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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학회(영문표기：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는 

대한민국 의료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유일한 신경외과 학술단체로서 신경

외과학 발전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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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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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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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연구회 창립

1987. 04. 09. 대한소아신경외과학연구회 창립

1987. 10. 22. 대한척추신경외과연구회 창립

1989.  신경외과학 초판 발간

1990. 02. 21. 정위기능신경외과연구회 창립

1991. 05. 17. 대한뇌종양연구회 창립

1991. 07. 12. 서울-경인지회 설립

1991. 10. 06. 제 8 차 아시아·대양주 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개최 (서울)

1993. 03. 20. 대한신경손상연구회 창립

대 한 신 경 외 과 학 회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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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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0)

1997. 06. 27. 대한노인신경외과연구회 창립

2001. 07. 18. 대한신경통증학회 창립

2002. 10. 18. 대한신경외과학회 40년사 발간

2007. 09. 12. 학회회관 이전 (서울 중구 칠패로 27)

2007. 11. 20. 2013년 WFNS 세계신경외과학회 서울 유치

2008. 03.  JKNS S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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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04. 15. 제14차 AACNS 아시아·대양주 신경외과학회 개최 (제주 ICC)

2015. 10. 현재   수련기관 84개, 정회원수 2870명, 5개 지회 및 11개 분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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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 여러분께

먼저 여러분의 열정과 관심 속에 2015년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2015년 제55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

드립니다.

지난 4월에는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아시아태평양 

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AACNS)와 함께 공동 주관으로 제33차 춘계학

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13년 WFNS를 서울에서 성공리

에 개최한 이후 2년만에 국제 신경외과학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세

계적인 학회로 자리매김을 하고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메르스 사태로 모든 의료계가 한 마음이 되어 비

교적 짧은 기간 내에 어려운 사태를 벗어나, 어느덧 풍요롭고 아름다운 결

실의 계절인 가을에 신경외과 모든 회원, 전공의와 간호사 여러분을 모시

고 제55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계 학술대회의 주제는 학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 보고자 

‘Legacy & Current Trends of KNS’로 정했습니다. 많은 훌륭한 학술 연

구 발표와 더불어 ‘대한민국 신경외과의 역사’, ‘분과학회의 발전사’, ‘통계

로 본 신경외과’라는 흥미로운 제목으로 구성하여 보았고 아울러 이번 몇 

년 전부터 시행된 정책적인 전공의 수 축소조정으로 각 병원들이 전공의 선

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6년 1년차 전공의 선발에 

개   회   사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임 영 진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김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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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안내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많은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2016년부터 변경되는 수련평가 심사 기준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명사초청강연으로 새로운 리더로 부각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의 Ulrich Stelike감독님을 모시고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리더십’에 관한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밖에 신경외과 보험수가뿐 아니라 정책적인 부

분에도 지속적인 관심에 맞추어 ‘2015년도 정부보건의료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복지부 의료정책실장님의 강연을 준비하였으며 미래 의료산업의 현

황과 전망에 관한 심포지엄을 통해 앞으로 신경외과가 어떻게 발전할지

를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일요일은 일선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시는 신경외과 개원의 및 봉직의 

회원님들께 실용적인 학문분야 내용 외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률, 세무적인 프로그램을 추가로 준비하였으며 신경외과에서 관심을 갖

기 시작한 Emerging Technique에 대한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개원의, 봉직

의, 전문병원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로 학술교류 및 친목 도모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의 외국 초청 연자로는 종양 분야의 Ennio Antonio 

Chiocca (USA), 손상 분야의 Stephen Honeybul (Australia), 소아 분야의 

Mami Yamasaki (Japan), 척추 분야의 Yongjung Kim (USA)선생님들을 

초대하여 세계적인 석학들의 최신지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기

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55차 추계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오창완 학술이사, 박정율 총무이사 및 모든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들의 노고에 학회를 대표해 감사드리며, 학회 설립의 취지

대로 ‘회원 상호간의 학문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길 기원하며 

회원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임 영 진

회   장  김 동 호



PROGRAM OF THE 55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OCTOBER 15-18, 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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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ㅋ곤 / 학술：이인수

1972-73년도

회장：이인수 / 부회장：김윤범 / 총무：허ㅋ곤 / 학술：우정현

1973-74년도

회장：이철우 / 부회장：김선근 / 총무：주정화 / 학술：우정현

1974-75년도

회장：김선근 / 부회장：허ㅋ곤 / 총무：주정화 / 학술：정환영

역대 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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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76년도

회장：윤복영 / 부회장：허ㅋ곤 / 총무：정환영 / 학술：주정화

1976-77년도

회장：허ㅋ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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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렬 / 학술：이규창

1985-86년도

이사장：최길수 / 회장：양승렬 / 부회장：이영우 / 학술：임ㅋ언

1986-87년도

이사장：이규창 / 회장：이영우 / 부회장：정광진

1987-88년도

이사장：이규창 / 회장：정광진 / 부회장：최길수

1988-89년도

이사장：임ㅋ언 / 회장：최길수 / 부회장：김두원

상임이사：총무：최덕영 / 학술：이기찬 / 고시：최길수

상임이사：간행：정상섭 / 재무：김승래 / 보험：이영우

상임이사：특별：이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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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0년도

이사장：임ㅋ언 / 회장：김두원 / 부회장：김승래

상임이사：총무：이기찬 / 학술：최길수 / 고시：최덕영

상임이사：간행：정상섭 / 재무：김승래 / 보험：이영우

상임이사：특별：이제혁·최창락

1990-91년도

이사장：이기찬 / 회장：김승래 / 부회장：최덕영

상임이사：총무：최창락 / 학술：정상섭 / 고시：최덕영

상임이사：간행：임ㅋ언 / 재무：이제혁 / 보험：이영우

상임이사：특별：최길수·김승래

1991-92년도

이사장：이기찬 / 회장：최덕영 / 부회장：이화동

상임이사：총무：최창락 / 학술：정상섭 / 고시：최덕영

상임이사：간행：임ㅋ언 / 재무：이제혁 / 보험：김승래

상임이사：특별：이화동·한대희

1992-93년도

이사장：정상섭 / 회장：이화동 / 부회장：김인홍

상임이사：총무：정상섭 / 학술：최창락 / 고시：이기찬

상임이사：간행：한대희 / 재무：이제혁 / 보험：김승래

상임이사：특별：이화동·임ㅋ언·최덕영

1993-94년도

이사장：정상섭 / 회장：김인홍 / 부회장：황도윤

상임이사：총무：정상섭 / 학술：최창락 / 고시：이기찬

상임이사：간행：한대희 / 재무：이제혁 / 보험：김승래

상임이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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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보험：변박장 / 특별：심재홍·김영수·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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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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간행：이훈갑 / 수련교육：김광명 / 보험：변박장

