes and Awards 
2005 Silver medal Award for M.D. thesis, University of Paris
2006 	Young	Scientific	Researcher	Prize	of	theBettencourt-

Schueller Foundation, Neuilly-sur-Seine, France
2008  Laureate of the competitive “Avenir” program of 

theINSERM (Frenc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Medical Research) for young independent researchers 

2010  Aesculap Prize for the best European Young Neurosurgeon 
Scientific	Work,	by	the	European	Association	of	
Neurosurgical Societies

2011  Aimée et Raymond MANDE Prize, French Academy of 
Medicine

2012-2013  Young Leader of theFrench American Foundation

SPECIAL LECTURE llI  SATURDAY, OCTOBER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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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WORKSHOP  THURSDAY, OCTOBER 16, 2014

10:00~13:00 

Practical Workshop 【D+E (오키드Ⅰ+Ⅱ, 2F)】

수련교육위원회
  좌장 : 박윤관

지도전문의 교육

전공의 연차별 수련목표 및 내용 김대현 (대구가톨릭의대) 

전공의 수련교육 내용의 평가 이상구 (단국의대) 

전문의 자격시험 및 취득요건 양희진 (서울의대) 

14:00~16:00

Practical Workshop 【F (아이리스, 2F)】

뇌혈관내수술
  좌장 : 윤석만

Femoral Artery Closing Device :  
Anatomy, Technique & Pitfalls

PW-A01 Anatomy of inguinal area : Cadaver study
  신동성 (순천향의대) 

PW-A02 Angiosel & Femosel 김태곤 (CHA의대) 

PW-A03 Perclose Proglide 권현조 (충남의대)
 
PW-A04 Starclose 정진영 (동의의료원)

PW-A05 총평 김범태 (순천향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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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WORKSHOP  THURSDAY, OCTOBER 16, 2014

14:00~16:00 

Practical Workshop 【D (오키드Ⅰ, 2F)】

정위기능
  좌장 : 이경진, 홍승철

Intraoperative Monitoring Workshop

PW-B01 Microelectrode recording (MER) 
  김종현 (고려의대)
 
PW-B02 Intraoperative monitoring for epilepsy surgery
  홍석호 (울산의대) 

PW-B03  Intraoperative monitoring for microvascular decompression
  장원석 (연세의대)

14:00~16:00

Practical Workshop 【E (오키드Ⅱ, 2F)】

뇌혈관외과
  좌장 : 임만빈, 이동열

Microvascular Anastomosis

PW-C01 Microvascular anastomosis - Hands-on workshop-
  허필우 (가톨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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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WORKSHOP  THURSDAY, OCTOBER 16, 2014

14:00~16:00 

Practical Workshop 【카멜리아, 2F】

신경통증
  좌장 : 박정율

Radiofrequency Treatment on  
Neural Tissue for Chronic Pain

PW-D01 고주파신경치료의 원리 이태규 (가톨릭의대) 

PW-D02 적응증과 치료 지침 이장보 (고려의대) 

PW-D03 경추부 및 요추부 고주파 신경치료 박정율 (고려의대)
 
PW-D04 천장관절후군과 기타 통증에 대한 고주파치료

  신동아 (연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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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SESSION FRIDAY, OCTOBER 17, 2014

08:15-09:20

Plenary Session 【A+B (그랜드볼룸Ⅰ+Ⅱ, 5F)】

좌장 : 최낙원, 임영진

PS-01  신경분화 중배엽 줄기 세포 이식을 통한 백서 급성 척수 손상 동
물의 신경학적 회복  

  김충효 (강원의대) 
  지정토론자 : 이장보 (고려의대)

PS-02  코일 색전술을 시행한 두개강내 낭성 동맥류의 재발률 재치료 : 
10년간 단일 기관에서의 치료결과

   이재일 (부산의대) 
  지정토론자 : 김종수 (성균관의대)

PS-03  MR로 진단된 척수 신경초종의 자연사와 성장률분석 
  이창현 (건양의대)
  지정토론자 : 김상우 (영남의대)
 
PS-04  악성뇌종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12 나노미터 이하 크기의 마

이셀 구조의 나노약물을 이용한 테라노시스 효율의 증진 
  정규하 (고려의대) 
  지정토론자 : 김선환 (충남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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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LECTURE I FRIDAY, OCTOBER 17, 2014

09:20-10:00

Special Lecture l 【A+B (Grand BallroomⅠ+Ⅱ, 5F)】

Chairperson : Jin Woo Chang, M.D.

Matthew Kiernan 
(University of Sydney) 

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 Psychiatry (JNNP) : How to Get 
Published, an Edito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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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초청강연 FRIDAY, OCTOBER 17, 2014

10:20-10:50

명사초청강연 【A+B (그랜드볼룸Ⅰ+Ⅱ, 5F)】

좌장 : 정용구

건강사회로 가는 길
정의화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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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LECTURE II FRIDAY, OCTOBER 17, 2014

10:50-11:40

Special Lecture lI 【A+B (Grand BallroomⅠ+Ⅱ, 5F)】

Chairperson : Joo-Kyung Sung, M.D.

Kazutoshi Hida 
(Sapporo Azabu Neurosurgical Hospital) 

Surgical managements of Spinal Hemangioblastomas

Chairperson : Young Soo Kim, M.D.

Kang-Du Liou 
(Taipei Veterans Hospital) 

Neuromodulation for chronic pain - experience of 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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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3:40

Luncheon Seminar I 【A (그랜드볼룸Ⅰ, 5F)】

좌장 : 김범태, 이호국

[ 혈관내수술 ]
Endovascular treatment of traumatic vascular injury

LS(I)-A01 Traumatic carotid/vertebral artery dissection
  강동훈 (경북의대) 

LS(I)-A02 Traumatic injury of intracranial vessels 황교준 (서울의대) 

LS(I)-A03 Acute bleeding in craniofacial injury 이재일 (부산의대) 

LUNCHEON SEMINAR I  FRIDAY, OCTOBER 17, 2014

12:00-12:30

Luncheon Symposium  【A (그랜드볼룸 Ⅰ, 5F)】

좌장 : 나영신

Electromagnetic Image Guided Pediatric Neurosurgery
  김승기 (서울의대)
※�후원 : 메드트로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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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3:40

Luncheon Seminar I 【B (그랜드볼룸Ⅱ, 5F)】

좌장 : 고영미

[ 간호사 ]

LS(I)-B01  척추수술 환자의 표준진료지침(clinical pathway)에 따른 계
획된 퇴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정희 (서울아산병원) 

LS(I)-B02  두부 수술 후 삽입한 배액관의 비계획적인 발관을 예방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 및 평가

  윤선희 (서울성모병원) 

LS(I)-B03  RASS를 이용한 뇌신경계환자의 과잉행동(agitation) 관리 
개선활동

  정원제 (삼성서울병원) 

LS(I)-B04  연하곤란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뇌졸중환자의 연하기능에 미
치는 효과

  권미희 (중앙대병원)

LUNCHEON SEMINAR I  FRIDAY, OCTOBER 17, 2014



PROGRAM OF THE 54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OCT 16-19, 2014 55

12:30-13:40

Luncheon Seminar I 【D (오키드Ⅰ, 2F)】

좌장 : 이정일, 조   준

[ 정위기능 ]
Cancer Pain

LS(I)-D01 Pathophysiology, Diagnosis and medical management
  김해유 (인제의대) 

LS(I)-D02 Percutaneous and/or radiofrequency procedures
  김인영 (전남의대) 

LS(I)-D03 Neuromodulative treatment 정현호 (연세의대)

12:30-13:40

Luncheon Seminar I 【C (크래샌더멈, 2F)】

좌장 : 김근수, 김성민

[ 척추 ]
Pseudoarthrosis after spine surgery

LS(I)-C01 Fusion physiology 전형준 (한양의대) 

LS(I)-C02 Radiologic evidence of pseudoarthrosis 김치헌 (서울의대) 

LS(I)-C03 Clinical importance of pseudoarthrosis 문승명 (한림의대) 

LS(I)-C04 How to avoid pseudoarthrosis & Revision technique
  김은상 (성균관의대) 

LUNCHEON SEMINAR I  FRIDAY, OCTOBER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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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3:40

Luncheon Seminar I 【E (오키드Ⅱ, 2F)】

좌장 : 권택현, 김세혁

[ 손상 ]
재난의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LS(I)-E01 History of Disaster Medicine 김용배 (연세의대)
 
LS(I)-E02 Current Status of Korean Trauma Care System
  조원호 (부산의대) 

LS(I)-E03 Disaster Relief System of Korea, Now and Future
  홍정익 (보건복지부) 

LS(I)-E04 Current status of Disaster Medicine in Japan
 Yuich Koido (Natuinal Hospital Organization Disaster Medical Center) 

12:30-13:40

Luncheon Seminar I 【F (아이리스, 2F)】

좌장 : 김대현, 양희진

[ 말초 ]
Surgical Pitfall and Management of Complicated 

Peripheral Nerve Lesions (Case-oriented)

LS(I)-F01 Primary and Secondary Carpal tunnel Syndrome
  이상구 (가천의대) 

LS(I)-F02 Recurrent Cubital Tunnel Syndrome 김승범 (경희의대) 

LS(I)-F03 Surgical approach to Brachial Plexus lesions
  김일섭 (가톨릭의대) 

LUNCHEON SEMINAR I  FRIDAY, OCTOBER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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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3:40

Luncheon Seminar I 【G (포사시아, 3F)】

좌장 : 박문선

[ Women in Neurosurgery ]

LS(I)-G01 How to make a career decision in the field of neurosurgery
  정태영 (전남의대) 

LS(I)-G02  To be a functional neurosurgeon – from a woman's 
perspective

  김은영 (가천의대)
 
LS(I)-G03 To be a vascular neurosurgeon – from a woman's perspective
  심숙영 (인제의대) 

LUNCHEON SEMINAR I  FRIDAY, OCTOBER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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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FRIDAY, OCTOBER 17, 2014

14:00-14:50

Symposium 【A+B (그랜드볼룸Ⅰ+Ⅱ, 5F)】

좌장 : 김오룡

Congress of Neurosurgical Society

SY-01  The organization and the role of Japanese CNS 
  Nobuhiro Mikuni (Sapporo Medical University) 

SY-02  Korean CNS in the future 
  오창완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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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40 A (Grand BallroomⅠ, 5F)

ES(I)-A 

[ VASCULAR · ENDOVASCULAR ]

Chairpersons : Do Hoon Kwon, M.D., Jun Seok Koh, M.D.  

ES(I)-A01  Hemodynamic factor simulation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in real cerebral aneurysms : preliminary result with different boundary 
conditions 

  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1, Department of 

Neurosurgery, Gangnam Severance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2 

  Yufeng Hua1, Hyo Jae Jeon1, Je Hoon Oh1,E Wook Jang2,  

Yeon Soo Choo2, Joonho Chung2, Yong Bae Kim2, Jin Yang Joo2

ES(I)-A02  RNF213 mutation in adults with middle cerebral artery steno-
occlusion  

  Sungkyunkwan University, Samsung Medical Center 

 Je Young Yeon, Kyung-Il Jo, Jong-Soo Kim, Seung-Chyul Hong

ES(I)-A03  Angiographic risk scoring system for postoperative olfactory 
dysfunction following unruptured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aneurysm surge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Jaechan Park

ES(I)-A04  Association Factors of CT Angiography Spot Sign and Hematoma 
Growth in Korean Patients with Acute Spontaneous Intracerebral 
Hemorrhage : A Single-Center Cohort Stud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St. Mary's Hospital1,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2

  Byung Hoo Moon1, Dong Kyu Jang1, Jae Hyun Park2, Yong Min Han1,  

Sang Kyu Park1, Kyung Sool Jang1, Ryoong Huh1, Young Sup Park1,  

Jong Tae Kim1

ES(I)-A05  Endovascular Treatment of Complex Cerebral Aneurysms with a 
Branch Incorporated into the Sac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Dae Won Kim, Sung Don Kang

ENGLISH SESSIONS I FRIDAY, OCTOBER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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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40 B (Grand BallroomⅡ, 5F)

ES(I)-B 

[ TUMOR · PEDIATRIC ]

Chairpersons : Eun-Young Kim, M.D., Seung-Ki Kim, M.D.

ES(I)-B01  Surgical indication and postoperative outcome of suprasellar 
arachnoid cysts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1, The Armed Forces Capital Hospital2

  Ji Yeoun Lee1, Eun Jung Koh1, Jung Won Choi1, Ji Hoon Phi1,  

Seung-Ki Kim1, Byung-Kyu Cho2, Kyu-Chang Wang1

ES(I)-B02  Clinicopathological Significance of N-cadherin and VEGF in 
Advanced Gastric Cancer Brain Metastasis and the Effects of 
Metformin in Preclinical Model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t. Vincent's Hospital

  Young-Il Kim, Jun Young Kim, Dong Hoon Lee, Moon-Seok Kim,  

Joon Huh, Chul Bum Cho, Il Sup Kim, Jae Taek Hong, Jae-Hoon Sung, 

Sang Won Lee, Seung Ho Yang

ES(I)-B03  Genetically engineered Salmonella typhimurium carrying TIMP-2 as 
an anti-invasive therapeutic probe targeting brain tum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wasun Hospital

  Min Wen, Songyuan Li, Woo Youl Jang, Tae-Young Jung, In-Young Kim, 

Kyung-Sub Moon, Shin Jung

ES(I)-B04  Inhibition of Glioblastoma Tumorsphere by Combination of 
2-Deoxyglucose and Metformin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1, KAIST Department of Bio and Brain 

Engineering2

  Euihyun Kim1, Yoon Jee Oh2, Ji Hyun Lee1, Jin Kyoung Shim1,  

Jong Hee Chang1, Sun Ho Kim1, Pil Nam Kim2, Jae Ho Choeong1,  

Seok Gu Kang1

ES(I)-B05  Identification of XAF1 as a novel suppressor of glioblastoma 
progression : Implication for Temozolamide-induced AMPK-
mediated cell death. 

  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1, School of Life Sciences and Biotechnology, 

Korea University2 

  Shin-Hyuk Kang1, Mi Ok Yu1, Kyung-Jae Park1, Dong-Hyuk Park1,  

Kyu-Ha Chung1, Jung-Yul Park1, Yong-Gu Chung1, Sung Gil Ch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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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40 C (Chrysanthemum Room, 2F)

ES(I)-C 

[ SPINE I ]

Chairpersons : Yong Eun Cho, M.D., In Soo Kim, M.D. 

ES(I)-C01  The clinical usefulness of preoperative imaging studies to select 
pathologic level in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 comparative 
analysis of three-position MRI and post-myelographic C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

 Jung-Woo Hur, Kyeong-Sik Ryu, Jin-Sung Kim, Won-Suh Choi 

ES(I)-C02  Quantification of Pediatric Cervical Growth - Anatomical Changes in 
the Sub-axial Sp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St. Mary&1, TheCatholic University 

of Kora CheonJu St. Mary's Hospital2,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t. 

Vincent Hospital3

  Ho Jin Lee1, Jung Jae Lee2, Doo-Yong Choi1, Myung Hoon Shin1,  

Jong Tae Kim1, Jae Taek Hong3

ES(I)-C03  Is it safe the percutaneous pedicle screw fixation after spinal canal 
decompression in Magerl type A3 thoracolumbar burst fractur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Moon-Soo Han, Jae Won Jang, Hyuk Hur, Jung Kil Lee, Soo Han Kim

ES(I)-C04  Intra-Annular Granulation Tissue Syndrome : A Clinical and 
Histological Study of the Vertebral Disc High Intensity Zone (HIZ) 
and the Role of Percutaneous Endoscopic Laser Annuloplasty 
(PELAN) as Specific Therapy with a Two-Year Minimum Follow-up  

 Wooridul Spine Hospital

  Sang Ho Lee, Luigi Andrew Sabal, Jun Seok Bae, Kyung Chul Choi,  

Han Joong Keum, Sang Ha Shin, Yoo Hyun Cha, June Ho Lee, Ho Jin Kim, 

Yong Ahn

ES(I)-C05  The role of hypoxia in the angiogenesis and extracellular matrix 
regulation of intervertebral disc cells during inflammatory reaction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Joo Han Kim, Hong Joo Moon, Youn Kwan Park, Taek Hyun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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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40 D (Orchid RoomⅠ, 2F)

ES(I)-D 

[ SPINE II ]

Chairpersons : Tae-Ahn Jahng, M.D., Byung Gwan Moon, M.D. 

ES(I)-D01  Biomechanical Demands on S2AI Sacral and Pelvic Instrumentation 
in Long Fusion Constructs with and without Interbody 
Supplement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1, Rocky Mountain Scoliosis & Spine2

  Seong Yi1, Do Heum Yoon1, Shay Bess2 

ES(I)-D02  Correlation study between postoperative lumbar lordosis(LL) and 
patients' pelvic incidence(PI) for normal global sagittal balance in 
patients who have lumbar flatback deformity with global sagittal 
imbalance.  

 Kyung-Hee University

 Sung-Min Kim, Dae-Jin Jo

ES(I)-D03  Reoperation after 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PELD) in 135 patients 

  Busan Wooridul Spine Hospital1, Wooridul Spine Hospital2

  Hyeong-Seok Oh1, Byeong-Wook Hwang1, Sang-Ho Lee2,  

Sang-Joon Park1, Sang-Jin Lee1

ES(I)-D04  Effect of teriparatide on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in patient 
with osteoporosis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1, Bundang Jaesaeng Hospital2

 Keungnyun Kim1, Pyounggu Cho2

ES(I)-D05  Facet Joint Preserving, Unilateral Approach, Bilateral Splitting 
Ligamentum Flavectomy (UBSF) for Degenerative Lumbar Spinal 
Stenosis 

  Sun Han Hospital1, Yeong Gwang General Hospital2,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3

  Hyeun Sung Kim1, Sung Hun Jeong1, Kun Soo Jang2, Hee Sun Wang3, 

Chang Il Ju3, Seok Won Kim3, Seung Myun Lee3, Ho Shi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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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40 E (Orchid RoomⅡ, 2F)

ES(I)-E 

[ FUNCTIONAL^NEUROTRAUMA^PERIPHERAL^GERIATRIC^PAIN ]

Chairpersons : Se-Hyuck Park, M.D., Hyung Sik Hwang, M.D. 

ES(I)-E01  Objective assessment of sensibility in patients undergoing endoscopic 
carpal tunnel decompression  

  Hallym University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Dong-Ho Kim, Soo-A Nam, Se-Hyuck Park

ES(I)-E02  Minimal Medial Epicondylectomy and In Situ Decompression for 
Cubital Tunnel Syndrom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St. Mary's Hospital

  Doo-Yong Choi, Myung Hoon Shin, Ho Jin Lee, Young Sup Park,  

Jong Tae Kim

ES(I)-E03  Cortical neuronal loss after chronic prenatal hypoxia : A comparative 
laboratory study  

  Chosun University Hospital

 Dong Am Park, Seok Won Kim, Hui Sun Wang, Sung Myung Lee

ES(I)-E04  Clinical consideration of elevated serum amylase and lipase levels on 
admission to the neurosurgical intensive care unit.  

   Hallym University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Jin Seo Yang, Yong-Jun Cho, Suk Hyung Kang, Hyuk Jai Choi

ES(I)-E05  Clinical and radiological factor for chronic subdural hematoma 
recurrence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Yoon Gyo Jung, Eal Ma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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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A (Grand BallroomⅠ, 5F)

ES(II)-A 

[ VASCULAR · ENDOVASCULAR ]

Chairpersons : Hyeon Seon Park, M.D., Jae Chan Park, M.D.  

ES(II)-A01  Essential Microsurgical Steps for Paraclinoid Aneurysms 
  Bundang Jesaeng General Hospital 

 Seung Hun Sheen, Han Kyu Kim, Bong Sub Chung

ES(II)-A02  Safety of surgery in pregnancy-related hemorrhagic strokes : A single-
center experience of 20 years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

  So Yeon Kim, Jeong Han Kang, Hong Jun Jeon, Keun Young Park,  

Jae Whan Lee, Seung Kon Huh, Kyu Chang Lee

ES(II)-A03  Thromboembolic Event detected by Diffusion Weighted MRI After 
Coil Embolization of Cerebral Aneurysms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Hospital

  Jae-Sang Oh, Dong-Ho Seo, Hye-Ran Park, Jai-Joon Shim,  

Seok-Mann Yoon, Jae-Won Doh, Hack-Gun Bae, Kyeong-Seok Lee,  

Il-Gyu Yun

ES(II)-A04  Clinical utility of CT angiography for estimating sylvian cistern type 
in aneurysm surger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St. Mary's Hospital

  Hoon Kim, Jung Hyun Park, Min Woo Baik, Young Woo Kim,  

Seong-Rim Kim, Ik Seo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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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ESSIONS II FRIDAY, OCTOBER 17, 2014

17:00-18:00 B (Grand BallroomⅡ, 5F)

ES-II-B

[ TUMOR · PEDIATRIC ]

Chairpersons : Eui Kyo Seo, M.D., Sang Weon Lee, M.D.

ES(II)-B01  Critical microsurgical landmarks and essential surgical tactics for the 
successful removal of petroclival meningiomas.

  Bundang Jesaeng Hospital

 Han Kyu Kim, Jong Won Choi, Seung Hun Sheen, Bong Sub Chung

ES(II)-B02  Surgical outcomes of Brain Metastasis from Lung cancer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Hridayesh Pratap Malla, Bong Jin Park, Seok Keun Choi,  

Seung Bum Kim, Tae Sung Kim, Bong Arm Rhee, Young Jin Lim

ES(II)-B03  Selection of management and postoperative visual outcome according 
to surgical approaches in trigonalmeningioma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wasun Hospital 

  Le Nguyen DuyKhuong, Shin Jung, Tae-Young Jung, Kyung-Sub Moon, 

In-Young Kim

ES(II)-B04  Transcondylar Fossa Approach for cerebellopontine angle and ventral 
brainstem lesions : Microsurgical experiences and avoidance of 
complication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St. Mary's Hospital 

 Young-Min Han, Wan-Soo Yoon, Dong-Sup Chung

ES(II)-B05  Extended translabyrinthine approach for giant medial acoustic 
neuromas. 

 Bundang Jesaeng Hospital 

 Je Beom Hong, Han Kyu Kim, Seung Hun Sheen, Bong Sub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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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ESSIONS II FRIDAY, OCTOBER 17, 2014

17:00-18:00 C (Chrysanthemum Room, 2F)

ES(II)-C 

[ SPINE I ]

Chairpersons : Ki Hong Cho, M.D., Yong Tae Jung, M.D. 

ES(II)-C01  Clinical anatomy of the hypoglossal nerve and the hypoglossal canal 
for the surgery of the upper cervical sp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t. Vincent's Hospital1, Rush University2 

  Jae Taek Hong1, Howard An2, Alex Espinoza2 

ES(II)-C02  Radiological and clinical changes after cervical total laminectomy 
without instrumentations : more than five years follow up

  Kyung-Hee University Medical Center1,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2

  Sung Bum Kim1, Bong Jin Park1, Young Jin Lim1, Tae Sung Kim1,  

Bong-Arm Rhee1, Sung Min Kim2

ES(II)-C03  Analyses for Factors Affecting the Subsidence after stand-alone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to single-level degenerative 
cervical diseas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yuk Hur, Jung Kil Lee, Jae Won Jang, Soo Han Kim, Seung Hoon Jung, 

Jae Hyoo Kim

ES(II)-C04  Percutaneous vertebroplasty and balloon kyphoplasty for patients 
with metastatic compression fracture : Analysis of clinical factors 
affecting pain improv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1, Korea National Cancer Center2

  Jin Woo Bae1, Ho-Shin Gwak2, So Hee Kim2, Jung Nam Joo2,  

Sang Hoon Shin2, Heon Yoo2, Seung Hoon Lee2

ES(II)-C05  Efficacy of a short plate with an oblique screw trajectory for anterior 
cervical plating : A comparative study with a two-year minimum 
follow-up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Jong-Hwa Park, Seung-Jae Hyun, Chang-Hyun Lee, Ki-Jeong Kim,  

Jin S Yeom, Tae-Ahn Jahng, Hyun-Jib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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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ESSIONS II FRIDAY, OCTOBER 17, 2014

17:00-18:00 D (Orchid RoomⅠ, 2F)

ES(II)-D 

[ SPINE II ]

Chairpersons : Hyun Chul Shin, M.D., Jung Kil Lee, M.D. 

ES(II)-D01  A practical MRI grading system for migrated lumbar disc herniation.  
 Wooridul Spine Hospital

  Yong Ahn, Luigi Andrew Sabal, Sang Ho Lee, Ho Kim, Hee-Young Oh,  

Jae-Eun Park, Wei Chiang Liu, Hyeon Sun Park

ES(II)-D02  Foraminoplastic superior vertebral notch approach with reamer in 
PELD (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 Technical note 
and Clinical outcome in limited indications of PELD.  

 St. Peter's Hospital

  Chul-Woo Lee, Kang-Jun Yoon, Sang-Soo Ha, Joon-Ki Kang,  

Byeong-Wook Shin, Ji-Ho Jun

ES(II)-D03  Transforaminal 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for very 
high-grade migrated disc herniation : an advanced surgical technique 
and preliminary results 

  Wooridul Spine Hospital

  Yong Ahn, Sang Soo Eun, Luigi Andrew Sabal

ES(II)-D04  The usefulness of screw integral PEEK cage instead of conventional 
cage in an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ALIF)  

 Busan Wooridul Spine Hospital1, Wooridul Spine Hospital2

  Hyeong-Seok Oh1, Hyung-Chang Lee1, Sang-Ho Lee2,  

Byeong-Wook Hwang1, Sang-Joon Park1, Sang-Jin Lee1

ES(II)-D05  Revision surgery for rectifying of lumbar interspinous device failure  
  The Leon Wiltse Memorial Hospital1, Inha University Hospital2

  Dong Hwa Heo1, Seung Hwan Yoon2, Ji Yong Kim2, Choon Keun P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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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ESSIONS II FRIDAY, OCTOBER 17, 2014

17:00-18:00 E (Orchid RoomⅡ, 2F)

ES(II)-E  

[ FUNCTIONAL^NEUROTRAUMA^PERIPHERAL^GERIATRIC^PAIN ]

Chairpersons : Chang Hwa Choi, M.D., Se-Hoon Kim, M.D. 

ES(II)-E01  A comparative study of single session stereotactic radiosurgery 
and hypofractionated stereotactic radiosurgery in the treatment of 
meningiomas.  

  Dong-A University Medical Center

 Kyung-Ho Jeong, Kyung-Soo Sung, Young-Jin Song, Ki-Uk Kim

ES(II)-E02  Long-term results of Motor Cortex Stimulation in Chronic, Intractable 
Neuropathic Pai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1, Eulji University 

of Nowon Eulji Hospital2,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t. Vincent's 

Hospital3

  Byung-chul Son1, Sang-Woo Ha1, Deog-Ryeong Kim2, Sang-Won Lee3,  

Sin Soo Jeun1

ES(II)-E03 Clinical experience with Novalis SRS for vestibular schwannomas 
  Soonchunhyang Universigy Cheonan Hospital

  Hye-ran Park, Hack-Gun Bae, Seok-Mann Yoon, Il-Gyu Yun,  

Kyeong-Seok Lee, Jae-Won Doh, Jai-Joon Shim

ES(II)-E04  Changes of Psychological Parameters after Transplantation of Fetal 
Neuronal Dopamine Precursor Stem Cells into Postcommissural 
Putamen : a Preliminary Report    

 CHA University CHA Bundang Medical Center 

 Min Soo Kim, Joo Pyung Kim, Kyung Gi Cho, Sang Sup Chung

ES(II)-E05  Hemifacial spasm recurrence after microvascular decompression : is 
it a failure or delayed cure?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Seung Hwan Lee, Jun Seok Koh, Hee Sup Shin, Sung M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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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SATURDAY, OCTOBER 18, 2014

08:00-09:00

TOPIC 【A+B (그랜드볼룸Ⅰ+Ⅱ, 5F)】

좌장 : 문창택, 고   용

의료계 방향 및 신경외과 보험정책 

SY(II)-01 의료계 정책 변화

  권덕철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 

SY(II)-02  미래 의료와 의료 정책의 변화, 그리고 신경외과 
  박현선 (인하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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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09:50

Special Lecture lII 【A+B (그랜드볼룸Ⅰ+Ⅱ, 5F)】

Chairperson : Dong Ho Kim, M.D.

Takashi Maruyama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Clinical Trials of Autologous Formalin-Fixed Tumor Vaccine for Newly 
Diagnosed Glioblastoma

Chairperson : Choong Hyun Kim, M.D.

Béchir Jarraya 
(University of Versailles) 

From Monkey Brain to Patient Brain: How Can Primate Neuroscience 
Research Translate into Neurosurgical Innovation

SPECIAL LECTURE III  SATURDAY, OCTOBER 18, 2014

10:10-10:30

 【C (크래샌더멈, 2F)】

좌장 : 신형진

신경외과 의사들을 위한 스마트 폰 앱 소개  
  최병관 (부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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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30 A (그랜드볼룸Ⅰ, 5F)

FP(I)-A

[ 혈관 · 혈관내 ]

좌장 : 김재민, 안재성

FP(I)-A01  우회로 수술 후 발생한 과관류 증후군의 자기공명영상 소견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박정현, 김  훈, 김영우, 김성림, 백민우, 박익성

FP(I)-A02 실비안열내 혈종을 가진 파열된 중뇌동맥류 수술에서 혈종제거율의 중요성

 인하대학교병원 

 심유식, 현동근, 오세양, 박현선, 김은영, 윤승환, 박형천

FP(I)-A03  중증 급성 뇌경색의 기계적 혈전제거술에 있어 두가지 다른 전략의 임상 

결과 비교

 경북대학교병원1, 경북대학교병원 신경과2, 경북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3

 강동훈1, 박재찬1, 황정현1, 손원수1, 황양하2, 김용선3

FP(I)-A04 결찰술 후 재발하거나 불완전하게 결찰된 뇌동맥류의 치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임동준, 하성곤, 최종일, 김상대, 김세훈, 김범준

FP(I)-A05  테리온 개두술 후 전두-측두부 결손에 대한 Medpore 삽입물을 이용한 성

형복원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한영민, 박상규, 장동규, 장경술

FP(I)-A06 원위 내경동맥의 등쪽 동맥류에 대한 형태적 비교 분석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이상원, 송근성, 손동욱, 성순기, 김영하, 김영수

FP(I)-A07  스텐트보조하코일색전술 후 지연성 허혈성뇌졸중 예방을 위한 적정 항혈

소판제 사용기간은?