상임이사：재무：박연묵 / 윤리：강준기 / 진료심의：김형동

상임이사：기획홍보：김ㅋ윤 / 특별：이정청

1997-98년도

이사장：한대희 / 회장：이정청 / 부회장：김국기

상임이사：총무：조병규 / 학술：김영수 / 고시：김국기

상임이사：간행：이훈갑 / 수련교육：강삼석 / 보험：변박장

상임이사：재무：박연묵 / 윤리：강준기 / 진료심의：김형동

상임이사：기획홍보：김ㅋ윤

1998-99년도

이사장：김영수 / 회장：김국기 / 부회장：이제혁

상임이사：총무：최중언 / 기획홍보：김ㅋ윤 / 학 술：변박장

상임이사：국제교류：조병규 / 고시：강준기 / 수련교육：강삼석

상임이사：재무：이봉암 / 보험：박상근 / 진료심의：김형동

상임이사：법제윤리：조수호 / 회원관리：서중근 / 개원의：정헌화

상임이사：특별：김국기

별정직：고시위원장：강준기

임이사：학술지편집위원장：이훈갑

임이사：교과서편찬위원장：김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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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000년도

이사장：김영수 / 회장：이제혁 / 부회장：조수호

상임이사：총무：최중언 / 기획홍보：김ㅋ윤 / 학 술：변박장

상임이사：국제교류：조병규 / 고시：강준기 / 수련교육：강삼석

상임이사：재무：이봉암 / 보험：박상근 / 진료심의：김형동

상임이사：법제윤리：조수호 / 회원관리：서중근 / 개원의：최낙원

상임이사：특별：이제혁

별정직：고시위원장：강준기

임이사：학술지편집위원장：이훈갑

임이사：교과서편찬위원장：김달수

2000-0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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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총무：정희원 / 학 술：김문찬 / 고시：강준기

상임이사：수련교육：최중언 / 재무：오석전 / 보험：박상근

상임이사：진료심의：김수한 / 법제윤리：최병연 / 국제교류：변박장

상임이사：회원관리：최창화 / 기획홍보：김동호 / 개원의：최낙원

상임이사：특별：조수호

별정직：고시위원장：강준기

임이사：학술지편집위원장：이훈갑

임이사：교과서편찬위원장：김달수

2001-0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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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총무：정희원 / 학 술：김문찬 / 고시：최중언

상임이사：수련교육：김종현 / 재무：오석전 / 보험：박상근

상임이사：진료심의：김수한 / 법제윤리：최병연 / 국제교류：변박장

상임이사：회원관리：최창화 / 기획홍보：김동호 / 개원의：최낙원

별정직：고시위원장：최중언

임이사：학술지편집위원장：김동규

임이사：교과서편찬위원장：정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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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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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총무：오석전 / 학 술：정희원 / 고시：최중언

상임이사：수련교육：김종현 / 기획：조경기 / 재무：김태성

상임이사：보험：박상근 / 진료심의：김수한 / 법제윤리：최순관

상임이사：홍보：함인석 / 국제교류：김문찬 / 회원관리：최창화

상임이사：전산정보：김동호 / 개원의：최낙원 / 특별：서중근

별정직：학술지편집위원장：김동규

임이사：교과서편찬위원장：정용구

2003-0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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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총무：오석전 / 학 술：정희원 / 고시：최중언

상임이사：수련교육：김종현 / 기획：조경기 / 재무：김태성

상임이사：보험：박상근 / 진료심의：김수한 / 법제윤리：최순관

상임이사：홍보：함인석 / 국제교류：김문찬 / 회원관리：최창화

상임이사：전산정보：김동호 / 개원의：최낙원 / 특별：서중근, 최중언

별정직：학술지편집위원장：김동규

임이사：교과서편찬위원장：정용구

2004-0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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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총무：백민우 / 학 술：오석전 / 고시：김종현

상임이사：수련교육：함인석 / 기획：서중근 / 재무：김태성

상임이사：보험：김주승 / 진료심의：김재휴 / 법제윤리：최순관

상임이사：홍     보：이규성 / 국제교류：정희원 / 회원관리：최창화

상임이사：전산정보：김동호 / 의료정책：이상호 / 개원의：최낙원

상임이사：특별：김헌주

별정직：학술지편집위원장：김동규

임이사：교과서편찬위원장：이경석

임이사：역사편찬위원장：황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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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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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총무：백민우 / 학 술：오석전 / 고시：김종현

상임이사：수련교육：함인석 / 기획：서중근 / 재무：김태성

상임이사：보험：김주승 / 진료심의：김재휴 / 법제윤리：최순관

상임이사：홍보：이규성 / 국제교류：정희원 / 회원관리：최창화

상임이사：전산정보：김동호 / 의료정책：이상호 / 개원의：최낙원

상임이사：특별：김헌주

별정직：학술지편집위원장：김동규

임이사：교과서편찬위원장：이경석

임이사：역사편찬위원장：황성남

2006-0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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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총무：이규성 / 학 술：김동규 / 고시：함인석

상임이사：수련교육：오세문 / 기획：박춘근 / 재무：백민우

상임이사：보험：김주승 / 진료심의：김재휴 / 법제윤리：김태성

상임이사：홍보：이정교 / 국제교류：오석전 / 회원관리：최휴진

상임이사：전산정보：정용구 / 의료정책：여형태 / 개원의：이재수

상임이사：특별：김태영, 송시헌, 이  언, 한종우

별정직：학술지편집위원장：이경석

임이사：교과서편찬위원장：허승곤

임이사：역사편찬위원장：황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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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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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총무：이규성 / 학 술：김동규 / 고시：함인석

상임이사：수련교육：오세문 / 기획：박춘근 / 재무：백민우

상임이사：보험：김주승 / 진료심의：김재휴 / 법제윤리：김태성

상임이사：홍보：이정교 / 국제교류：오석전 / 회원관리：최휴진

상임이사：전산정보：정용구 / 의료정책：여형태 / 개원의：이재수

상임이사：특별：김태영, 송시헌, 이  언, 한종우, 함인석 

별정직：학술지편집위원장：이경석

임이사：교과서편찬위원장：허승곤

임이사：역사편찬위원장：황성남

특별위원회：회칙개정연구위원장：임영진

특별위원회：자보업무위원장：김영백

특별위원회：근거중심의학위원장：정천기

특별위원회：국제화추진위원장：박정율

특별위원회：의료행위관리포럼：박상근

2008-0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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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총무：김주승 / 학 술：정용구 / 고시：이상원

상임이사：수련교육：오세문 / 기획：공  석 / 재무：김오룡

상임이사：보험：임영진 / 진료심의：김재휴 / 법제윤리：김태영

상임이사：홍보：박춘근 / 국제교류：이규성 / 회원관리：최휴진

상임이사：전산정보：윤도흠 / 의료정책：여형태 / 관련학회조정：고  용

상임이사：개원의：장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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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직：학술지편집위원장：이경석