  분당 서울대학교병원1, 뉴고려병원2, 에스포항병원3, Makati Medical Center4, Dr 

Sutomo General Hospital5 

  황교준1, 권오기1, 김정균2, 송경선2, 이영진3, Jay B. Villavicencio4,  

Nur Setiawan Suroto5, 박남미1, 박수주1, 정은아1

FP(I)-A08  파열된 배부 내경동맥 소혈종 뇌동맥류 치료에서 외과적 치료와 혈관내수

술 치료간의 비교 결과 - 15증례

 분당 서울대학교병원1, 서울대학교병원2 

 방재승1, 오창완1, 권오기1, 황교준1, 김정은2, 강현승2, 문종언1, 김택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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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30 B (그랜드볼룸Ⅱ, 5F)

FP(I)-B 

[ 종양 · 소아 ]

좌장 : 나영신, 이채혁

FP(I)-B01  우리의 편견인가, 그들의 편견인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1, 서울대학교병원2,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3 

 왕규창1, 최정원2, 이지연2, 피지훈3, 김승기2

FP(I)-B02 비정형 유기형/간상 종양에 대한 Disulfiram의 항암효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김승기, 최승아, 최정원, 왕규창, 피지훈, 이지연, 박경덕, 엄다영, 박성혜

FP(I)-B03 정맥동을 침범한 뇌수막종 수술 결과와 이를 통한 교훈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한문수, 문경섭, 정태영, 장우열, 김인영, 정  신

FP(I)-B04 상시동 주위 뇌수막종의 수술적 치료의 성과

 경희대학교병원

 장세훈, 박봉진, 최석근, 김승범, 김태성, 이봉암, 임영진

FP(I)-B05  고령의 뇌수막종 환자의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위험인자와 수술 여부 결

정과의 상관관계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이광준, 정  신, 김인영, 문경섭, 정태영, 장우열

FP(I)-B06 악성신경교종의 진단을 위한 11C-methionine PET 섭취의 다양한 파라미터

 화순 전남대학교병원1,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2

 정태영1, 권성영2, 민정준2, 정  신1, 김인영1, 장우열1, 문경섭1

FP(I)-B07  자기공명영상에서 종양에 침범되지 않은 뇌실벽의 5-aminolevulinic acid 

유래 형광 발현의 조직학적 의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문주형, 김의현, 장종희, 김선호, 강석구

FP(I)-B08  새롭게 진단된 교모세포종에서 표준 치료를 완료한 이후 관찰되는 조영증

강 병변의 의의

 서울대학교병원 

 김성권, 서영범, 김진욱, 김용휘, 박철기, 김동규, 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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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30 C (크래샌더멈, 2F)

FP(I)-C 

[ 척추 ]

좌장 : 장일태, 송근성

FP(I)-C01  Urological complications and problems after spinal surgery.

 경희대학교병원1, 강동 경희대학교병원2

 김승범1, 박봉진1, 임영진1, 김태성1, 이봉암1, 김성민2

FP(I)-C02  경피적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이용한 흉요추 및 요추부 전이성 척추암

에 의한 불안정성 치료 : 예비보고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이원재, 이선호, 김은상, 어  환

FP(I)-C03  백서의 난소절제 골다공증 모델에서 생체분해성 hydroxyapatiite 코팅 나

사못의 효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제훈, 임수빈, 양상미, 신원한

FP(I)-C04 갑상선암의 척추 전이 환자에서 수술 후 결과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선춘, 장웅규

FP(I)-C05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인접부위 골절의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 : 고령의 골다골증 환자에 있어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효용성

 단국대학교병원

 이세민, 오시혁, 윤경욱, 윤정호, 고정호, 김영진, 조준성, 이상구, 김영준

FP(I)-C06 내시경 고주파온열치료를 통한 천장관절통의 치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최원서, 김진성

FP(I)-C07  환축추 불안정에 대한 일측의 환추 측괴-축추 뿌리 나사못 고정술 : 양측

과의 비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1, 한양대학교 서울병원2

 박정우1, 전형준2, 오석전2, 고  용2, 김영수2, 백광흠2, 이형중2, 변형수2, 한명훈2

FP(I)-C08 흉추 및 요추에서 lamina screw를 이용한 후궁성형술

 서울대학교병원1,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2

 양승헌1, 김치헌1, 박성배2, 정천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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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30 D (오키드Ⅰ, 2F)

FP(I)-D 

[ 정위기능 · 신경손상 · 말초신경 · 노인 · 신경통증]

좌장 : 손병철, 윤승환

FP(I)-D01  Clarity 기법을 이용한 신경손상 후 병리기전 연구 및 후보물질 발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혜영, 이혜란, 하  윤, 이  성, 신동아

FP(I)-D02  경증 두부 외상 후 발생한 초기 비수술 급성 경막하 출혈 환자에서 지연성 

천공 배액술의 위험 인자 분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1, 고려대학교 안암병원2, 고려대학교 구로병원3

 김범준1, 박경재2, 박동혁2, 임동준1, 권택현3, 정용구2, 강신혁2

FP(I)-D03  만성 경막하 출혈 환자에서의 재발과 관련된 인자 분석 : 368명의 수술적 

치료 환자 보고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김준학, 문종언, 김택균, 안성열, 황교준, 권오기, 방재승

FP(I)-D04 신경외과 환자관리에서 기관절개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박종현, 황선철, 여동규, 신동성, 정제훈, 임수빈, 김범태

FP(I)-D05  자가골의 고압증기멸균은 두개골성형술 이후 발생하는 수술 부위 감염의 

위험인자이다 - 단일기관 감사 결과

 강원대학교병원 

 위성현, 김강민, 이은혜, 장동환 ,김인경, 이승진, 김지하, 김충효, 박승우

FP(I)-D06 신경통근육위축증의 중증 신경병성 통증에서 척수신경자극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손병철, 하상우, 전신수

FP(I)-D07  운동피질자극술의 통증 조절기전에 있어 입쪽 무과립성 뇌섬엽에 대한 작

용기전 연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현호, 신재우, 김진형, 장진우

FP(I)-D08 체열검사에서 경추/요추 신경근병증은 항상 저체온을 보이는가?

 가천의대 길병원 

 손  성, 이상구, 김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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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F (아이리스, 2F)

메드트로닉 주관 

[ HANDS O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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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2:40 A (그랜드볼룸Ⅰ, 5F)

FP(II)-A 

[ 혈관 · 혈관내 ]

좌장 : 홍승관, 김영준

FP(II)-A01  비파열성 대뇌동맥류의 결찰술 후 발생한 원위부 혈류의 감소 : 재수술 및 

그 결과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박원형, 안재성, 권병덕

FP(II)-A02  뇌경색 환자에서 Intra-arterial Thrombectomy 후 발생하는 뇌실질의 고

음영에 대한 고찰

 을지대학교병원 

 정승영, 이중근, 손희언, 위승복, 박문선

FP(II)-A03  치료하지 않은 해면정맥동 동정맥루 환자에서의 증상변화와 연관된 혈관

조영술의 소견 변화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최재호, 조경일, 연제영, 김건하, 김종수, 홍승철, 전  평

FP(II)-A04  경계선 양의 자발성 뇌기저핵 출혈에서 네비게션을 이용한 도관 삽관술의 

이점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병원

 추연수, 정준호, 김용배, 장이욱, 주진양

FP(II)-A05  급성 및 아급성 경막하혈종의 원인으로서 small berry aneurysm의 가능성

 경희대학교병원

 최석근, 장세훈, 박봉진, 임영진, 김태성, 이봉암, 김성민

FP(II)-A06 근위 중뇌동맥륭에 대한 코일 색전술 : 다기관 후향 연구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1, 분당 서울대학교병원2, 울산대학교병원3, 인제대학교 부

산백병원4

  진성철1, 이선일1, 권오기2, 권순찬3, 박은석3, 김성태4, 정영균4, 정해웅4,  

김정수1, 김해유1, 장지환1, 최병삼1, 이승준1

FP(II)-A07  Modified lateral supra-orbital approach without temporal muscle 

incision

 원광대학교병원 

 박지민, 김대원, 강성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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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2:40 B (그랜드볼룸Ⅱ, 5F)

FP(II)-B 

[ 종양 · 소아 ]

좌장 : 정진명, 양국희

FP(II)-B01  원발성 교모세포종 장기생존자의 예후인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 차움병원2,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병원3, 인천국제성

모병원4

  노태훈1, 오민철1, 김의현1, 심규원1, 김동석1, 최중언2, 김선호1, 이규성3,  

서창옥1, 조재호3, 김세훈1, 조진모4, 장종희1

FP(II)-B02  항혈관내피성장인자인 베바시주맙 치료후 재발성 교모세포종의 진행유형 

분석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김병섭, 설호준, 남도현, 이정일, 공두식

FP(II)-B03 뇌 전이를 가진 폐 선암 환자의 VEGF와 MMP2의 발현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김  준, 김인영, 정  신, 문경섭, 정태영, 장우열

FP(II)-B04  운동피질을 포함하는 전이성 뇌종양에서 감마나이프 치료 후 발생하는 신

경학적 변화

 아주대학교병원

 김세혁, 최현용

FP(II)-B05  크기가 큰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분할적 방사선수술의 효과와 안전성 : 단

일기관 전향적 코호트 연구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정원주, 박재홍, 이은정, 김정훈, 김창진, 조영현

FP(II)-B06  내시경적 경비중격 양비공 경접형동 접근법 : 수술후 조기 동비로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정 기법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1,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2

 홍상덕1, 남도현2

FP(II)-B07 재발성 중추신경계 혈관모세포종의 임상경험

 화순 전남대학교병원1,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2

 이광준1, 정태영1, 김인영1, 정  신1, 장우열1, 문경섭1, 김슬기2

FP(II)-B08 거대 송과체 부위 종양의 수술 술기

 분당 제생병원

 홍제범, 김한규, 신승훈, 정봉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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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2:40 C (크래샌더멈, 2F)

FP(II)-C 

[ 척추 ]

좌장 : 김우경, 임수빈

FP(II)-C01  간소세포암 척추 전이의 수술적 치료 결과 및 예후 인자에 관한 연구

 국군일동병원1,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2

 이민호1, 이선호2, 김은상2, 어  환2

FP(II)-C02  골다공증성 후만증에서 나사못과 갈고리 고정술을 이용한 후방경유 절골

술의 치료결과

 강동 경희대학교병원1, 본 신경외과의원2

 조대진1, 임재관2, 김강산2, 류  방1, 김성민1

FP(II)-C03 척추성 경수증을 가진 고령환자에서 후궁 성형술의 효과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권오익, 손두경, 손동욱, 김영수, 김영하, 성순기, 이상원, 송근성

FP(II)-C04 한개의 기관에서 치료한 척추추간판염에 대한 후향적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조용재, 김상진, 서의교

FP(II)-C05  DBM을 채운 PEEK 케이지를 이용한 독립형 전방요추유합술의 임상적 및 

영상의학검사 소견상 결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최원서, 류경식

FP(II)-C06  고도 탈출증 (High-grade migration) 디스크에 대한 내시경치료의 성적비교

 광주 우리들병원

 문성준, 김태호, 김재성, 전효철

FP(II)-C07  신경외과 의사로서 요추수술 후 발생한 요통이나 하지통 치료를 위한 척

수신경자극술

 중앙보훈병원

 김현곤, 오한산, 오형석, 오인호, 김태완, 박관호

FP(II)-C08  증상을 유발하는 부분석회화 디스크에서 석회화 부유술을 이용한 경피적 

내시경하 디스크 제거술

 선한병원1, 영광종합병원2, 조선대학교병원3

 김현성1, 정성헌1, 장근수2, 왕희선3, 주창일3, 김석원3, 이승명3, 신  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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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2:40 D (오키드Ⅰ, 2F)

FP(II)-D 

[ 정위기능 · 신경손상 · 말초신경 · 노인 · 신경통증]

좌장 : 이무섭, 박인성

FP(II)-D01 뇌방사선수술에서 셋업오차에 따른 선량 차이 분석

 울산대학교병원

 허성백, 박성호, 박준범, 박은석, 권순찬, 여인욱, 심홍보

FP(II)-D02  뇌실내 출혈을 동반한 시상부위의 뇌출혈에서 stereotactic 방식을 통한 

뇌내 출혈 도관 삽입과 뇌실내 도관 삽입 수술의 효능

 CHA의과대학 분당차병원

 노성현, 김민수, 김주평, 정상섭

FP(II)-D03  뇌심부자극술에 따른 하드웨어와 관련된 합병증 중 short circuit과 IPG 

malfunction에 관한 증례보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김영구, 나영철, 장원석, 정현호, 장진우

FP(II)-D04 삼차신경통과 반측안면경련의 흔하지 않는 원인

 동래봉생병원

 성승언, 이상훈, 주상욱, 최유석, 박강화

FP(II)-D05  상완신경총 적출손상에 의한 환상지통에서 척수후근진입부 절제술로 인

한 환상지의 변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1, 을지대학교 노원을지병원2

 손병철1, 하상우1, 김덕령2, 전신수1

FP(II)-D06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감마나이프 및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의 방사선

량 분포의 특성에 대한 비교분석 및 임상적 의의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이정민, 이도희, 박재홍, 이은정, 김정훈, 권도훈, 김창진, 조영현

FP(II)-D07 청년층의 반측성 안면 경련에 대한 수술적 치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김영구, 나영철, 장원석, 정현호, 장진우

FP(II)-D08 치매 쥐 모델에서 태반 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신경보호효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지현, 정다운, 장원석, 장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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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14:00

Luncheon Seminar II 【A (그랜드볼룸Ⅰ, 5F)】

좌장 : 허필우, 오창완

[ 혈관 ]
Acute ischemic Stroke의 수술적 치료

LS(II)-A01  Role of Embolectomy in Acute ischemic Stroke
  박재찬 (경북의대) 

LS(II)-A02  Role of Early Surgical revascularization in Acute ischemic 
Stroke

  박현선 (인하의대) 
LS(II)-A03  Role of Decompressive Craniectomy in Acute ischemic 

Stroke
  임동준 (고려의대)

LUNCHEON SEMINARS II  SATURDAY, OCTOBER 18, 2014

12:50-14:00

Luncheon Seminar II 【B (그랜드볼룸Ⅱ, 5F)】

좌장 : 이창훈, 김정훈

[ 종양 ]
Special considerations in the management for gliomas

LS(II)-B01 JCOG clinical trials for WHO grade III gliomas
  Takashi Maruyama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LS(II)-B02 Management for unusual gliomas 황정현 (경북의대) 

LS(II)-B03 Patient-derived brain tumor xenografts (I)
  남도현 (성균관의대) 

LS(II)-B04 Patient-derived brain tumor xenografts (II)
  강석구 (연세의대)



PROGRAM OF THE 54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OCT 16-19, 2014 81

LUNCHEON SEMINARS II  SATURDAY, OCTOBER 18, 2014

12:50-14:00

Luncheon Seminar II 【C (크래샌더멈, 2F)】

좌장 : 송시헌, 이일우

[ 소아 ]
Chiarimalformation : controversy of the current 

management

LS(II)-C01 What's matter in Chiarimalformation 나영신 (울산의대) 

LS(II)-C02 Philosophy of surgical treatment 김동석 (연세의대) 

LS(II)-C03 Treat the patients? Treat the MRI? 왕규창 (서울의대) 

12:50-14:00

Luncheon Seminar II 【D (오키드Ⅰ, 2F)】

좌장 : 오성훈

[ 통증 ]
Update on Challenging Pain Fields

LS(II)-D01 Functional approach to fibromyalgia syndrome
  최세환 (서울성모신경외과의원) 

LS(II)-D02 CRPS & other neuropathic pain syndrome
  이상복 (가톨릭의대) 

LS(II)-D03 Cancer pain 고도일 (고도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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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14:00

Luncheon Seminar II 【E (오키드Ⅱ, 2F)】

좌장 : 정천기, 김기욱

[ 신경중환자 ]
Management of NICU patients

LS(II)-E01 RICP management in NICU patients 이형중 (한양의대) 

LS(II)-E02 Ventilator care in NICU patient
  김관형 (가톨릭의대 호흡기내과) 

LS(II)-E03 Fluid & Electrolyte management in NICU patient
  이상호 (강동 경희대병원 신장내과) 

12:50-14:00

Luncheon Seminar II 【F (아이리스, 2F)】

좌장 : 김영백, 나형균

[ 노인 ]
Contemporary Controversial Issues in Geriatric 

Neurosurgery

LS(II)-F01 뇌혈관질환 박익성 (가톨릭의대) 

LS(II)-F02 뇌종양 정   신 (화순 전남의대) 

LS(II)-F03 척추질환 성주경 (경북의대) 

LS(II)-F04 정위, 통증 및 기능 박정율 (고려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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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5:30 A (그랜드볼룸Ⅰ, 5F)

B

SS(I)-A 

[ 혈관 · 혈관내 ]