임이사：교과서편찬위원장：공  석

임이사：학회사편찬위원장：황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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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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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총무：김주승 / 학 술：정용구 / 고시：이상원

상임이사：수련교육：오세문 / 기획：공  석 / 재무：김오룡

상임이사：보험：임영진 / 진료심의：김재휴 / 법제윤리：김태영

상임이사：홍보：박춘근 / 국제교류：이규성 / 회원관리：최휴진

상임이사：전산정보：윤도흠 / 의료정책：여형태 / 관련학회조정：고  용

상임이사：개원의：장일태, 김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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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직：학술지편집위원장：박정율

임이사：교과서편찬위원장：김영준

임이사：학회사편찬위원장：황성남

201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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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총무：임영진 / 학 술：신용삼 / 고시：김태영

상임이사：수련교육：정천기 / 기획：홍용길 / 재무：장진우

상임이사：보험：박현선 / 진료심의：김오룡 / 법제윤리：김상진

상임이사：홍보：홍승철 / 국제교류：정용구 / 회원관리：정  신

상임이사：전산정보：김영백 / 의료정책：강재규 / 개원의：김문간

상임이사：특별：강동기, 권도훈, 송근성, 송시헌, 이경진, 이무섭

이  언, 최천식

별정직：학술지편집위원장：박정율

임이사：교과서편찬위원장：김영준

임이사：학회사편찬위원장：황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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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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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총무：임영진 / 학 술：신용삼 / 고시：김태영

상임이사：수련교육：정천기 / 기획：홍용길 / 재무：장진우

상임이사：보험：박현선 / 진료심의：김오룡 / 법제윤리：김상진

상임이사：홍보：홍승철 / 국제교류：정용구 / 회원관리：정컥신

상임이사：전산정보：김영백 / 의료정책：강재규 / 개원의：김문간

상임이사：특별：강동기, 권도훈, 김태영, 송근성, 송시헌, 이경진

이무섭, 이컥언, 최천식

별정직：학술지편집위원장：박정율

임이사：교과서편찬위원장：김영준

임이사：학회사편찬위원장：황성남

2012-1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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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총무：전신수 / 학 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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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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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OF THE 55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OCTOBER 15-18, 201518

2013-1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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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총무：전신수 / 학 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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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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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5년도

이사장：임영진 / 회장：김동호 / 차기이사장：장진우 / 차기회장：최창화

상임이사：총무：박정율 / 학 술：오창완 / 고시：김영백

수련교육：전신수 / 기획：정   신 / 재무：이무섭

보험：고   용 / 진료심의：최기환 / 법제윤리：강성돈

홍보：고도일 / 국제교류：장진우 / 회원관리：김우경

전산정보：신형진 / 의료정책：박현선 / 개원의：최세환

특별：김근수, 김성민, 김세혁, 노성우, 박인성, 변진수, 염진영

장일태, 차승헌, 최하영, 황정현

별정직：학술지편집위원장：문창택

교과서편찬위원장：김범태

학회사편찬위원장：이영배

특별위원회：CNS창설위원회：서의교  경쟁력강화위원회：권정택

미래위원회：김성호 보험분야발전위원회：강동기 

상대가치위원회：박봉진 여의사위원회：박문선 

자문위원회：최낙원 자보위원회：박   관 

재정위원회：이승훈 척추분야발전위원회：도재원

회칙개정위원회：문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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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회장 및 고문

명컥예컥회컥장： 임광세, 문태준, 송진언, 이인수, 정환영, 주정화, 최길수

송두호, 양승열, 정광진, 김두원, 이기찬, 이화동, 정상섭

최덕영, 이규창, 김승래, 이제혁, 최창락, 유태전, 강준기

황도윤, 김영수, 한대희, 이정청, 김국기, 김   윤, 최중언

조수호, 조병규, 변박장

고컥컥컥컥컥문：김형동, 김문찬, 강삼석, 정희원, 임만빈, 박상근, 오석전

윤일규, 이동열, 이규성, 이상원, 김수한, 정용구, 여형태 

최낙원

◆ 대한신경외과학 연구재단 임원

이컥컥사컥컥장：김형동

이컥컥컥컥컥사：김문찬, 정희원, 오석전, 백민우, 이규성, 송시헌, 박상근

임만빈, 이상원, 김수한, 정용구

감컥컥컥컥컥사：김주승, 임영진

◆ 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

이컥컥사컥컥장：임영진컥컥컥컥컥컥컥컥컥컥컥컥컥 회컥컥장：김동호

차 기 이 사 장：장진우컥컥컥컥컥컥컥컥컥컥컥컥컥 차기회장：최창화

상컥임컥이컥사：총무-박정율, 학술-오창완, 고시-김영백

수련교육-전신수, 기획-정   신, 재무-이무섭

보험-고   용, 진료심의-최기환, 법제윤리-강성돈

홍보-고도일, 회원관리-김우경, 전산정보-신형진

의료정책-박현선, 개원의-최세환

특별-김근수, 김성민, 김세혁, 노성우, 박인성, 변진수 

염진영, 장일태, 차승헌, 최하영, 황정현

별컥컥정컥컥직：학술지편집-문창택, 학회사편찬-이영배, 교과서편찬-김범태

특 별 위 원 회：CNS창설위원회-서의교, 경쟁력강화위원회-권정택

미래위원회-김성호, 보험분야발전위원회-강동기

상대가치위원회-박봉진, 여의사위원회-박문선

자문위원회-최낙원, 자보위원회-박  관, 재정위원회-이승훈

척추분야발전위원회-도재원, 회칙개정위원회-문재곤

감컥컥컥컥컥사：김은상, 김무성

이컥컥컥컥컥사：강동기, 강성돈, 고도일, 고   용, 고현송, 공민호, 권정택

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명단 (201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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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김근수, 김기욱, 김대현, 김동원, 김동호, 김문간

김범태, 김법영, 김상우, 김성민, 김성호, 김세혁, 김영백

김우경, 김은영, 김인수, 김재민, 김주승, 김창진, 김충현

김태곤, 김현우, 노성우, 도재원, 문성근, 문재곤, 문창택

박   관, 박관호, 박문선, 박봉진, 박성춘, 박용석, 박인성

박정율, 박진규, 박철웅, 박춘근, 박현선, 박화성, 변진수

서의교, 송준석, 신형진, 심기범, 심찬식, 양희진, 염진영

오창완, 이경석, 이명기, 이무섭, 이상구, 이승훈, 이   언

이영배, 이은열, 이정호, 이창훈, 임영진, 임준섭, 장석정

장웅규, 장일태, 장진우, 전신수, 정   신, 정용태, 정의화

정재현, 정천기, 조규용, 조근태, 좌철수, 차승헌, 최기환

최낙원, 최세환, 최창화, 최하영, 현동근, 황정현 (90명)

◆ 상설위원회(상임이사)