좌장 : 정영균, 박익성

SS(I)-A01  혈소판기능검사에 따른 항혈소판제 전처치가 코일색전술의 혈색전합병증

을 줄일 수 있는가? : 전향적 무작위할당 임상연구

  분당 서울대학교병원1, 세명기독병원2, Makati Medical Center3, Vicente Sotto 

Memorial Medical Center4

  황교준1, 권오기1, 허  원2, 이진수2, Jay B. Villavicencio3, 안성열1, 김준학1,  

장준영1, Reynaldo Benedict Villamor Jr4, 박수주1, 박남미1, 정은아1

SS(I)-A02  스텐트 도움 색전술 후 모동맥의 변화에 대한 장기간의 경과 결과 : 스텐

트 내막 비후는 지속적인 소견인가?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이상원, 송근성, 손동욱, 성순기, 김영하, 김영수

SS(I)-A03 혈전 동맥류의 치료 전략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전홍준, 강정한, 김소연, 박근영, 이재환, 허승곤, 이규창

SS(I)-A04  급성 동맥경화성 혈관 폐색에서 혈관 문합술 후 발생하는 일과성 신경학

적 손상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진성철, 이선일, 김정수, 김해유, 최병삼, 이승준, 진성진, 장지환

SS(I)-A05  경막경유 유입동맥을 가진 표재성 뇌 동정맥기형의 임상 및 방사선학적 

특징과 감마나이프 수술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반유창, 구해원, 연제영, 이정일, 김종수, 홍승철

SS(I)-A06 급성 뇌경색에서 응급 뇌혈관우회술의 타당성과 효용성

 동아대학교 의료원

 박현석, 나현욱, 최재형, 강명진, 차재관, 허재택

SS(I)-A07 성인모야모야병 환자에 대한 복합 혈관문합술의 장기간 결과 분석연구

  서울대학교병원1,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2, 분당 서울대학교병원3,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4,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5

  조원상1, 김정은1, 강현승1, 반승필1, 김창현1, 손영제2, 방재승3, 오창완3,  

팽진철4, 손철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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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5:30 B (그랜드볼룸Ⅱ, 5F)

SS(I)-B 

[ 종양 · 소아 ]

좌장 : 이선일, 문재곤

SS(I)-B01 두개골 골형성술의 수술 결과 : 고정기간의 최소화에 대한 제안

 서울대학교병원1,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2

 최정원1, 이지연1, 피지훈1, 김승기1, 최태현2, 김석화2, 왕규창1

SS(I)-B02 뇌실복강간 단락술 후 재수술환자의 임상적 분석

 경북대학교병원

 김명수, 박만규, 박기수, 박성현, 황정현, 황성규

SS(I)-B03 교모세포종의 영상학적 표현형 및 유전자형을 이용한 영상 - 유전체 분석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공두식, 설호준, 이정일, 남도현

SS(I)-B04  MGMT 유전자 촉진체의 메틸화를 동반한 교모세포종 환자의 예후에 대

한 UTX-MLL4 복합체의 후생유전학적인 역할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김영준, 이은희, 김규홍

SS(I)-B05 치료에 응하는 교모세포종 게놈의 진화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1, 서울대학교병원2, 삼성 생명과학 연구소, 난치암 사업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3, 삼성 생명과학 연구소, 난치암 사업단, 삼성융합의과학원4, 삼성 

생명과학 연구소, 난치암 사업단, 삼성융합의과학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5

 김병섭1, 박철기2, 김진국3, 조희진4, 공두식1, 설호준1, 이정일1, 남도현5

SS(I)-B06 원발성 교모세포종 환자에서의 수지상 면역치료 : 예비 보고

 CHA의과대학 분당차병원

 임재준, 조경기

SS(I)-B07  성인 모양세포성 성상세포종의 방사선 치료 후 악성경과 : 단일기관 58명

의 환자에 대한 후향적 분석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최민선, 김정훈, 김창진, 강신광, 김상준, 조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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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5:30 C (크래샌더멈, 2F)

SS(I)-C 

[ 척추Ⅰ]

좌장 : 김상진, 이승명

SS(I)-C01  불수의 운동형 뇌성 마비와 정상 대조군에서 축추 이하 경추의 형태학적 

특징에 대한 비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김준영, 이동훈, 김문석, 김영일, 허  준, 조철범, 김일섭, 양승호, 성재훈,  

이상원, 홍재택

SS(I)-C02 술전 위약감이 있는 환자의 척추 수술간 수술중 신경생리감시의 성공률

 부산대학교병원1, 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2

 이재민1, 한인호1, 김환수1, 남경협1, 최병관1, 이가현2

SS(I)-C03 척수병증 환자에서 후종인대 골화증의 3차원적 측정의 유용성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2

 이  남1, 윤도흠1, 김긍년1, 하  윤1, 이  성1, 신현철2, 신동아1

SS(I)-C04 경장근에 발생한 석회화 건염 : 11 례 경험

 미래로21병원

 정인호

SS(I)-C05  두 분절의 경추 퇴행성 질환에서 경추 추간판 전치환술과 단독 cage를  

이용한 경추 전방고정술, Hybrid 수술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비교분석

 나누리병원

 김경훈, 우종윤, 김상목, 조태구, 임재현, 장일태

SS(I)-C06 류마티스 환자에서의 환축추 아탈구의 유병률 및 병의 진행 위험요소

 한양대학교 의료원

 나민균, 전형준, 오석전, 고  용, 김영수, 백광흠, 이형준, 변형수, 한명훈

SS(I)-C07 동결건조 동종이식골을 이용한 화농성 척추염의 수술적 치료

 경상대학교병원

 윤종원, 강동호, 박  현, 이철희, 황수현, 정진명, 한종우, 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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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5:30 D (오키드Ⅰ, 2F)

SS(I)-D 

[ 척추Ⅱ]

좌장 : 도재원, 노성우

SS(I)-D01  Whole spine CT와 X-ray를 이용한 global spine alignment 변화의 비교

분석 : cervical alignment의 생리적, 상호 변화의 비교 분석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김문석, 이동훈, 김준영, 김영일, 허  준, 조철범, 김일섭, 양승호, 성재훈,  

이상원, 홍재택

SS(I)-D02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에서 척추체 성형술 후 잔여통증에 관한 연구

 구로 참튼튼병원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2

 지규열1, 오창현1, 신동아2, 윤영설2, 김긍년2

SS(I)-D03  유한요소 해석방법을 이용한 새로 디자인된 관절 고정 임플란트와 기존의 

고정방법간의 생체역학적인 특성 비교

 광주과학기술원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2

 최지수1, 신동아2, 김소희1

SS(I)-D04 중증 성인 측만증에서 측방 척추간 유합술을 이용한 단계적 교정

 충남대학교병원1, 유씨 샌프란시스코 메디컬센터 정형외과2

 최승원1, 버댓 데비렌2

SS(I)-D05  수술후 합병증, 케이지 위치 및 시상정렬의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 : 최소

침습 경사측방접근 척추체 유합술 (MIS-OLIF) 대 최소침습 측방접근 척추

체 유합술 (MIS-DLIF)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류경식, 허정우, 김진성, 최원서

SS(I)-D06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한 세가지 경추부 인공관절 치환술 후의 생체역학적 

비교

  서울 강남우리들병원1, 수원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2, 분당 서울대병원3

 이준호1, 김윤혁2, 이상호1, 장태안3

SS(I)-D07  퇴행성 요추 질환의 치료에서 DLIF 과 후방 기구고정술 후의 시상면과 관

상면의 배열변화 : 방사선학적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김일섭, 홍재택, 김문석, 김준영, 조철범, 양승호, 성재훈,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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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5:30 E (오키드Ⅱ, 2F)

SS(I)-E 

[ 정위기능 ]

좌장 : 김무성, 심재준

SS(I)-E01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시행한 전이성 뇌종양 환자의 미세 전이를 위

한 예측 인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나영철, 김영구, 한방상, 장원석, 장진우, 박용구

SS(I)-E02 감마나이프 수술 시행한 유방암 환자의 표현형과 생존율의 비교

 건국대학교병원

 조  준, 고영초

SS(I)-E03  경두개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 집적술을 이용한 시상절제술

과 내포의 전각 절개술의 영상적 소견의 차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현호, 김영구, 나영철, 장원석, 장진우

SS(I)-E04  뇌심부 자극술 시행시 자기공명 뇌혈관 조영 영상과 컴퓨터 단층촬영 뇌

혈관 조영 영상 간의 정확도 비교

 한양대학교 의료원1, 한양대학교 창의수술기술연구소2

 한명훈1, 김영수1, 장종성2, 박세연2

SS(I)-E05  부인과 종양의 뇌전이에 대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 치료 효과 및 생

존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 분석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신홍경, 이도희, 권도훈, 김정훈, 조영현, 김창진

SS(I)-E06 성공적인 고집적 초음파 뇌수술을 위한 요인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장원석, 김영구, 나영철, 정현호, 장진우

SS(I)-E07  성인의 선천성 근성 사경의 수술 치험 보고 : 6개월 이상 경과관찰한 24례

 메리놀병원

 이건상, 이명기, 김우재, 이성우, 김호상, 김정호, 김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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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5:30 F (아이리스, 2F)

SS(I)-F 

[ 신경손상 · 말초신경 · 노인 · 신경통증 ]

좌장 : 이상훈, 박관호

SS(I)-F01  돼지 척수손상 모델에서의 정위적 척수내 미세전기자극에 의한 하지기능

의 재구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1, 메이요 클리닉2

  정주호1, 피터 그렌2, 얀 해치만2, 그렌트 말로리2, 케빈 베넷2, 켄달 리2,  

루이스 루한2

SS(I)-F02 노인 요추부 신경근통 환자들의 박동성 고주파 치료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한성록, 이승준, 최찬영, 손문준, 이채혁

SS(I)-F03  Curcumin의 MAP kinase signaling pathway를 통한 척추 신경전구세포 

증식의 활성화

 경북대학교병원

 손시훈, 김경태, 성주경, 조대철

SS(I)-F04  저산소 - 신경특이 유전자 발현시스템을 이용한 척수손상의 VEGF유전자 

치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 한양대학교2

 윤여민1, 이혜란1, 곽소정1, 신동아1, 이  성1, 김긍년1, 윤도흠1, 이민형2, 하  윤1

SS(I)-F05 골다공증성 요추압박골절에서 발생하는 신경근병증의 임상적 분석 결과

 조선대학교병원

 채기환, 김석원, 김현성, 주창일

SS(I)-F06  만성 경막하 혈종에서 성별에 따른 머리구조에 따른 발병률 차이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오재상, 이경석, 윤일규, 배학근, 도재원, 윤석만, 심재준

SS(I)-F07 만성경막하 출혈시 술중 생리식염수 세척여부와 관계된 천두술 후 재발률

 부산대학교병원

 김환수, 김동환, 최혁진, 남경협, 조원호, 최병관, 차승헌, 최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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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50 A (그랜드볼룸Ⅰ, 5F)

B

SS(II)-A 

[ 혈관 · 혈관내 ]

좌장 : 임동준, 정진환

SS(II)-A01 뇌동맥류 수술 중 아데노신 유발성 심정지술의 적응증, 용량, 효과와 위험도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이성호, 권병덕, 안재성, 박원형

SS(II)-A02  급성기 뇌졸중 후의 혈중 코펩틴의 예후인자로서의 역할 : 뇌혈관 영역에

서의 메타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한양대학교 의료원1, 한양대학교 의료원 응급의학과2,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3

 최규선1, 정진환1, 이형중1, 김재민1, 김충현1, 임태호2, 김현정3

SS(II)-A03  가성동맥류가 의심되는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코일 

색전술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조기 파열과 이로 인한 결과

 영남대학교 의료원

 정영진, 김종훈, 김상우, 장철훈

SS(II)-A04 성인 모야모야환자의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 및 임상적 결과에 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원태연, 허필우

SS(II)-A05  filter-protected device와 proximal flow blockage device를 이용한 

carotid artery stenting 시 intraprocedural embolism에 대한 MRI 분석

 을지대학교병원1, 을지대학교병원 신경과2

 정승영1, 김재국2, 손희언1, 위승복1, 박문선1

SS(II)-A06 뇌심부에 위치한 해면혈관종의 수술 전략과 결과

 분당 제생병원

 신승훈, 최종원, 김한규, 정봉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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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50 B (그랜드볼룸Ⅱ, 5F)

SS(II)-B 

[ 종양 · 소아 ]

좌장 : 정   신, 권정택

SS(II)-B01  CPEB1이 glioma stem cell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 : downregulation of 

HES1 and SIRT1 expression

  국립암센터 특수암연구과1, 국립암센터 분자종양학연구과2

  윤금룡1, 박건우1, 이정은2, 박주영2, 김태훈1, 김연재1, 이승훈1, 유  헌1,  

김종헌2, 박종배1

SS(II)-B02 분할방사선에 의한 교모세포종 암세포 침윤의 증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2

 강석구1, 유기천2, 이지현1, 심진경1, 김의현1, 장종희1, 김동석1, 김선호1, 이수재2

SS(II)-B03 수모세포종 전이에 있어서 microRNA-192의 역할

 서울대학교병원1,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2, 동국대학교 일산병원3

 양승엽3, 김승기1, 이지연1, 왕규창1, 피지훈2, 최정원1

SS(II)-B04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뇌암 및 말초신경초종양 동물모델의 개발

 국립암센터1, 한국생명공학연구원2, 충남대학교3

 배영기1, 심재갈1, 이정수2, 김철희3, 홍은경1, 유  헌1, 이승훈1

SS(II)-B05 악성신경교종에서 ZEB-1의 역활 : 세포주와 임상데이타와의 차이

 화순 전남대학교병원1,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병리과2

 오세정1, 이경화2, 안은정1, 김  옥2, 정  신1, 이재혁2, 문경섭1

SS(II)-B06  아바스틴과 저산소조건에서 발현되는 자살유전자 결합치료가 척수종양치

료에 미치는 상승효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차려화, 곽소정, 윤여민, 신동아, 이  성, 김긍년, 윤도흠, 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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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50 C (크래샌더멈, 2F)

SS(II)-C 

[ 척추Ⅰ]

좌장 : 염진영, 박승원

SS(II)-C01 미분화 척삭종의 배양 세포주의 특성

 한국원자력의학원

 장웅규, 박명진

SS(II)-C02  척추내 분열을 가진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환자에서 시멘트 강화술 

시행 후 재붕괴와 관련된 인자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정동문, 임승철, 노성우, 전상용

SS(II)-C03 척추수술 중 신경생리학적 모니터링에 대한 체계적 고찰

 순천향대학교병원

 박형기, 허준영, 황재찬, 장재칠, 김라선, 박석규, 조성진

SS(II)-C04 척추에 발생한 원발성 및 전이성 육종의 수술적 치료 : 24례의 분석 결과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남택민, 이선호, 김은상, 어  환

SS(II)-C05 특발성 성인 키아리 증후군에서 수술적 치료 결과

 서울대학교병원1, 분당 서울대학교병원2

 김치헌1, 정천기1, 김현집2, 장태안2

SS(II)-C06 퇴행성 추간판 토끼 모델에서 탯줄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

 CHA의과대학 분당차병원1, CHA의과대학 의생명공학과2

 한인보1, 안종찬2, 이수홍2, 원근수1, 조경기1, 정상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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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50 D (오키드Ⅰ, 2F)

SS(II)-D 

[ 척추Ⅱ]

좌장 : 박진규, 장웅규

SS(II)-D01  하부 요추 추간판 제거술 후 지속되는 신경근병증에 대한 제5번 요추 횡

돌기 절제술의 유용성

 조선대학교병원

 주창일, 박동암, 이승명, 신  호, 김석원, 왕희선

SS(II)-D02 요추 퇴행성 전방전위증은 반드시 유합술이 필요한가?

 굿스파인병원

 이정표, 박진규, 권영이, 안영상

SS(II)-D03  추간판 조영술 후 요추 추간판 퇴행성 변화의 장기 추적 관찰 결과 : 단일 

기관에서의 최소 5년 이상 추적 관찰 결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류경식, 김진성, 최원서

SS(II)-D04  단일분절 요추부 퇴행성 질환에서의 SynfixⓇ을 이용한 단독 전방 요추체

간 유합술과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의 비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이정환, 조정기

SS(II)-D05 측방 경유 척추 고정술에서 wide cage의 임상 및 영상학적 결과

 중앙대학교병원

 김신재, 박승원, 김영백, 이영석

SS(II)-D06  고식적 경신경공요추유합수술 (TLIF)과 최소침습 유합수술의 메타분석 : 

방사선 노출에 따른 위험의 정량분석

 건양대학교병원1, 경희대학교 공과대학2

 이창현1, 김광표2, 김현우1, 김홍래1, 이철영1, 김종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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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50 E (오키드Ⅱ, 2F)

SS(II)-E 

[ 정위기능 ]

좌장 : 백선하, 허   륭

SS(II)-E01  신경병성 통증에 대한 후외복측핵에 대한 뇌십부자극술 : 신경병성 통증

에 대한 치료로 200Hz자극이 130Hz자극보다 유용한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2

 김진형1, 이성은2, 신재우1, 김성준2, 장진우1

SS(II)-E02 유인원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고정밀 MRI 뇌정위 장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1, 메이요 클리닉2

 정주호1, 민훈기2, 케빈 베넷2, 켄달 리2

SS(II)-E03  치료불응성 강박장애 환자에 대한 경두개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강도 초

음파 집적술을 이용한 양측 내포의 전각 절개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현호, 김영구, 나영철, 장원석, 장진우

SS(II)-E04 특발성 삼차 신경통에 대한 1차 혹은 2차 치료로서의 고주파 신경근 절제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나영철, 장원석, 정현호, 장진우

SS(II)-E05  파킨슨 병 치료에 있어서 편측성 자기공명영상 유도 고집적 초음파 시술

을 통한 담창구 절제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나영철, 장원석, 정현호, 장진우

SS(II)-E06  편측안면경련 환자의 수술 중 테프론 감압 이전 근전도상 측면전파가 소

실된 증례에서의 수술적 치료 결과

 경희대학교병원

 임승훈, 박봉진, 최석근, 김승범, 김태성, 이봉암, 임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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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50 F (아이리스, 2F)

SS(II)-F 

[ 신경손상 · 말초신경 · 노인 · 신경통증 ]

좌장 : 이영배, 안영환

SS(II)-F01 만성경막하 혈종의 재발예측인자로서의 혈압양상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1, 서울지방 병무청2

  정영하1, 최종욱2, 오지웅1, 김소현1, 홍순기1, 허  철1, 변진수1, 황  금1,  

조성민1, 김종연1, 김선진1

SS(II)-F02 지연적으로 수술하게된 급성경막외 혈종의 임상분석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강지인, 오지웅, 김소현, 홍순기, 허  철, 변진수, 황  금, 김종연, 조성민, 김선진

SS(II)-F03  척수손상 후 신경학적 기능 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인간 추간판 세포 유래 

유도만능줄기세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 CHA의과대학2

 오진수1, 이강인2, 유영상1, 김형택2, 윤도흠1, 하  윤1, 황동연2

SS(II)-F04 척수손상이 없는 경추 후관절골절의 치료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조용재, 김상진, 서의교

SS(II)-F05  좌골신경 압착손상으로 제작된 백서 신경병증성 통증 모델에서 VEGF를 

발현하는 신경줄기세포의 통증감소 및 신경재생효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혜란, 윤여민, 이혜영, 신동아, 이  성, 김긍년, 윤도흠, 하  윤

SS(II)-F06  퇴행성디스크세포의 생존력을 높임으로 퇴행을 구제하는 항염증 감초추

출물

 셀앤바이오1, 강남베드로병원2

 임선기1, 윤강준2, 하상수2, 심영보2, 강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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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SUNDAY, OCTOBER 19, 2014

08:10-09:30

Session I 【D+E (오키드Ⅰ+Ⅱ, 2F)】

좌장 : 김영백

치매-01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박용숙 (중앙의대)
 
치매-02  치매의 진단 : 인지기능 검사 및 해석 - MMSE 및 신경심리  

검사(SNSB) 중심으로 - 
  이형중 (한양의대) 

09:45-11:05

Session II 【D+E (오키드Ⅰ+Ⅱ, 2F)】

좌장 : 최낙원

치매-03 일상생활능력 치매의 행동심리 증상  
  장원석 (연세의대) 

치매-04 치매의 영상검사 및 감별진단  
  김성호 (영남의대) 

11:20-12:40

Session III 【D+E (오키드Ⅰ+Ⅱ, 2F)】

좌장 : 이  언

치매-05 치매 중증도 평가  
  박정율 (고려의대) 

치매-06 치매특별등급의의 및 의사소견서 작성  
  김희진 (한양의대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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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프로그램 SUNDAY, OCTOBER 19, 2014

08:10~10:10

 【C (크래샌더멈, 2F)】

좌장 : 박성균

개원의-01 SNS를 이용한 신규환자 창출 및 관리  
  이창호 (리얼메디 대표) 

개원의-02  신경외과의사가 알아야 할 이명에 대한 진실  
  한병인 (두신경과의원 원장)

개원의-03 통증클리닉 개원  
  양승민 (에스신경외과의원 원장)

개원의-04 진료현장의 어려운 환자 및 보호자 대응법  
  고한경 (법무법인 나무 변호사)

10:30~11:30

비수술치료 개요 【C (크래샌더멈, 2F)】

좌장 : 박정율

개원의-05 Pain pathophysiology for clinicians  
  김주한 (고려의대) 

개원의-06 RF Neurotomy for Sacroiliac Joint Pain  
  신동아 (연세의대)

개원의-07 Current standard of spinal interventions  
  김일섭 (가톨릭의대)

개원의-08  Remnant Pain after Vertebroplasty in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 Role of Zygoapophysial Joint 

  지규열 (구로 참튼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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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프로그램 SUNDAY, OCTOBER 19, 2014

11:30~12:30

비수술치료 개론 【C (크래샌더멈, 2F)】

좌장 : 오성훈, 이상구

개원의-09  The effect of epiduroscopic laser decompression for various 
conditions including ruptured herniated lumbar disc

   조보영 (연세바른병원) 

개원의-10  Percutaneous Lumbar Extraforaminotomy with Foraminal 
Ligament Resection - New Surgical Technique

  박경우 (광혜병원)

개원의-11  Unilateral Biportal Endoscopic Decompression for Lumbar 
Stenosis : Technical Note and Perioperative, Clinical 
Outcomes

  엄진화 (수원 윌스기념병원)

개원의-12 US guided spinal interventions  
  허  철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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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양측성 만성 경막하 혈종의 임상 양상에 관한 연령별 비교 및 고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차경호, 박동혁, 박경재, 강신혁, 조태형, 정용구

P-002 노인환자에서 위내시경 중 발생한 뇌간출혈 - 증례보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정대영, 조근태

P-003  Nurick Grade 5 퇴행성 경추 척수병증 노인 환자에서 전방 경추 추간판 절

제와 골유합술 후 보행 회복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정대영, 조근태

P-004  노인성 만성 경막하 혈종 수술 후 임상 결과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자들

 경북대학교병원

 한민희, 박기수, 박성현, 황정현, 김경태

P-005  중등도의 두부 외상에서 고령층과 초고령층간의 급성 뇌경막하 출혈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결과 및 예후 비교 

 대구 파티마병원

 임태섭, 이정호, 서상준, 이윤수, 류기영, 강동기

P-006 급성 골다공성 압박골절의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 후에 발생한 단마비 

 분당 제생병원  

 이주형, 오성한, 조평구, 정봉섭 

P-007  골다공성 골절 노인 환자에서 골절 재발에 대한 골절위험도 예측프로그램의 

유용성     

 분당 제생병원 

 신재식, 조평구, 오성한, 최종원, 정봉섭

P-008 자기공명영상에서의 뇌위축을 보이는 외뇌수종 - 증례발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김주현, 강신혁, 박경재, 박동혁, 박정율, 정용구

P-009 고혈압성 뇌출혈에서의 역학 인자 : 연령에 따른 비교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우성웅, 김재훈, 김덕령, 강희인, 문병관, 이승진, 김주승

P-010 상완신경총 감압으로 치료한 Madelug씨 병 1례  

 서울대학교병원1,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2

 배진우1, 양희진2, 박성배2, 손영제2, 이상형2, 정영섭2

P-011  A Case of Guillain-Barré Syndrome after Novel Swine-origin Influenza A 

(H1N1) Infection in a Patient with a Ruptured Cerebral Aneurysm 

 대구 파티마병원

 박진학, 이윤수, 서상준, 이정호, 류기영, 강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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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2 폐쇄공주변의 폐쇄신경에 대한 형태학적 연구  

 순천향대학교병원

 황재찬, 장재칠, 박형기, 배학근, 이광수

P-013 Tarsal Tunnel Syndrome을 유발한 말초신경에 발생한 신경초종    

 분당 제생병원

 송정원, 오성한, 조평구, 정봉섭

P-014 손가락 쳐짐 증상으로 발현된 신경통성 근위축증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한지훈, 조용준, 양진서, 강석형, 최혁재

P-015 깊은 종아리 신경에서 발생한 신경초종에서의 신경자극에 따른 체열검사 결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2

 유승준1, 이상훈2, 장호열1

P-016 상완신경총에 발생한 유건종 

 단국대학교병원

 김형찬, 오시혁, 윤경욱, 윤정호, 고정호, 김영진, 조준성, 이상구, 김영준

P-017 의인성 총 비골 신경 손상의 외측 비복신경 이식술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양진서, 조용준, 강석형, 최혁재

P-018  소아 수모세포종환자에서 방사선치료 후 진행성 다발성 해면상 혈관종 - 증

례보고 

  화순 전남대학교병원1,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소아과2,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병리과3,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4

 채용현1, 정태영1, 백희조2, 이경화3, 김슬기4

P-019   bobble-head doll 증후군을 가진 터키안장상부 지주막낭종의 내시경적 천

공술 - 증례보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김기홍, 김해민

P-020  영아에서 발생한 경막하 농흉의 치료 - 증례보고 

 전남대학교병원

 정민호, 주성필, 장재원, 이정길, 김태선, 김재휴, 김수한 

P-021  정신병적 증상으로 발현된 거미막밑 낭종과 진행하는 경막하 뇌수종 환자의 

증례보고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이용건, 성순기, 이상윤, 김영수, 김영하, 이상원, 송근성

P-022 자세성 사두증에서의 헬멧 치료의 효과

 중앙대학교병원 

 서진석, 박용숙, 권정택, 민병국, 남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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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3 조산 신생아에서 조모-뇌실내출혈의 위험인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김광렬, 정상원, 김동원 

P-024 급성 뇌경막하 혈종에 동반된 반응성혈소판증가증 - 증례보고 및 문헌 고찰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하병진, 김충현, 정진환, 김재민, 류제일

P-025 만성 경막하 혈종 수술 후 동일 부위에 급속히 커진 외상성 경막하 낭종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이영배

P-026 두개골성형술후 비염증 자가본 흡수 치험례

 서울의료원

 김승필, 장세연, 공민호, 송관영, 강동수, 김정희, 김두수

P-027 경수 신경 차단술 후 발생한 사지마비를 동반한 경수 경막하 혈종 - 증례보고 

 조선대학교병원

 주창일, 박동암, 채기환, 왕희선, 이승명

P-028 공압식 못총에 의한 두부외상 

 인하대학교병원

 심유식, 현동근, 오세양, 박현선, 김은영, 윤승환, 박형천

P-029  만성 경막외혈종에 대한 Burr-hole Craniostomy 후의 급성 두개내혈종 및 

재발에 관련된 인자 

 서울대학교병원1, 국립암센터2

 방창환1, 이수언1, 유   헌2

P-030 만성 경막하 출혈에서 두개골 천공술 도중 발생한 급성 경막상 출혈 

 을지대학교 노원을지병원

 김대인, 김덕령, 김재훈, 강희인, 문병관, 김주승

P-031 만성경막하 출혈의 재수술률에 대한 비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정호중

P-032 수두증과 Arnold-Chiari malformation에서 동반한 presyrinx - 증례보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박종현, 황선철, 김범태

P-033  손 위생 이행률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이 집중치료실 병원감염률에 미치는 

효과 : 단일병원의 경험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1, 제주대학교병원2 

 이창섭1, 김민수2, 강영준1, 김흥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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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34  Spinal subdural haematoma concurrent with cranial subdural 

haematoma - a case report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1,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2

 김동호1, 조병문1, 이종영1, 박세혁1, 오세문1, 문재곤2

P-035 조가비핵 출혈 환자의 시방선에 대한 확산 텐서 영상 소견

  영남대학교 의료원1,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2, 영남대학교 이공대학 물리치료학과3,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학교실4

 정환수1, 서정표2, 장철훈1, 정영진1, 권용현3, 장성호4, 김성호1

P-036  신경외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횡문근 융해증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증가된 간 

아미노기전이효소의 타당성과 신뢰성 

 가천의대 길병원

 최수용, 김진욱, 김명진, 이기택, 유찬종

P-037  뇌출혈 환자에서 diffuse tensor image study를 통해 뇌수두증이 뇌실주위 

회백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의료원1, 영남대학교 의료원 재활의학과교실2 

 박수동1, 장성호2, 장철훈1, 정영진1, 여상석2, 김성호1

P-038 자기장에 의한 단락 압력의 변화 

 서울의료원

 박희승, 공민호, 송관영, 강동수, 김정희, 장세연

P-039 Solitaire stent를 이용한 기계적 혈전제거술의 임상경험

 예수병원

 박상수, 이용우, 신우람, 김효준, 공태식, 신동규, 권창영

P-040  The Efficacy of Titanium Burr Hole Cover for Reconstruction of Skull 

Defect after Burr Hole Trephination of Chronic Subdural Hematoma 

 대구 파티마병원

 임태섭, 이윤수, 서상준, 이정호, 류기영, 강동기

P-041  A case of subdural and epidural abscess with lysis of lyodura after 

decompressive craniectomy with duraplasty 

 대구 파티마병원

 박진학, 서상준, 이윤수, 이정호, 류기영, 강동기

P-042 두개골절 환자의 외상후 두개내 결핵성 경막하 고름집

 강원대학교병원

 이은혜, 김지하, 김충효, 김인경, 김강민, 류영준, 이승진

P-043 만성 경막하혈종의 배액량과 관련인자 분석

 인하대학교병원

 김지용, 현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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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4 급성기 뇌손상환자에게 있어서 pupillometer의 유효성 및 임상적 유용성

 건국대학교병원

 박정구, 문창택, 송상우

P-045 두부 외상후 발생한 두개강내 기질화 혈종

 중앙보훈병원

 김현곤, 오한산, 오형석, 오인호, 김태완, 박관호

P-046 경추 활액낭종에 의한 급성 신경병증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한지훈, 조용준, 양진서, 강석형, 최혁재

P-047  외상성 경막 수종 환자에게 있어서 만성 경막하 혈종 발생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안준형, 장인복, 송준호, 오재근, 김지희

P-048 복시 및 난치성 두개 안면 통증으로 발현된 섬유 이형성증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이호준, 신일영, 황형식, 최  일

P-049 경추 극상돌기 과증식과 경추통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예수병원

 김효준, 신동규, 신우람 

P-050 한국형 통증평가 프로토콜(Modified Korean Version of SF-36) 제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박정율, 박경재, 이장보, 박동혁, 정용구, 서중근

P-051 안전하고 성공적인 추간공경유 경막외신경차단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박정율, 박경진, 박경재, 이장보, 서중근

P-052  미골통 환자에서 초음파 영상과 피부 표식을 이용한 초음파유도 미추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법 - 기술 소고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허  철, 조성민, 김종연, 변진수, 홍순기

P-053 경추 방사통으로 오인된 흉막염에 의한 연관통에 관한 증례 

 나누리병원

 우종윤, 임재현, 장일태

P-054 원인미상의 삼차신경통의 경피적풍선압박술 후에 외전신경마비

 메리놀병원

 김우재, 이명기, 이건상, 이성우, 김호상, 김정호, 김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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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5  경추부 경막외 신경 성형술 중 시행한 수액을 이용한 유착박리 및 신경공 확