총 무 위 원 회：박정율(위원장), 허 륭, 김종현(부위원장), 고은정, 고준경

김상돈, 김상우, 김재훈, 김정은, 심정현, 장원석, 주창일

홍석호, 김승범(간사)

학 술 위 원 회：오창완(위원장), 고준석, 문병관(부위원장), 강동호, 구성욱 

김기정, 유도성, 윤석만, 이상구, 이형중, 장종희, 정태영

정현호, 조보영, 주성필, 황선철, 손영제(간사)

고 시 위 원 회：김영백(위원장), 황 금(부위원장), 김선환, 김인영, 김주한 

문성근, 박성현, 손병철, 송영진, 안재성, 양국희, 이관성

이기택, 장철훈, 진동규, 피지훈, 현동근, 김경태(간사)

수련교육위원회：전신수(위원장), 백광흠, 강희인(부위원장), 권순찬, 김대현

김상돈, 김석원, 민경수,양희진, 유도성, 이상구, 이태규

이형중, 조용준, 조원호, 조정기, 홍석호, 황형식

기 획 위 원 회：정  신(위원장), 김  엘, 김종규, 김현우, 박준범, 박철기, 유  헌

이기택, 이상구, 이상평, 이종명, 조원호, 한영민, 주성필(간사)

재 무 위 원 회：이무섭(위원장)

보 험 위 원 회：고 용(위원장), 이상구, 이종오(부위원장), 강동기, 강신혁

곽호신, 김용배, 김은상, 박관호, 박석규, 박준범, 박진규

박춘근, 손병철, 양승민, 조병문, 조 준, 진동규, 최병관

김문규 [간사: 김재훈, 김진욱, 이재학, 박경재]

진료심의위원회：최기환(위원장), 김긍년, 김승범, 김오룡, 김은상, 류경식

문승명, 송근성, 신용삼, 이상평, 이선일, 이영배, 장태안

전상용, 황성규, 조재훈(간사)

법제윤리위원회：강성돈(위원장), 강희인, 김석원, 김승민, 김용배, 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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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임동준, 조재훈, 김대원(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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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관리위원회：김우경(위원장), 조정기(부위원장), 구성욱, 김세훈, 김승범

이기택, 장재칠, 오지웅(간사)

전산정보위원회：신형진(위원장), 유도성(부위원장), 강석구, 김경태, 김승범

박경범, 박동혁, 방재승, 서인엽, 이창섭, 이형중, 조도상

조성진, 최찬영, 남택균(간사)

의료정책위원회：박현선(위원장), 김창현, 신준재, 이재학

개 원 의 위 원 회：최세환(위원장)

특컥별컥이컥사：김근수(위원장), 김강현(부위원장), 김용배, 신준재, 이용진

(대외협력위원회) 한인보

특컥별컥이컥사：김성민(위원장)

(전공의수련규정개정위원회)

특컥별컥이컥사：김세혁(위원장), 공두식, 김영준, 김정은, 김진영, 박성현

(발전기금관리위원회) 박영석, 엄기성, 이용진, 임종현, 주성필, 홍재택

 김용배(간사)

특컥별컥이컥사：노성우(위원장), 진동규(부위원장), 김기정, 김진성, 문승명

(척  추  보  험 )  박관호, 박진규, 박춘근, 신동아, 신준재, 장웅규, 조대진

 [간사: 박진훈, 문홍주]

특컥별컥이컥사：박인성(위원장), 공두식, 김석원, 김승기, 김종현, 문경섭

(학     술     상) 박석규, 이기택, 이상원, 장원석, 장철훈, 홍재택, 강동호(간사)

특컥별컥이컥사：변진수(위원장), 김 훈, 박근영, 정준호, 조성민, 조영욱

(표준지침제정위원회)

특컥별컥이컥사：염진영(위원장) 

(장  애  판  정 )

특컥별컥이컥사：장일태(위원장), 박춘근(부위원장), 고도일, 김도형, 김인환

(신경외과전문병원및봉직의관련) 박철웅, 조보영, 최봉식, 최은석, 박진규(간사)

특컥별컥이컥사：차승헌(위원장), 류경식, 문승명, 이정호, 조성진, 조준성

(응급, 재난관리) 이재일(간사)

특컥별컥이컥사：최하영(위원장), 김긍년, 김인영, 김종규, 이태규, 조철범

(관련학회조정위원회) 한인호, 이종명(간사)

특컥별컥이컥사：황정현(위원장), 김대원, 김상우, 문경섭, 조원호, 조철범

(신경외과명칭개정) 최승원, 최은석, 장원석(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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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직위원회

학술지편집위원회：문창택(위원장), 임동준(부위원장), 고현송, 권택현, 김무성

김범태, 김상대, 김세혁, 김승기, 김우경, 김정훈, 박승원

박재찬, 성재훈, 송근성, 신용삼, 유   헌, 이무섭, 최우진

최하영, 남병호(통계) [간사: 박용숙, 송상우]

학회사편찬위원회：이영배(위원장), 고준경, 김석원, 민경수, 박승원, 백광흠

유 헌, 이윤수, 이호국,허필우, 황선철, 남택균(간사)

교과서편찬위원회：김범태(위원장), 윤승환(부위원장), 김정은, 박재찬, 박종태

원유삼, 유 헌, 이상구, 이정길, 임동준, 임수빈, 장경술

장원석, 정진환, 조병문, 최병관, 최석근, 이기택(간사)

◆ 특별위원회

CNS창설위원회：서의교(위원장), 김민수, 김용배, 김   엘, 김재용, 문경섭

심숙영, 윤승환, 이기택, 정진환

경쟁력강화위원회：권정택(위원장), 고준경, 권현조, 김민수, 김용휘, 김종연

문경섭, 박근영, 이승환

미래위원회：김성호(위원장), 김상대, 김승범, 정성삼, 정을수, 정태영, 정현호

최병관, 홍석호

보험분야발전위원회：강동기(위원장) <보험위원과 공유>

상대가치위원회：박봉진(위원장) <보험위원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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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연

자문위원회：최낙원(위원장), 김오룡, 김주승, 박성균, 박진규, 박춘근, 정영섭

최은석, 최창화

자보위원회：박 관(위원장)

재정위원회：이승훈(위원장)

척추분야발전위원회：도재원(위원장), 박춘근(부위원장), 고도일, 김법영

김세훈, 김우경, 김현우, 노성우, 박진규, 이승명, 이재학

임수빈, 조정기, 최은석, 황인석, 박형기(간사)

회칙개정위원회：문재곤(위원장), 고정호, 김석원, 박동혁, 정제훈, 조원호

장인복(간사)

◆ 분과학회

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김성호(회장), 김무성(총무), 안영환(학술) (2015.4-2016.3)

뇌 종 양 학 회：이창훈(회장), 김세혁(총무), 황정현(학술) (2015.8-2016.6)