장술의 효용성 

  MH우리병원1, 서울 강남우리들병원2,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3

 조형래1, 배준석2, 이상복3, 허필우3, 조경석3

P-056  경추 신경공 경유 경막외강 스테로이드 주사 후 발생한 Brown Sequard 증

후군  

 CHA의과대학 분당차병원

 원근수, 한인보, 조경기, 정상섭

P-057 뇌하수체미세선종의 감마나이프수술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이영서, 김무성, 이원희, 표세영, 정용태

P-058 일차성 뇌교출혈 환자에서의 전산화단층촬영 유도하 정위적 혈종흡인술 2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이영서, 이원희, 김성태, 이근수, 표세영, 정영균, 정용태, 김무성

P-059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에서 실시간 CT scan을 이용한 척수 신경 자극

기 삽입술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김동신, 최혁재, 양진서, 강석형, 조용준

P-060 감마나이프수술을 4,000명 시행하면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천동현, 김무성, 이원희, 김성태, 이근수, 표세영, 정영균, 정용태

P-061 유방암의 뇌전이 환자에서 복합치료 

 건국대학교병원

 전유성, 조  준, 고영초

P-062 원발성 두개강내 섬유육종의 감마나이프 치료 

 건국대학교병원 

 이충남, 조  준, 고영초, 송상우

P-063 Essential Tremor 환자에 대한 시술 전후의 인지과제 MEG 연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 한국표준과학연구원2 

  황수정1, 김봉수1, 장원석1, 정현호1, 나영철1, 김영구1, 김기웅2, 권혁찬2, 이용호2, 

장진우1

P-064  소뇌교각 뇌수막종에 대한 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 후 발생하는 종양주변 부

종과 혼돈되는 뇌간부의 고혈압성 뇌증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안성배, 김영구, 나영철, 장원석, 정현호, 장진우, 박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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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65  192 IgG-saporin을 이용한 치매동물 모델에서 medial septum의 심부뇌자

극술에 의한 시간에 따른 기억력 회복 효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다운, 이지현, 장원석, 장진우

P-066  척추동맥에 의해 발생한 안면연축에서의 Tachocomb을 이용한 미세혈관감

압술의 예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최재혁, 황용순, 신준재, 김태홍, 신형식, 박상근

P-067 안면경련증을 유발한 VA-PICA 동맥류의 수술적 치료 - 증례보고 

 아주대학교병원

 이성호, 안영환

P-068 경추부 방사통 환자에서 박동성 고주파 치료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한성록, 이승준, 최찬영, 손문준, 이채혁

P-069  전에 와우이식받은 전신 근긴장이상 환자에서 양측성 담창구 신경자극술의 

성공적인 이식 - 증례 보고

 메리놀병원

 이명기, 이성우, 김우재, 이건상, 김호상, 김정호, 김윤석

P-070  연축성 후방 사경에서 측방 사경이 동반된 환자에서 선택적 말초신경차단술

후 성공적인 치험례 

 메리놀병원

 이건상, 이명기, 김우재, 이성우, 김호상, 김정호, 김윤석

P-071 위암으로 인한 전이성 뇌암에 대한 감마 나이프 방사선 수술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권도훈, 이성호, 이도희, 정성균

P-072 같은날 시행한 정위적 낭종 흡인과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이원희, 김성태, 이근수, 표세영, 정영균, 정용태, 김무성

P-073 난소암에서 전이된 뇌종양에 대한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 

 경북대학교병원

 박성현, 황정현, 황성규

P-074 말안장결절 부위의 뇌수막종에 의한 시신경 천공 증례 : 수술시 위험성

 서울대학교병원1,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2 

 박성철1, 이상형2

P-075 전두개와에서 발생한 원발성 두개내 거대점액종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진환, 최규선, 류제일, 김재민,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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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76 흉추에 발생한 비정형적 Erdheim chester disease 

 중앙보훈병원

 오한산, 김현곤, 오형석, 오인호, 김태완, 박관호

P-077 외상 후 발생한 뇌하수체졸중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김장훈, 강신혁, 박경재, 박동혁, 정용구

P-078 후두 경추부의 불안정성을 동반한 큰 구멍의 수막종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이호준, 황형식, 신일영, 최  일

P-079 뇌실질을 침범한 다발성 골수종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이호준, 황형식, 신일영, 최  일

P-080 접형동에 발생한 이소성 뇌하수체선동 - 증례보고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김도형, 최찬영, 이채혁 

P-081 후두와까지 침범한 거대 두개내인두종 - 증례 보고

 CHA의과대학 분당차병원

 한재성, 임재준, 조경기 

P-082 시야장애와 두통을 동반한 전상돌기 점액종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권순영, 황용순, 신형식, 김태홍, 신준재

P-083 다발성 교모세포종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이상건, 신일영, 황형식, 최  일, 이호준

P-084 분류되지 않는 신경교종의 증례

 한국원자력의학원

 김태겸

P-085 두개골을 침범한 뇌수막종으로 오인한 중추신경계의 림프종 - 증례보고

 한양대학교 구리병원1, 중앙보훈병원2 

 류제일1, 김충현1, 김재민1, 정진환1, 박관호2

P-086 터어키안 주위에서 발생하는 비전형적 종양  

 건국대학교병원

 박동선, 고영초, 송상우

P-087  두개강내 뇌수술에 있어서 Medtronic Stealth Viz 프로그램을 이용한 섬유

로 네비게이션의 간단한 임상적 적용 

 동아대학교 의료원

 정경호, 성경수, 김기욱, 송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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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88  삼차신경을 통한 뇌교종의 진행성 침윤 및 이로 인한 천막상,하 양측 침범 

종양 - 증례보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권우근, 권택현, 정흥섭, 김종현, 박윤관, 김주한, 문홍주

P-089 악성변환 없이 재발된 출혈성 미만성 성상교종 

 을지대학교병원

 백현주, 김승민, 박문선, 정승영, 박기석, 이도성

P-090 척추공동증을 동반한 척수의 혈관아세포종 - 증례 보고 

 CHA의과대학 분당차병원

 이승욱, 임재준, 조경기

P-091 A Case report - Desmoid tumor with Gardner's syndrome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김장훈, 박경재, 박동혁, 강신혁, 정용구

P-092 두개골에도 영향을 준 이뮤노글로블린지4와 연관된 비대형 경수막염

 경북대학교병원

 이영섭

P-093 다형성신경교종과 유사한 초기 염증단계의 시상 농양 

 가천의대 길병원

 유병래, 이기택

P-094 전두골에 발생한 해면상 혈관종 - 증례보고 및 문헌 고찰 

 화순 전남대학교병원1,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병리과2 

 류현승1, 문경섭1, 이경화2, 정  신1

P-095 가족성 뇌실내 지주막낭종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한진솔, 박경재, 강신혁, 정용구, 박정율, 박동혁

P-096 후방 경부 종괴의 pseudosarcomatous 병변과 같은 결절 근막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김정수, 이선일, 김해유, 진성철, 장지환, 최병삼, 이승준

P-097 림프구성 뇌하수체염의 드문 사례 - 증례발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2

 김주현1, 문홍주2, 김종현2, 김주한2, 권택현2, 박윤관2, 정흥섭2

P-098 뇌종양수술후 합병된 대뇌정맥혈전증 

 건국대학교병원

 박동선, 고영초, 송상우

P-099  내시경적 경비강 경접협동 수술에서 뇌척수액 유출을 방지하는 단계적 재건

술의 수정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1,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2,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3

 박재현1, 최재호2, 김영일3, 김성원1, 홍용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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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0  인터페론-베타를 분비하는 인간 골수 유래 줄기세포와 테모졸라마이드를 혼

합한 신경교종의 치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박재현, 유충헌, 전신수

P-101  식도의 편평상피암종으로부터 기원한 뇌수막 및 광범위 골용해 전이에 대한 

증례보고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백승철, 김충현, 정진환, 김재민

P-102 마미총에 발생한 곁신경절종 

 중앙보훈병원

 김현곤, 오한산, 오형석, 오인호, 김태완, 박관호

P-103 치매에 의한 증상으로 오인된 급속 진행형의 다발성 교모 세포종 

 서울의료원

 김성훈, 공민호, 송관영, 강동수, 김정희, 장세연

P-104 희소돌기아교세포종 수술 후 발생한 자발성 뇌내출혈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김태현, 황용순, 신준재, 김태홍, 신형식, 박상근

P-105 척추의 연골 육종 2례 

 충남대학교병원

 정은오, 염진영, 송시헌, 고현송, 김선환, 최승원, 권현조

P-106 소뇌뇌교각의 거대 축외 혈관아세포종양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한영민, 윤완수, 정동섭

P-107 뇌하수체 거대 종양과 비슷한 일차성 신경절 아세포종

 조선대학교병원

 김재호, 김종규, 주창일

P-108  폰-히펠-린다우병이 없는 54세 여성에서 발생한 연수 혈관모세포종증 - 증

례보고 

 건국대학교병원

 박동선, 고영초, 송상우

P-109 신경절교종의 치료와 결과 : 단일기관 16명 환자에 관한 고찰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송제영, 김정훈, 조영현, 이은정

P-110 경정맥공 신경집종으로 오인된 연골육종 - 증례보고

 건양대학교병원

 김홍래, 이창현, 이철영, 김현우, 정철구,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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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1 연수막 암종증 - 3명의 증례보고

 중앙대학교병원

 김진범, 권정택

P-112 두개강내에 발생한 원발성 연골 육종 - 증례보고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박정현, 승원배, 정주호, 박용석

P-113 두개 내 수술 후 발생한 낭종을 동반한 이물육아종 - 2례 

 충남대학교병원

 주민욱, 김선환, 송시헌, 염진영, 고현송, 최승원, 권현조

P-114 간암의 사대 전방으로의 전이 - 증례보고 

 메리놀병원

 김정호, 이성우, 김우재, 이건상, 김호상, 김윤석, 이명기

P-115  청신경 수초종에 대한 다분할 사이버나이프 수술 - 단일 기관 48 증례를 통

한 결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이광수, 박형기, 황재찬, 김라선, 박석규, 조성진, 장재칠

P-116 삼차신경초종 제거에 대한 다양한 수술적 접근 방법  

 을지대학교병원

 김승민, 이중근, 이도성, 박기석, 정승영, 박문선

P-117 소뇌교뇌각에 발생한 다형교모세포종 - 증례보고 및 문헌 고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지혜, 정규하, 문홍주, 김주한, 박윤관, 정흥섭, 권택현

P-118 뇌전두엽을 침범한 교모세포종 양상의 악성말초신경초종양 - 2례

 충북대학교병원

 한재혁, 박영석, 민경수, 이무섭, 김영규, 김동호

P-119  다각적 영상학적 기술로 감별되지 않는 다중-뇌내재출혈 유발성 뇌연수막 

전이 

 고려대학교병원

 정규하, 이지혜, 문홍주, 강신혁, 김주한, 박윤관, 정흥섭, 권택현

P-120 갑상선암의 두개강내 전이 : 임상양상과 예후 

 화순 전남대학교병원1,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병리과2

 김영진1, 문경섭1, 이경화2, 장우열1, 정태영1, 김인영1, 정  신1

P-121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의 뇌실내 전이 - 연속증례 

 경북대학교병원

 박기수, 박성현, 황성규, 황정현

P-122 척추 다발성 골수종의 두개내 연수막 전이 - 증례보고 

 경희대학교병원

 임승훈, 박봉진, 최석근, 김승범, 김태성, 이봉암, 임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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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3 Bacitracin이 U87-MG 악성신경교종세포 침윤과 이동에 대한 억제작용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이송원, 류향화, 장우열, 정태영, 김인영, 문경섭, 정  신

P-124 자궁 평활근 육종의 뇌 전이 - 증례보고  

 메리놀병원

 김윤석, 이성우, 김우재, 이건상, 김호상, 김정호, 이명기

P-125 폐암을 제외한 악성 종양에서 기원한 전이성 뇌종양의 수술적 치료의 성과

 경희대학교병원

 장세훈, 박봉진, 최석근, 김승범, 김태성, 이봉암, 임영진

P-126  수술 후 제 4 뇌실에 발생한 뇌실내 혈관증식성 뇌수막종의 뇌척수액을 통

한 전이 및 재발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한문수, 정  신, 김인영, 문경섭, 정태영, 장우열

P-127 경두개골 접근법을 통한 안와내 신경초종의 성공적인 치료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한문수, 정  신, 김인영, 문경섭, 정태영, 장우열

P-128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 진단에 있어 침습적인 수술적 진단방법을 보완할 

특수 뇌 자기공명영상 진단방법에 대한 고찰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김영진, 정  신, 김인영, 문경섭, 정태영, 장우열

P-129  척수내 종양과 염증성 척수 질환에서의 임상적, 영상의학적 및 실험실 결과

에 따른 감별 진단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무성, 조용은

P-130 두개강내 혈관주위세포종 치료에서 수술 후 방사선 치료의 역할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이은정, 김정훈, 조영현, 홍석호, 김창진

P-132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 발생한 급성 편측 발목마비

 대구 우리들병원1, 서울 강남우리들병원2

 장금준1, 강민수1, 이상호2, 권윤광1, 신용환1, 백운기1

P-133  CT 유도하 흡인은 요추 디스크 제거술후 경막외공기로 유발된 신경근병증

을 해결할 수 있다. 

 대구 우리들병원1, 서울 강남우리들병원2

 장금준1, 권윤광1, 이상호2, 강민수1, 신용환1, 백운기1

P-134 병적 압박골절에 대한 척추성형술 이후 바늘길을 통한 전이  

 건양대학교병원1, 분당 서울대학교병원2

 이창현1, 이준우2, 현승재2, 김기정2, 장태안2, 김현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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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5 894명의 PET CT를 이용한 한국인에서의 척추 인대 골화증의 유병률 연구

 동아대학교 의료원

 이상민, 권영민

P-136  외상 병력 없는 환자에서 척추 유합술 후 시행한 인접 부위 유합술 시 이전 

나사못 제거 후 발생한 이전 척추 유합 부위의 척추체 골절 - 두가지 증례 

 나누리병원

 조태구, 우종윤, 김상목, 임재현, 장일태

P-137  급성 마비를 유발한 자발성 척수내 경막하 출혈환자의 수술적 치료 - 2 case 

보고 

 울산대학교병원

 심홍보, 박은석, 박준범, 권순찬, 여인욱

P-138 인후두부에 발생한 농양과 유사한 소견을 보이는 석회와 건염 - 2례 보고

 울산대학교병원

 심홍보, 박은석, 박준범, 권순찬, 여인욱

P-139 요추부 수술후 급격히 악화된 척추증성 척수병증 - 증례 보고 

  한양대학교 구리병원1, 한양대학교 서울병원2,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3

 최규선1, 전형준2, 백광흠2, 류제일1, 이형중2, 김동원3

P-140  추골동맥 고리 압박에 의한 경수 신경증병증에 대한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신경감압술 - 증례보고 

 조선대학교병원

 주창일, 김재호, 김석원, 신  호, 김현성

P-141 척추성형술의 지연성 합병증 : 외상 후의 유출된 경막외 PMMA 의 경막내 관통 

 나누리병원

 김상목, 김진욱, 임재현, 장지수, 장일태

P-142 요추관 협착증을 악화시킨 황색인대 수종 - 증례보고 

 CHA의과대학 분당차병원

 원근수, 한인보, 조경기, 정상섭

P-143 제1 경추 부위 척수에 발생한 척수내 낭종 1례 

 서울대학교병원1,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2

 이희승1, 양희진2, 박성배2, 손영제2, 이상형2, 정영섭2

P-144 추간판내출혈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 - 증례보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권우근, 김주한, 문홍주, 박윤관, 정흥섭, 권택현, 김종현

P-145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족하수증과 배뇨장애로 발현된 요추관협착증 - 증례 

보고 

 국립중앙의료원

 김태관, 전형배, 좌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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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6 제2-4경추 전방의 돌출된 큰 골극으로 인한 연하곤란 

 원광대학교병원

 김태윤, 박종태, 엄기성, 김대원, 문성근, 강성돈, 김태영

P-147  2 level 이상의 경추 후방 추간공절개술의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결과 : 3년 

추적관찰 

 윌스기념병원

 이동근, 박춘근, 이동찬, 황장회

P-148 흉수 4번에 있는 해면혈관종의 제거 

 원광대학교병원

 박종태, 김태윤, 박지민, 엄기성, 김대원, 문성근, 강성돈, 김태영

P-149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의 경추 후궁 성형술과 전방 척추 유합술 간에 경

추 시상면 정렬의 변화 비교 : 장기 추적 결과 

 분당 제생병원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2

 조평구1, 신동아2, 김긍년2, 윤도흠2, 하  윤2

P-150 경추 척추경 나사못 고정 시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 복합 수술의 유용성

  울산대학교 강릉아산병원1, 가톨릭대학교 응용해부연구소2 

 김문규1, 유승훈1, 곽대순2

P-151 요추 4/5번 추간판의 Aspergillus 척추염 

 원광대학교병원

 박종태, 김태윤, 박지민, 엄기성, 김대원, 문성근, 강성돈, 김태영

P-152 흉추-요추부에 동시에 발생한 다발성 방출성 척추 불안정 골절

 원광대학교병원

 박종태, 김태윤

P-153 경막과 분리된 척추수막종 - 증례보고 및 문헌고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지혜, 문홍주, 김주한, 권택현, 정흥섭, 박윤관

P-154 골다공증성 노인 척추 골절 환자의 척추 압박률의 차이에 대한 위험요인 

 국립중앙의료원

 한도영, 좌철수

P-155 척추 감염 환자에서 프로칼시토닌의 임상적 유용성 

 동아대학교 의료원

 최준호, 이현우, 권영민

P-156 특징적 증상이 수반되지 않은 치상돌기 골수염 환자의 증례보고 

 건양대학교병원

 김성덕, 김현우, 이철영, 김홍래, 이창현, 김종현

P-157 척추원추의 낭성종양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이상건, 문승명, 최  일, 황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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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8  양성 신경성 종양과 유사한 흉추의 아령형 혈관종 : 최소침습 후방접근 편측 

후궁절제술과 비디오 흉강경 수술 

 부산대학교병원1, 부산대학교병원 흉부외과2 

 김병철1, 한인호1, 남경협1, 조정수2, 최병관1

P-159 골다공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의 요추의 자연 방출성 골절  

 국립중앙의료원

 전형배, 좌철수

P-160 늑골을 침범한 흉추 형질세포종 - 증례보고 

 명지병원

 이현호, 박성춘, 김  영, 하영수, 이규창

P-161 연하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Diffuse Idiopathic Skeletal Hyperostosis 

 충북대학교병원

 한재혁

P-162  급성 증상을 유발한 이차성 변성이 동반된 석회화된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증례보고

 수원 윌스기념병원

 유정근, 박춘근, 황장회, 이동찬

P-163 전이종양 환자에게 적합한 경추추체 절제술 후 골이식재료 제작 

 건양대학교병원

 김성덕, 이창현, 김현우

P-164 전 천추강내 발생한 자발성 척수 경막외 혈종 - 증례보고 

 명지병원

 이현호, 박성춘, 김  영, 하영수, 이규창

P-165  단기간 수차례 척추 신경주사 후 발생한 당질코르티코이드에 의해 유발된 

호중구성 백혈구 증다증

 수원 윌스기념병원

 김형섭, 박춘근

P-166 신경감압술 후 I형 복합통증 증후군 발생 사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노병일, 김상돈

P-167 요추부 극간인대의 퇴행성 변화 : 감별진단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1, 대구 굿모닝병원2

 김상영1, 김대현1, 최기환1, 서원덕2

P-168  척수 경막 동정맥루에서 수술 중 인도시아닌 그린을 이용한 혈관 조영술을 

사용한 수술의 경험의 증례 보고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김영수, 김영하, 성순기, 손동욱, 이상원, 송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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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9  상지의 신경학적 증상 없이 하지마비 및 감각저하가 발생한 경추 경막외 농

양 환자의 보고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김정훈, 조탁근, 이호국, 문재곤, 김창현

P-170 일란성 쌍둥이에서 발생한 후종인대 골화증 

 인천 나누리병원1, 나누리병원2

 조인용1, 주용훈1, 피용훈1, 오성훈1, 장일태2

P-171 O-arm®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한 중심접근법 요추유합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최원서

P-172 척수종양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호산구 척수염 - 증례 보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최원서

P-173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에 있어 동적 척수강조영술 CT의 진단적 효용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최원서

P-174 O-arm®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장골 스크류 삽입의 정확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최원서

P-175 척추강내 탄환으로 발생한 지연성 척수병증 및 신경근병증 1례 

 경희대학교병원1,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2 

 유  방1, 김승범1, 박봉진1, 최석근1, 조대진2, 김태성1, 이봉암1, 임영진1, 김성민2

P-176  경추 디스크와 협착증 환자에 대한 후방 경추 추궁추강공 절제술의 수술 결

과 비교 

  서울 김포공항 우리들병원1, 서울 강남우리들병원2,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3 

 성한유1, 이상호2, 전상용3, 임승철3, 노성우3

P-177 완전 경추 척수 손상후 발생한 교삼신경 기능저하로 인한 심혈관계 이상

 전북대학교병원

 노윤채, 오영민, 정승영, 김덕규, 은종필

P-178 퇴행성 요추질환에 대한 신경차단술의 효과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권영준, 신현철, 양재영, 최천식

P-179 요추 경막외 베큠이 심한 방사통을 유발할 수 있다 - 케이스 리포트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공성주, 노성우

P-180 척추신경병증을 동반한 흉추부 추간판탈출증에서 내시경레이저치료

 광주 우리들병원

 박지환, 김태호, 김재성, 문성준, 전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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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1 외상 후 동시에 발생한 두부 경막하 출혈 및 척추 경막하 출혈

 제주한라병원

 권현묵, 김성환, 조재익, 유재철, 최정재, 이동우, 이상평

P-182  병변내 출혈을 동반한 순수 척추 경막하 해면 혈관종 : 흉추부 척수병증을 

일으키는 드문 원인 

 강원대학교병원

 장동환, 김충효, 이승진, 김강민, 김인경, 류영준, 김지하

P-183 미세 현미경 수술 후 발생한 허혈성 장염 - 증례보고 

 안양 윌스기념병원1, 윌스기념병원2

 오종양1, 박춘근2, 김재건1, 심정현1

P-184 척수내 결핵과 다발성 두개내 결핵의 동시 발생 - 증례보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이동윤, 정나영, 김인수

P-185 전이성 척추 종양에서 척추제 제거 후 기구 실패 감소에 있어서 골이식의 이득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1, 서울대학교병원2 

 박성배1, 김치헌2, 정천기2, 양희진1

P-186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의 deep cervical flexor의 MRI 분석 

 전북대학교병원 

 김희태, 정승영, 오영민, 은종필

P-187 Hydroxyapatite Spacer와 Miniplate를 사용한 후궁 성형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진성원, 김세훈, 김범준, 최종일, 하성곤, 김상대, 임동준

P-188  분만시 척추 마취 후 발생한 척추 복측 경막하출혈로 인한 하반신 마비-의인

성인가, 자발성인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동원, 이승준, 이병훈

P-189  단분절 경추질환에서 Zero profile device, Stand-alone cage, 전방 경추 

plate와 자가골 이식술에 따른 임상적, 방사선적 결과

 분당 제생병원 

 오성한, 조평구, 신재식, 정봉섭

P-190 두 연속 분절 교수형 골절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김해민, 김상영, 최기환, 김대현

P-191 상부 경추 수술 후 발생한 중증의 경수 손상으로 오인된 근무력증 발작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최두용, 신명훈, 이호진, 박영섭,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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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2  시상면 불균형에 대한 장분절 고정술 후 발생하는 인접부위 후만변형에 대

한 고찰 

 나누리 수원병원1, 나누리병원2

 최정훈1, 장지수1, 장일태2

P-193 히라야마병의 진단 - 증례보고

 경상대학교병원

 이경희, 강동호, 황수현, 박  현, 이철희, 박인성, 정진명, 한종우

P-194 척추 신경 차단술 후 발생한 낭포성 척추내 경막 혈종 

 경상대학교병원

 김진성, 황수현, 박  현, 강동호, 이철희, 박인성, 정진명, 한종우

P-195 경피적 요추 경막외신경성형술 후 발생된 뇌지주막하출혈

 전남대학교병원

 김정권, 장재원, 허  혁, 이정길, 김태선, 김재휴, 김수한

P-196 요추3-4 또는 4-5 디스크에 대해 후궁간 공간을 통한 경피적 내시경 수술

 광주 우리들병원

 최정욱, 김태호, 김재성

P-197  요추간판 낭종에 대한 신경공 경유 접근법과 후궁간 경유 접근법을 결합한 

내시경적 치료

 부산 우리들병원1, 우리들병원2

 김대진1, 박상준1, 이상호2, 황병욱1, 이상진1

P-198  후종인대 골화증과 황색인대 골화증이 동반된 경추 척수병증의 전후방 감압

술을 통한 수술적 치료 

 부산 우리들병원1, 우리들병원2

 윤상오1, 황병욱1, 이상호2, 박상준1, 이상진1

P-199 두부강내 경막하혈종을 동반한 외상성 척추부 경막하혈종  

 중앙보훈병원

 김현곤, 김태완, 박관호, 지문표

P-200 척추체 성형술 후 발생하는 속발성 척추압박골절의 위험 인자 

 중앙보훈병원

 김성곤, 김태완, 박관호

P-201 사측방 요추체간 골유합술의 증례 

 부산 우리들병원1, 우리들병원2

 이영재1, 황병욱1, 이상호2

P-202 자발성 두개 지주막하 출혈이 동반된 흉추부 지주막하 출혈 

 제주한라병원

 정영택, 김성환, 조재익, 유재철, 최정재, 이동우, 이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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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3  경흉추부의 경막내 척수외에 발생한 IgG4와 연관된 경화성 임파-형질세포 

종물

 분당 제생병원

 신지현, 오성한, 조평구, 신승훈

P-204 재발성 추간판 낭종에 대한 내시경적 추간판 낭종 제거술 

 대구 시티병원

 임재범, 박인우

P-205 경막내 종양처럼 보이는 특발성 요추 지주막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진성원, 김세훈, 김범준, 최종일, 하성곤, 김상대, 임동준

P-206  경피적 요추부 내시경 수술시 디스크 조영술 중 인접마디 디스크 원위 부위

로 이행된 파열성 디스크 - 증례 보고

 강남 베드로병원

 이철우

P-207 마미총에 전이된 교모세포종 

 분당 제생병원

 오성한, 신지현, 조평구, 최종원, 정봉섭, 김한규

P-208  A Case of Multiple Schwannomas of the Spine : Review of the 

Schwannomatosis 

 고려대학교 안암병원1, 고려대학교 안산병원2 

 이상훈1, 김세훈2, 김범준2, 최종일2, 하성곤2, 김상대2, 임동준2

P-209 다발성 흉요추부 방출성 골절환자에서 다양한 접근을 통한 치료 - 증례보고

 원광대학교병원

 박지민, 엄기성, 박종태, 문성근

P-210 선천적 환추열에 동반된 후궁골절의 보존적 치료예 

 동아병원

 서승권, 최정길

P-211 긴목근에 발생한 급성 석회성 건염에 대한 증례보고  

 전남대학교병원

 박재영, 장재원, 허  혁, 이정길, 김수한

P-212  A case of Meralgia paresthetica mimicking with extraforaminal disc 

herniation of L3-4 

 대구 파티마병원

 김수호, 류기영, 서상준, 이윤수, 이정호, 강동기

P-213 경막외 후방으로 탈출된 수핵탈출증 - 증례보고 

 대구 우리들병원1, 서울 우리들병원2

 강민수1, 신용환1, 이상호2, 백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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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4 두개내 저압 환자에게서 이차성으로 발생하는 경흉부 경막 외 출혈 

 영남대학교 의료원

 정환수, 김병수, 김상우

P-215 접근이 불가능한 흉추부 배측 경막결손의 복구 : 이중 경막성형술 

 경북대학교병원

 이경민, 박정일, 박기수, 이동현, 김경태, 조대철, 성주경

P-216  일측성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후외측 연성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경추 인공

관절 치환술과 후방 추간 공절개술 간의 비교 분석 : 최소 5년간의 임상 및 

역학적 결과 

 경북대학교병원

 김명수, 김경태, 이동현, 박정일, 조대철, 성주경

P-217 경추에 우연한 자상 후에 생긴 브라운 시쿼드 증후군

 영남대학교 의료원 

 박수동, 김병수, 김상우

P-218 베쳇병 환자에서 발생한 척추 경막내 가성동맥류의 성공적인 수술적 제거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박영섭, 김현집, 현승재, 김기정, 장태안

P-219  전이성 부신경절종으로 오인한 2번 경추에 발생한 형질세포종 : 후방접근을 

통한 감압후 환형 재건술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박영섭, 현승재, 김기정, 장태안, 김현집

P-220 요추 척추체성형술 후 발생한 척추추간반염 

 중앙보훈병원

 김현곤, 오한산, 오형석, 김태완, 오인호, 박관호

P-221 후방 경유 연성 척추고정술과 연관된 합병증 

 중앙보훈병원

 오한산, 김현곤, 오형석, 김태완, 박관호, 지문표

P-222 원추부 경막내척수외 종양으로 발견된 과립세포종양 - 증례보고  

 국군수도병원

 윤상훈, 조병규

P-223 Hybrid surgery for multilevel cervical radiculopathy - preliminary report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이영서, 표세영, 정용태

P-224  다발성 척추 섬유성 이형성증으로 오인된 만성 재발성 다발성 골수염 - 증례

보고 

 국군수도병원

 윤상훈, 이상범, 권지웅, 조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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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5 척추염에서 MIDLF 이용의 조기경험 - 연속증례

 가천의대 길병원

 손  성, 이상구, 김우경

P-226 장기 투석환자에서 발현된 환-축추 척추관절병증 - 증례보고 2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1,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병리과2 

 양상미1, 임수빈1, 정제훈1, 김희경2

P-227 거대 추간판 탈출증 : 특성 및 위험인자 분석  

 서울 강남우리들병원

 은상수, 홍윤석, 이상호

P-228 경추부 위치에 따른 체외 표식자에 대한 연구 

 구로 참튼튼병원1, 인하대학교병원2

 오창현1, 지규열1, 윤승환2, 현동근2

P-229 목덜미인대의 석회화와 경추부 퇴행성 변화와의 관계 연구

 구로 참튼튼병원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2, 인하대학교병원3

 오창현1, 지규열1, 윤승환3, 현동근3, 신동아2, 장아름1

P-230 척추 자기공명영상에서 관찰되는 척추외 질병에 연구

 구로 참튼튼병원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2, 인하대학교병원3

 오창현1, 지규열1, 윤승환3, 현동근3, 신동아2, 장아름1

P-231 경추 척추체의 높이 및 너비 비율과 경추부 디스크 변성과의 관계 연구

 구로 참튼튼병원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2, 인하대학교병원3 

 오창현1, 지규열1, 윤승환3, 현동근3, 신동아2, 장아름1

P-232 Denosumab을 사용한 척추 거대 세포종의 치료 결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김병우

P-233  강직성 척추염과 일반 외상 환자군에서 외상성 척추 골절 이후 임상 양상 및 

특징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2 

 박상만1, 이창규1, 신동아1, 이  성1, 김긍년1, 신현철2, 윤도흠1, 하  윤1

P-234 제 2경추의 병적 골절을 포함한 다발성 병변이 있을 때 수술적 경험 

 메리놀병원

 김호상, 이성우, 김우재, 이건상, 김정호, 김윤석, 이명기

P-235  전방 경유 유합술에 대하여 삼차원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이용한 골유합 