뇌혈관외과학회：오창완(회장), 안재성(총무), 김태선(학술) (2015.2-2016.2)

소아신경외과학회：심기범(회장), 김상대(총무), 정태영(학술) (2015.5-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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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신경외과학회：정천기(회장), 조정기(총무), 이정길(학술) (2015.9-2016.9)

신 경 손 상 학 회：현동근(회장), 이상구(총무), 이장보(학술) (2015.6-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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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신경외과학회：이   언(회장), 김우경(총무), 박익성(학술) (2015.3-2016.2)

신 경 통 증 학 회：박정율(회장), 박관호, 강원봉(총무), 신동아, 최세환(학술)

(2014.6-2016.5)

말 초 신 경 학 회：양희진(회장), 조도상(총무), 손병철(학술) (2014.12 -2015.12)

신경중환자의학회：김기욱(회장), 박봉진(총무), 유도성(학술) (2014.9-2015.11)

◆ 지  회

서울·경인지회：김재민(회장), 박춘근(총무) (2015.3-2016.2)

대구·경북지회：김인수(회장), 김영돈(총무) (2015.1-2016.1)

부산·울산·경남지회：정용태(회장), 송영진(총무) (2015.1 -2015.12)

대전·충청지회：이경석(회장), 심재준(총무) (2015.1-2015.12)

호컥남컥지컥회：조규용(회장), 이래섭(총무) (2015.3-2016.2)

◆ 파견대의원 및 대표

대한의학회 평의원：박정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임영진, 박정율

대한병원협회 신임위원：임영진, 전신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최창화, 장진우, 박정율, 오창완

세계신경외과학회 대의원：이규성, 박춘근, 오석전, 왕규창

아시아대양주학회 대의원：이규성, 박춘근, 오석전, 왕규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변박장



Thursday, October 15 Friday, October 16 Saturday, October 17 Sunday, October 18

10:00-13:00

지도전문의 교육                                           한강홀 A (별관 1F)

수련교육위원회

좌장: 전신수

1. 전공의 연차별 수련목표 및 내용 김대현 (대구가톨릭의대)

2. 전공의 수련교육 내용의 평가  이상구 (단국의대)

3. 전문의 자격시험 및 취득요건 양희진 (서울의대)

13:00-16:00

Practical Workshop

뇌혈관외과 신경통증 정위기능 편집위원회 말초신경 & 신경초음파

한강홀 A (별관 1F) 동강 C (별관 3F) 동강 B (별관 3F) 비파홀 (3F) 동강 A (별관 3F)

Live Surgery 

Demonstration - 

Surgery for Anterior 

Circulation 

Aneurysms 

Epiduroscopic 

proecdures 

Intraoperative 

Monitoring 

Practical 

Workshop

2015 Editorial 

Workshop

Didactic Course of 

Ultrasonography on 

Lower Extremity 

Peripheral Nerves

좌장: 안재성

패널: 정영균 (인제의대)

박익성 (가톨릭의대)

Lateral Supraorbital 

Approach

김종수 (성균관의대)

Pterional Approach 

김태선 (전남의대)

좌장: 박진규, 고도일

Percutaneous 

epidural 

adhesiolysis 

지규열 

(구로참튼튼병원)

Epiduroscopic 

laser ablation: 

Transsacral 

approach 

문봉주 (전남의대)

Epiduroscopic 

laser ablation: 

Transforaminal 

approach 

박영목 (연세바른병원)

1. 후두부 

미세혈관감압술시

모니터링 전략 

좌장: 허  륭

2. 척추 수술에서 

부위별 모니터링 

전략 

좌장: 홍재택

3. 전극 부착 및 

장비사용 개론 

좌장: 김치헌 

좌장: 문창택

1. JKNS 투고시스템 

소개 

강성호 (더킨)

2. 학회지 윤리성 

제고를 위한 

크로스체크 시스템 

송상우 

(건국의대)

3.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Past, 

Present and 

Future 

허미나 (건국의대)

4. JKNS 현황 및 

발전방향 

임동준 (고려의대)

좌장: 허  철, 양희진

Part I General 

Principles

KPNS, KANUS

Part II Hands on 

Workshop

KPNS, KANUS

15:00-16:00 임원회의 그랜드볼룸 A (2F)

16:00-17:00 이사회 그랜드볼룸 B (2F)

18:00- Welcome Reception 하늘정원 (3F)

08:00-08:15 Opening (KNS 학술이사/이사장/회장) 그랜드볼룸 B (2F)

08:15-09:15

Plenary Session 그랜드볼룸 B (2F)

 좌장: 김동호, 장진우

PS-1 인체 경막의 혈관신생능력 - 간접적 뇌혈관문합술의 병태생리의 중요 인자 이지혜 (고려의대)

 지정토론자 : 김정은 (서울의대)

PS-2 히스톤 조정 효소인 MLL4와 UTX에 의한 교모세포종의 메칠구아닌 DNA 메칠전달효소의 발현 억제

 김영준 (성균관의대)

 지정토론자 : 유헌 (국립암센터)

PS-3 전이성 종양의 수술여부을 결정하는 기대여명 6개월, Tomita와 Tokuhashi score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한가? 진단검사 메타분석과 개별환자 분석 이창현 (인제의대)

 지정토론자 : 김긍년 (연세의대)

PS-4 T8/9 5-Column Paddle Lead를 이용한 척수신경자극시 하부요통과 둔부자극을 

유발하는 전극 contact의 위치에 대한 방사선학적 위치 분석 이시훈 (가톨릭의대)

 지정토론자 : 전상용 (울산의대)

09:15-09:40

2016년도 1년차 전공의 선발 안내 그랜드볼룸 B (2F)

좌장: 김영백

전신수 (수련교육이사)

09:40-10:00 Coffee Break & Poster View  

10:00-10:50

명사초청강연 그랜드볼룸 B (2F)

좌장: 임영진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리더십 Ulrich Stielike (Head Coach, South Korea National Football Team)

10:50-11:40

Special Lecture I 그랜드볼룸 B (2F)

Chairperson: Choong Hyun Kim, M.D.

Gene-and virus-based immunotherapies for glioma

Ennio Chiocca Antonio (Brigham & Women’s Hospital)

 Chairperson: Dong Keun Hyun, M.D.