분석 

 부산 우리들병원1, 우리들병원2

 오형석1, 황병욱1, 이상호2, 박상준1, 이상진1

P-236 경추부 디스크의 자발적 흡수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한성록, 이승준, 최찬영, 손문준, 이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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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7  만성 디스크성 요통에 대한 치료로 새로운 후궁간 연성 고정술의 초기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결과  

 서울 강남우리들병원

 배준석, 이상호, 김경환

P-238 경동맥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시 혈행 역학적 불안정성과 관련된 인자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진환, 최규선, 류제일, 김재민, 김충현

P-239  진성 다혈구증의 초기 증상으로 동시에 발현된 뇌경색과 원위부 내경동맥의 

가성 동맥류 파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1,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조직병리과2

 최규선1, 김재민1, 정진환1, 김충현1, 류제일1, 오영하2

P-240 이마의 표재성 측두동맥에 발생한 정맥류상 동맥류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한지훈, 최혁재, 양진서, 강석형, 조용준

P-241  생쥐 중뇌동맥 결찰 시간에 따른 뇌경색 용적 및 신경학적 결손과 혈청 

HSP70 발현의 정량적 분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최종일, 김범준, 김세훈, 김상대, 임동준, 하성곤

P-242  상상돌기상 내경동맥 박리성 동맥류로 인해 허혈성 뇌졸중과 지주막하출혈

이 동시에 생긴 증례 

 영남대학교 의료원

 김종훈, 정영진, 장철훈

P-243  전대뇌동맥영역의 뇌경색이 동반된 전대뇌동맥 원위부의 중증 협착에 대한 

뇌경질막동맥근육간접문합술 치료 증례  

 원광대학교병원

 김태윤, 엄기성, 김대원, 박종태, 문성근, 강성돈, 김태영

P-244 뇌동정맥기형을 방사선 수술로 치료한 후 발생한 발작  

 가천의대 길병원

 김은영, 김유희, 김명진, 김진욱, 이기택, 유찬종, 이  언

P-245 내경동맥에서 발생한 물집모양 동맥류 : 단일 기관 경험과 수술 전략 

 전남대학교병원

 정승훈, 주성필, 김태선, 장재원, 김재휴

P-246 고위험의 드문 두개강내 혈관 박리에 기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부산대학교병원

 김병철, 이재일, 최혁진, 고준경, 조원호, 차승헌, 최창화

P-247 주요 뇌경색의 감압적 두개절제술의 생존률 및 생존기간 비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이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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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8 동시에 발견된 5개의 뇌동맥류에 대한 치료 - 증례보고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김도연

P-249  물집모양 동맥류의 특별하고 유용한 수술 중 인도사이아닌그린 혈관조영검

사 소견 - 2예 보고 

 전남대학교병원

 한문수, 김태선, 주성필, 장재원, 이정길, 김재휴, 김수한

P-250 전교통 동맥에 발생한 키싱 동맥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김영돈, 조재훈, 김상영

P-251 모야모야병에서 재관류 수술의 결과 및 합병증  

 전남대학교병원

 정승훈, 김태선, 주성필, 장재원, 이정길, 김재휴, 김수한

P-252 경동맥 내막 절제술 중 인도시아닌그린 혈관조영술 : 결과 및 내경동맥 개방성 

 전남대학교병원

 김유섭, 김태선, 주성필, 장재원, 김재휴

P-253 수술장 소견에 근거한 동맥류 안정화에 기여하는 요인분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송지혜, 신용삼

P-254  중대뇌동맥 파열 위험성 예측 위한 형태적 임상적 특징 : 수술장소견에 근거

한 분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송지혜, 신용삼

P-255 모야모야 환자의 수술 직후 생긴 뇌경색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구해원, 연제영, 김종수, 홍승철

P-256  거대 동맥류의 치료시 개두술과 혈관내 수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의 임상경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상효, 이철현, 송지혜, 이관성, 신용삼

P-257 원위부로 갑자기 이동한 코일의 회수 - 증례보고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김소현, 오지웅, 강지인, 홍순기, 허  철, 변진수, 황  금, 조성민, 김종연

P-258 중첩발작 환자에서의 일시적 자기공명 영상 이상 - 증례보고 

 한양대학교 의료원1, 한양대학교 서울병원2 

 이건일1, 이형중2, 변형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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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9  Basting-clip repair of a blood blister like distal ICA aneurysm 

misunderstood as a ruptured saccular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 

aneurysm

 가천의대 길병원

 최수용, 유찬종

P-260  Early Cranioplasty for intracranial hypotension after aneurysm clipping 

& craniectomy - Case report 

 고려대학교 안암병원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2

 이상훈1, 권택현2, 정규하2, 이지혜2, 문홍주2, 김종현2, 김주한2, 박윤관2, 정흥섭2

P-261 중대뇌동맥의 복합뇌동맥류에 있어서 “waffle cone technique”의 효용

 단국대학교병원

 김영준, 고정호, 김영진, 조준성, 이상구

P-262  뇌지주막하출혈과 소뇌경색으로 동시 발현한 후하소뇌동맥의 박리성 동맥

류의 치료 : 경색절제와 색전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김일만

P-263 지속성 원시 삼차신경동맥 : 해부학적인 특성 분석과 임상적 의의 

 포항세명기독병원1,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2 

 김명수1, 김명진2

P-264  자발성 뇌출혈에서 네비게이션 항법장치를 이용한 혈종배액술 후 예후인자 

분석연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2 

 박동혁1, 권우근2, 박경재1, 강신혁1, 박정율1, 정용구1

P-265 40세 미만의 뇌동맥류성 지주막하출혈에서 성별 차이 

 광주 기독병원

 문종현, 임병찬, 임준섭, 조규용, 이래섭, 최태민

P-266 부비동 수술 후 발생한 감염성 두개내 동맥류 치험례

 서울의료원

 박희승, 김정희, 송관영, 강동수, 공민호, 장세연

P-267  75세 이상 초고령 환자의 파열성 뇌내 동맥류의 혈관내 색전술 치료에 관한 

임상 연구 

 경상대학교병원 

 정재환1, 박  현1, 이철희1, 박인성2, 한종우2

P-268 외상 후 두피에 발생한 동정맥루 - 증례보고 

 청주 성모병원

 기희종, 이현구, 허진우, 이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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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9 Kimmerle's anomaly에 의한 일시적 척골기저동맥순환부전  

 순천향대학교병원

 조세영, 김라선, 황재찬, 박석규, 박형기, 조성진, 장재칠

P-270 가역적 후두부 뇌병증 증후군 - 증례보고  

 왈레스 기념 침례병원

 송준석, 김호수, 허  원, 차재훈, 이성훈, 김성진

P-271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 이후의 뇌 해면상 혈관종의 de novo formation 

  울산대학교 강릉아산병원1,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2 

 구본섭1, 이성호2, 박원형2, 안재성2, 권도훈2, 권병덕2

P-272 경동맥의 동맥 폐쇄 후 드 노보 동맥류 발생에 대한 한 건의 사례 보고서 

 조선대학교병원

 장석정, 왕의석, 주창일, 김석원, 김도언, 정세호, 이준규, 김종규, 박동암

P-273 실비안 열구의 동정맥 기형에 대한 미세수술의 고려할 사항 

 조선대학교병원

 장석정, 왕의석, 주창일, 김종규, 김재호, 김명훈, 정세호

P-274 옆 동 경막 동정맥루의 수술 경험 - 두건의 사례 보고 

 조선대학교병원

 장석정, 왕의석, 김종규, 김명훈, 김재호, 왕희선, 이승명

P-275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오인된 자발성 지주막하출혈 

 원광대학교병원

 송승윤, 박지민, 엄기성, 김대원, 박종태, 문성근, 강성돈, 김태영

P-276  척추마취로 치핵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발생한 급성뇌내경막하출혈에 대한 

케이스 리포트  

 충북대학교병원

 이건석, 김영규, 김동호, 이무섭, 민경수, 박영석

P-277  Ruptured Aneurysm at the Origin of the Transposed Anterior Choroidal 

Artery with the Adjacent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  

 대구 파티마병원

 박진학, 이윤수, 서상준, 이정호, 류기영, 강동기

P-278 우측 경동맥 색전술 시행 후의 예상치 못한 결과  

 가톨릭중앙의료원

 김영주

P-279 양측 횡정맥동 폐쇄와 동반된 정맥동합류에서 발생한 경막동정맥루  

 중앙대학교병원1, 중앙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2 

 이신헌1, 박용숙1, 남택균1, 권정택1, 민병국1, 황성남1, 변준수2, 이웅재2

P-280 내경동맥 분지부 주위에 클로버 처럼 발생한 다발성 뇌동맥류 - 증례보고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김도연, 승원배, 정주호, 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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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1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뇌경막하 출혈을 동반한 비파열성 중뇌동맥류의 치

험례  

 포항 선린병원

 김영래

P-282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치료로서 부분 마취하에 혈관내색

전술 시행과 관련한 합병증 발생률에 대한 분석  

 영남대학교 의료원

 박수동, 김종훈, 장철훈, 김상우, 정영진

P-283  뇌하수체종양과 감별을 요한 석회화된 시신경하-안장상 위치 전뇌교통동맥 

뇌동맥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규하, 이지혜, 문홍주, 김주한, 박윤관, 정흥섭, 권택현

P-284 뇌졸중 모델에서 산자나무 추출물의 신경세포 보호효과 

 서울의료원1,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2

 박희승1, 한경훈2, 김도희2, 장세연1, 김정희1, 공민호1, 강동수1, 송관영1

P-285 보스웰리아 추출물의 세포 및 뇌졸중 모델에서의 신경보호 효과  

 서울의료원1,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2

 김승필1, 한경훈2, 김도희2, 장세연1, 김정희1, 공민호1, 강동수1, 송관영1

P-286  첫 혈관조영술에서 음성이었던 미만성 지주막하 출혈 환자에서의 반복된 컴

퓨터 단층촬영 혈관조영술과 디지털 혈관조영술 

 한양대학교병원

 변형수, 이형중, 전형준, 오석전, 고  용, 김영수, 백광흠

P-287 내경동맥과 척추동맥의 파열된 박리성 동맥류의 혈관내 치료 

 한양대학교병원 

 변형수, 이형중, 전형준, 오석전, 고  용, 김영수, 백광흠

P-288  정량적 자기공명 혈관영상을 이용한 모야모야 수술법에 따른 혈류변화 비교

연구

 분당 서울대학교병원1, 서울대학교병원2

 김택균1, 오창완1, 방재승1, 권오기1, 황교준1, 김정은2, 강현승2, 조원상2, 문종언1

P-289 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 : 테리오날 접근법과 최소 측 측안와상 접근법의 비교 

 CHA의과대학 분당차병원

 조경기, 임재준

P-290  Prolonged external ventricular drainage with a modified 

ventriculoperitoneal shunts procedure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1,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2 

 김동호1, 조병문1, 이종영1, 박세혁1, 오세문1, 문재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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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91 뇌혈관우회로 수술에서 말단 천측두동맥을 공여혈관으로 사용하는 수술수기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김  훈, 박정현, 박익성, 백민우

P-292 급성 뇌경색에 대한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의 효과 : 시간과 측부순환

 가천의대 길병원

 유병래, 유찬종

P-293 원위부 후하소뇌동맥 동맥류의 치료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양나래, 서의교

P-294  요추 배액술이 poor-grade 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 환자의 재원 중 사망

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양나래, 김상진, 조용재, 서의교

P-295 복합 뇌동맥류에 있어서 “waffle cone technique”의 효용 

 단국대학교병원

 고정호, 김영준, 김영진, 조준성, 이상구

P-296 방사선치료에 난치성인 연수부 해면혈관종의 미세수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김일만

P-297  급성 또는 진행성 허혈성 뇌졸중에서 시행된 응급 천측두동맥-중대뇌동맥간 

우회수술의 결과 - 26증례 

 분당 서울대학교병원1, 서울대학교병원2 

 문종언1, 방재승1, 오창완1, 권오기1, 황교준1, 김정은2, 강현승2, 조원상2, 김택균1

P-298 재관류된 척골기저동맥 접합부위의 뇌동맥류에 대한 혈관내색전술 환자 증례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황승균, 김성학

P-299  기저 동맥 분기부의 동맥류의 코일 색전술 치료 후 발생한 일과성 Thalamo-

Perforating Artery 뇌경색 증례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황승균, 김성학

P-300 방추형 자발성 중뇌동맥류(M1) 증례 : 박리성 동맥류 발생기전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황승균, 김성학

P-301  Solitaire stent를 이용한 기계적 혈전 제거술 중 원치 않는 stent의 self-

detachment에 대하여 surgical embolectomy를 시행하여 극복한 증례보고 

 경북대학교병원 

 강동훈, 박재찬, 손원수, 황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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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2  두개강내 척추동맥 박리성 동맥류의 혈관내치료계획에 있어서 고해상도 자

기공명영상의 유용성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김성태, 정영균, 이원희, 이근수, 팽성화, 표세영, 김무성, 정용태

P-303  기저동맥협착에 대한 혈관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후 발생된 아급성 혈전

증 - Case report

 전주 예수병원

 공태식

P-304  C1 척추경 나사 삽입 후 합병증으로 생긴 유증상의 고유속 척추 동정맥루의 

혈관내적 치료 

 인하대학교병원

 장현준, 오세양, 심유식, 윤승환

P-305 척추동맥 박리 치료 후 발생한 내측 연수 증후군 - 증례보고 

 김원묵기념 봉생병원

 채길성, 노승진, 최학기, 박화성

P-306 전방 순환계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후 발생한 후방 순환계 경색 - 증례발표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이상원, 송근성, 손동욱, 성순기, 김영하, 김영수

P-307 오닉스를 이용한 다단계 거대뇌동정맥기형 색전술에서 고려할 점 - 2 증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동성, 김범태

P-308 뇌수막염 후 발생한 염증성 동맥류의 혈관내 치료 - 증례보고 

 전남대학교병원

 한문수, 주성필, 김태선, 김재휴, 김수한

P-309 동정맥 기형 연관 뇌내 출혈 - 증례보고 

 명지병원

 이현호, 김  영, 박성춘, 하영수, 이규창

P-310 코일링한 두개내 다발성 동맥류 치험례 

 서울의료원

 김두수, 김성훈, 김승필, 박희승, 장세연, 김정희, 공민호, 강동수, 송관영

P-311  색전 물질 및 코일을 이용해 치료한 다발성 공급 동맥을 갖는 뇌경막 동정맥

루 - 증례보고  

 원광대학교병원

 박지민, 엄기성, 김대원, 박종태, 문성근, 강성돈, 김태영

P-312 뇌동맥류 색전술 시에 발생한 이동된 스텐트에 대한 치료방법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재훈, 김상영, 김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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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13  Percheron동맥 영역의 경색 : 치료도중 발생한 동맥류에 대한 혈관내 치료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생긴 합병증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재훈, 김해민, 김영돈 

P-314  2mm 이하 파열된 기저동맥 분지부 동맥류의 혈관내 치료 - 3 증례보고 및 

기술적 고찰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우성웅, 김재훈, 강희인, 김덕령, 문병관, 이승진, 김주승

P-315  기계적 혈전제거술(Stent retriever 및 Penumbra aspiration)과 동맥내 혈전

용해술의 치료결과 비교분석

 동아대학교 의료원

 최재형, 박현석, 나현욱, 강명진, 차재관, 허재택

P-316  환자 케이스를 통한 뇌동맥류의 코일색전술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도

관의 불안정성에 대한 고찰  

 유성선병원

 이창주

P-317  경동맥 혈관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에서의 근위부 색전보호장치 : 과연 안

전하고 번거롭지 않은 방법인가?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신희섭, 고준석, 이승환, 김국기

P-318  뇌동맥류성 지주막하 출혈후 발생한 혈관수축증치료시 초기 약물치료없이 

시도한 혈관내치료의 치료성적 

 분당 제생병원1, 서울대학교병원2

 신승훈1, 김한규1, 정봉섭1, 오성한1, 전진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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