Decompressive craniectomy for traumatic brain injury: Long term outcome and ethical considerations 

Stephen Honeybul (Sir Charles Gairdner Hospital)

11:40-12:00 Photo & Transfer

12:00-13:20

Luncheon Seminar I

크리스탈볼룸 A 

(3F)

크리스탈볼룸 B 

(3F)

동강 A 

(별관 3F)

동강 B 

(별관 3F)

금강 A 

(별관 2F)

그랜드볼룸 B 

(2F)

뇌종양 정위기능 신경손상 신경통증 여의사회

신경외과 수술에서 

유착과 지혈의 

최신지견

13:20-13:30 Transfer

13:30-14:40

Main Theme Symposium: Legacy & Current Trend of KNS 그랜드볼룸 B (2F)

좌장: 최창화

대한민국 신경외과의 역사 황성남 (중앙의대)

분과학회 발전사 문창택 (건국의대)

통계로 본 신경외과 오창완 (서울의대)

14:40-15:00 Coffee Break & Poster View  

15:00-15:30 총   회                                                 그랜드볼룸 B (2F)

15:30-15:40 Transfer

15:40-16:40

English Session I

Hangang Hall A 

(Annex 1F)

Geumkang A 

(Annex 2F)

Crystal Ballroom 

A (3F)

Crystal Ballroom 

B (3F)

Dongkang A 

(Annex 3F)

Vascular,

Endovascular

Tumor,

Pediatric
Spine I Spine II

Geriatric,

Fu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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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18:00

English Session II

Hangang Hall A 

(Annex 1F)

Geumkang A 

(Annex 2F)

Crystal Ballroom 

A (3F)

Crystal Ballroom 

B (3F)

Dongkang A 

(Annex 3F)

Vascular,

Endovascular
Tumor Spine I Spine II

Neurotrauma, 

Peripheral

18:00-18:30 Transfer

18:30- Gala Dinner 그랜드볼룸 B (2F)

08:00-09:20

Breakfast Seminar

크리스탈볼룸 A (3F) 크리스탈볼룸 B (3F) 동강 A (별관 3F)

뇌혈관외과 말초 노인

09:20-09:30 Transfer

09:30-10:00

신경외과 관련 의료 정책 그랜드볼룸 B (2F)

좌장: 박현선

2015년도 정부보건의료정책 추진현황 권덕철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

10:00-10:50

Special Lecture II 그랜드볼룸 B (2F)

Chairperson: Ki-Bum Sim, M.D.

Prenatal diagnosis and management of fetal brain malformation

Mami Yamasaki (Takatsuki General Hospital) 

Chairperson: Chun Kee Chung, M.D.

Surgical decision making algorithm for spinal deformity patients

Yong Jung Kim (Columbia University)

10:50-11:00 Transfer

11:00-12:00

Symposium: Robotics & Industry in Neurosurgery 그랜드볼룸 B (2F)

의료산업의 현황과 전망

좌장: 김범태

신경외과용 수술로봇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김영수 (한양의대)

Current Researches in Biomedical Micro/Nano Robotics 박종오 (전남의대)

Neurosurgeons in the Medical Industry   박재찬 (경북의대)

12:00-12:10 Transfer

12:10-13:30

Luncheon Seminar II

크리스탈볼룸 A (3F) 크리스탈볼룸 B (3F) 동강 A (별관 3F) 금강 A (별관 2F) 동강 B (별관 3F)

척추 뇌혈관내수술 소아 간호사 신경중환자의학

13:30-13:40 Transfer

13:40-14:50

Flash Presentation

한강홀 A (별관 1F) 금강 A (별관 2F) 크리스탈볼룸 A (3F) 동강 A (별관 3F)

혈관, 혈관내 종양, 소아 척추
정위기능, 신경손상, 

노인, 신경통증

14:50-15:00 Transfer

15:00-15:50

Scientific Session I

한강홀 A 

(별관 1F)

금강 A 

(별관 2F)

크리스탈볼룸 A 

(3F)

크리스탈볼룸 B 

(3F)

동강 A 

(별관 3F)

동강 B 

(별관 3F)

혈관, 혈관내 종양, 소아 척추 I 척추 II 정위기능
신경통증, 노인, 

말초신경

15:50-16:10 Coffee Break & Poster View  

16:10-17:10

Scientific Session II

한강홀 A 

(별관 1F)

금강 A 

(별관 2F)

크리스탈볼룸 A 

(3F)

크리스탈볼룸 B 

(3F)

동강 A 

(별관 3F)

동강 B 

(별관 3F)

혈관, 혈관내 종양, 소아 척추 I 척추 II 정위기능 신경손상

08:10-09:30

개원의 및 봉직의 심포지엄 그랜드볼룸 B (2F)

Session I

좌장: 장일태

개원가에서 조우하는 법적인 문제와 대처법 곽상기 (변호사)

세무조사 베테랑이 본 개원의사 조사대응 방안 김종국 (세무사)

09:30-09:45 Coffee Break

09:45-11:15

Session II 그랜드볼룸 B (2F)

좌장: 최낙원

저수가 환경에서 수가보존방법 및 비급여치료 홍기혁 (인제의대 마취통증)

Cervicogenic Headache의 감별진단과 치료 김문간 (수락신경외과)

신경외과 외래 진료실에서 근골격계 초음파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최순규 (마디신경외과)

11:15-11:30 Coffee Break

11:30-13:00

Session III 그랜드볼룸 B (2F)

좌장: 박성균

만성 난치병의 해결사로서의 기능의학 최세환 (서울성모신경외과)

외래에서 쉽게 처방할 수 있는 영양주사요법 김동환 (녹십자 검진센타)

신경학적 증상에 적용하는 수기치료 (어지럼증, 뇌경색, 본태성떨림, 간질) 장현동 (부천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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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B

Room A

금강 A

그랜드볼룸 B

그랜드볼룸 별실

그랜드볼룸 A

루치아

VIP
Room

ELEVATORS

Room I
한강홀 A

ELEVATORS

등
록
대

2F Room Information

Room A 그랜드볼룸 B

이사회

Plenary Session

2016년도 1년차 전공의 선발 안내

명사초청강연

Special Lecture I, II

Luncheon Seminar I (최신지견)

Main Theme Symposium

총회

Gala Dinner

신경외과관련 의료 정책

Symposium

개원의 및 봉직의 심포지엄

Room B 금강 A

Luncheon Seminar I (여의사회)

English Session I (TUMORㆍPEDIATRIC)

English Session II (TUMOR)

Luncheon Seminar II (간호사)

Flash Presentation (종양ㆍ소아)

Scientific Session I, II (종양ㆍ소아)

그랜드볼룸 A 

임원회의

루치아 

사무국

VIP Room

그랜드볼룸 별실

Preview Room

3F Room Information

Room C 크리스탈볼룸 A

Luncheon Seminar I (뇌종양)

English Session I, II (SPINE I)

Breakfast Seminar (뇌혈관외과)

Luncheon Seminar II (척추)

Flash Presentation (척추)

Scientific Session I, II (척추I)

Room D 크리스탈볼룸 B

Luncheon Seminar I (정위기능)

English Session I, II (SPINE II)

Breakfast Seminar (말초)

Luncheon Seminar II (뇌혈관내수술)

Scientific Session I, II (척추II)

Room E 동강 A

Practical Workshop (말초신경·신경초음파)

Luncheon Seminar I (신경손상)

English Session I (GERIATRIC ㆍFUCTIONAL)

English Session II (NEUROTRAUMAㆍPERIPHERAL)

Breakfast Seminar (노인)

Luncheon Seminar II (소아)

Flash Presentation (정위기능ㆍ신경손상ㆍ노인ㆍ신경통증)

Scientific Session I, II (정위기능)

Room F 동강 B

Practical Workshop (정위기능)

Luncheon Seminar I (신경통증)

Luncheon Seminar II (신경중환자의학)

Scientific Session I (신경통증ㆍ노인ㆍ말초신경)

Scientific Session II (신경손상)

Room G 동강 C

Practical Workshop (신경통증)

Room H 비파홀

Practical Workshop (편집위원회)

하늘정원

Welcome Reception

1F Room Information

Room I 한강홀 A

지도전문의교육

Practical Workshop (뇌혈관외과)

English Session I, II (VASCULARㆍENDOVASCULAR)

Flash Presentation (혈관ㆍ혈관내)

Scientific Session I, II (혈관ㆍ혈관내)

Room F

Room E

Room G
Room D

Room H
Room C

동강 B

동강 A

동강 C

크리스탈볼룸 B

비파홀

크리스탈볼룸 A

ELEVATORS

하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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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추계학술대회는 등록데스크와 Preview room이 현장에서 운영됩

니다. 등록비는 연회비, 기본 등록비, 선택 등록비 등으로 구분되며, 신

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 Preview room은 발표 자료를 발표하기 직전까지 수정이 되는 점을 감안

하여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발표시간 2시간 전까지 

Preview room으로 발표 자료를 접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노트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review room 장소: 2층 그랜드볼룸 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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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

니다.

* 학술대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상태에서 스마트 폰, 태블릿 PC, 혹은 

노트북 PC로 실시간 초록 검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무선인터넷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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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inar ticket, 경품권이 들어 있습니다.

2. 수령 후 내용물을 필히 확인하십시오.

3.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

학술대회 운영



PROGRAM OF THE 55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OCTOBER 15-18, 201528

•현장등록 (On-Site Registration)

등록부스 위치는 Convention 1층 Lobby에 있습니다.

등록비와 등록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절차

1. 현장등록 신청서를 작성

2. 현장등록 데스크에 제출하고 총금액을 지불

3. 명찰 및 Final Program 수령

*등록시간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09:00-18:00

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07:30-18:00

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07:30-18:00

2015년 10월 18일 (일요일) 07:30-11:00

*현장등록비

정회원 170,000원

전공의, 군의/공보의 90,000원

비회원 180,000원

간호회원 100,000원

※ 명예회장, 고문, 전임 회장, 전임 이사장 그리고 원로 회원(만65세 이

상)은 연회비, 등록비, 만찬 참가비가 면제됩니다. 단, 세미나 참가비에 해

당되는 금액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현장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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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 안내

•전야제 Welcome Reception

*10월 15일(목) 오후 6시, 하늘정원 (3F)

*학술대회에 앞서 전야제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만찬 Gala Dinner

*10월 16일(금) 오후6시30분, 그랜드볼룸 B (2F)

* 대한신경외과학회 제55차 추계학술대회를 축하하는 만찬을 준비하

였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전시업체 전시물 설치 장소

2F 그랜드볼룸 A, Lobby

2. 전시물 설치 시간

*10월 15일 (목요일) 19:00-24:00

3. 전시기간

*개장시간: 10월 16일 (금요일) 08:00-18:00

10월 17일 (토요일) 08:00-17:30

10월 18일 (일요일) 08:00-13:00

전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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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PPT file 주의사항

*발표 연제의 PPT 파일을 현장 Preview room으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파워포인트 2007, 2010, 2013으로 작성된 PPT 파일만 가능합니다.

* 일반 연제(6분 발표)는 12페이지 이내(파일크기 12Mb 이내)를 권장

합니다.

•발표 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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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ES연제 발표시간은 8분, 질문시간은 4분입니다.

*SS연제 발표시간은 6분, 질문시간은 4분입니다.

*FP(Flash Presentation)연제 발표시간은 4분, 질문시간은 3분입니다.

* 포스터는 예전과 동일하게 홈페이지 상에서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

라며, 학술대회 지정된 시간에 업로드된 파일이 자동으로 Presentation

됩니다. 

*Special Lecture, English Session을 제외한 모든 발표는 국문입니다.

Preview Room 진행 및 연제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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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준수사항

☞발표와 토론을 위하여 할당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Seminar

1.0 시간을 엄격히 지켜 주십시오. (연제 종료시간 30초 전에 실내조명이 

한 번 밝아지며 할당시간이 경과하면 전원이 차단됩니다.)

2.0 한두 사람에 의하여 독점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3.0 토론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좋은 토론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주

십시오.

4.0 좌장의 발언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져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

십시오.

5.0 주제를 벗어난 부적절한 발언이나 토론 내용은 즉시 제지시켜 주십

시오.

6.0 Seminar는 모든 발표가 끝난 후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토론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시작시간 및 발표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Scientific Session Presentation Time Discussion

Special Lecture 25 min. (Including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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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inar Allotted by each Seminar

English Session 8 min. 4 min.

Scientific Session 6 min. 4 min.

Flash Presentation 4 min. 3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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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rich Stielike

Head Coach of South Korea National Football 
Team
Born: 15 November 1954, Germany
Nationality: Germany

■ Playing Career
1972-1977  Borussia VfL 1900 Mönchengladbach e.V. (Germany)
 League Champion(3), UEFA Cup Champions(1)
1977-1985  Real Madrid Club de Fútbol (Spain)
 League Champion(3), UEFA Cup Champions(1)
1985-1988  Neuchâtel Xamax FC (Swizerland)
  League Champions(2)
1972-1975  West Germany (Youth)
1975-1984  West Germany (Senior)
 1980 UEFA Euro Champions, 1982 World Cup Runner-up

■ Teams Managed
1989-1991  Switzerland
1991-1993  Neuchâtel Xamax FC (Switzerland)
1994-1995  SV Waldhof Mannheim (Germany)
1996-1997  Union Deportiva Almeria (Spain)
1998-2000  Germany (Assistant)
2000-2006  Germany (U19/U20/U21)
2006-2008  Côte d’Ivoire
2008-2008  FC Sion (Switzerland)
2009-2010  Al-Arabi SC (Qatar)
2010-2012  Al-Sailiya SC (Qatar)
2012-2013  Al-Arabi SC (Qatar)
2014-Current  Korea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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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nio Chiocca Antonio, M.D., Ph.D.

Department of Neurosurgery
Brigham and Women’s Hospital, PBB-301
75 Francis Street
Boston, MA 02115
Tel: (617) 732 6939
Fax: (617) 734 8342
E-mail: eachiocca@partners.org

■ Education
1982 B.S. (Biological Sciences, University of Texas, El Paso, TX)
1988 M.D. (Medicine University of Texas Medical School, Houston, TX)
1988 Ph.D. (Biomedical Sciences (Joseph P. Stein, PhD), Graduate School 
of Biomedical Sciences,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Houston)

■ Postdoctoral Training
06/88-06/89 Intern in General Surgery,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Houston, TX
07/89-06/95 Resident in Neurological Surgery,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oston, MA (2 years from 7/1992 to 6/1994 in the laboratory of 
Xandra O. Breakefield, PhD, MGH)

■ Faculty Academic Appointments
07/96-06/98  Instructor of Surgery, Harvard Medical School, Boston, 
 MA
07/98-06/03  Assistant Professor of Surgery, Harvard Medical School, 
 Boston, MA
07/03-02/04  Associate Professor of Surgery, Harvard Medical School, 
 Boston, MA
02/04-07/12  Professor of Neurological Surgery/Neurology, Ohio Stat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olumbu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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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Harvey W. Cushing Professor of Neurosurgery, 
 Harvard Medical School, Boston, MA

■ Appointments at Hospitals/Affiliated Institutions
07/95-12/95  Assistant Physician of Neurosurgery,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oston, MA
07/98-02/04  Associate Physician of Surgery,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oston, MA
02/04-08/12  Physician of Neurosurgery, Wexner Medical Center, 
 Columbus, OH
08/12-  Physician of Neurosurgery, Brigham & Women’s 
 Hospital, Boston,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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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en Honeybul, FRCS (SN), FRACS

Consultant Neurosurgeon
Sir Charles Gairdner Hospital
Head of Department of Neurosurgery at Royal 
Perth Hospital
E-mail: Stephen.Honeybul@health.wa.gov.au

■ Current Positions
Trained in UK and came to Australia in 2004 as 
a fellow and subsequently stayed on as a Con-

sultant. He is currently a consultant neurosurgeon at Sir Charles Gairdner 
Hospital and Head of Department of Neurosurgery at Royal Perth Hospital

■ Research Interests
Neurosurgeon with a subspecialty interest in neurovascular surgery and 
a research interest in clinical outcome and ethics

■ Memberships in National Associations
A fellow of the Royal College of Surgeons of England, The Australasian 
college of Surgeons a member of the Neurological Society of Australasia 
and a member of the Neurosurgical Board of Australia.

■ Careers
Has presented abstracts at over 100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etings 
worldwide and published over 50 articles in peer reviewed journals, the 
majority of which are as primary author. Current interests involve long 
term outcome and ethical issues regarding life saving but non restor-
ative surgery following severe traumatic brai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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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i Yamasaki, M.D., Ph.D.

Vice President of Takatsuki General Hospital
Chief of Department of Pediatric Neurosurgery, 
Inviting Principal Investigator of Institute for 
Clinical Research, Osaka National Hospital, Na-
tional Hospital Organization

■ Education and Post Graduate Training
*  Kyoto Prefectural Medical College March 1978 Medical Degree Con-
ferred

* Osaka National Hospital, Department of Pediatrics, Junior and senior 
Residency (July. 1,1978-Aug. 31,1982)
* Post Graduate Training Course of Neurosurgery, Osaka University 
Medical School* 1996/7-1997/6 
Department of Neurosciences,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Clecve-
land, Ohio, United States

■ Society Membership
* Member of Medical ethics council in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in Japan (2009-) 
* Clinical professor of department of neurosurgery, Osak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006-2009) 
* President Of Japanese Society of Pediatric Neurosurgery (2012-2013)
Executive board of Japanese Society for Pediatric Neurosurgery
* Editorial board of Japanese Society of Treatment of Hydrocephalus
* Chief of Research Committee on Intractable Hydrocephalus organized 
by Japanes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99-2005)
Chief of Research Committee on Fetal brain anomaly organized by Japa-
nes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2011)
* President of Japanese Society for Pediatric Neurosurgeons Assoc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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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hildren’s Hospital in 2000
* International Society of Pediatric Neurosurgeons (Active Member)
* Editorial board of Japanese Society of spinal bifida

■ Current Research Activities
Congenital Hydrocephalus Clinical, Pathological and Molecular Genetic 
Study 
Mechanism of pediatric abusive head tr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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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 Jung Kim, M.D.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pine/
Scoliosis Service
622 West 168th Street PH-11, New York, 
NY 10032
Tel: (212) 305-5391 (Secretary)
Fax: (212) 305-4040
E-mail: yk2299@columbia.edu

■ Present Position
Dec. 2013-June 2015 Chief, Spinal Surgery in Columbia University
  Orthopedic
Oct. 2010-present Associate Attending Surgeon of Orthopaedic 
 Surgery,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New York, USA
Dec 2009-June 2015 Chief, Spinal Deformity Surgery in Columbia 
 University Orthopedic
Sep. 2008-Sep. 2010 Assistant professor of Orthopaedic Surgery,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New York, 
 USA

■ Academic Positions/Employment
Oct. 2010-present Associate professor of Orthopaedic Surgery,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New 
 York, USA
Sep. 2008-Sep. 2010 Assistant professor of Orthopaedic Surgery,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New 
 York, USA
Aug. 2006-July 2008 Spine/Scoliosis Fellow of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Weill Medical College, Cornell 
 University, New York, USA
Jan. 2002-June 2006 Research Scholar and Electrophysiologist of 



SPECIAL LECTURE SATURDAY, OCTOBER 17, 2015

PROGRAM OF THE 55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OCTOBER 15-18, 2015 39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pine 
 servic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t. Louis, MO, USA
Aug. 2000-Jan. 2002 Research Scholar of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pine servic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t. Louis, MO, USA
July 1997-Aug. 2000 Assistant Professor of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hief in Spine Service, 
 CHA Hospital, Pochun JoongMo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ngnam city, South Korea
Jan. 1997-July 1997 Director of Orthopaedic Surgery, Seoul 
 KangNam Hospital, Seoul, South Korea
May 1995-Dec. 1996 Director of Orthopaedic Surgery, Shinchun 
 Hospital, Siheung city, South Korea

■ Postdoctoral Training
Aug. 2006-July 2008 Spine/Scoliosis Fellow of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Weill Medical College, Cornell 
 University, New York, USA
Jan. 2002-Jan. 2003 Electrophysiologist of Perioperative Service, 
 Barnes Jewish Hospital, St. Louis, MO, USA
Mar. 1995-May 1995 Arbeitsgemeinschaft fur Osteosynthesefragen 
 (AO) Fellow of Innsbruck University Hospital, 
 Innsbruck, Austria
Mar. 1994-Feb. 1995 Pediatric and Adult Spine Fellow of Asan 
 Medical Center, Seoul, South Korea
Mar. 1990-Feb. 1994 Orthopaedic Surgery Resident of Asan 
 Medical Center, Seoul, South Korea
Mar. 1986-Feb. 1990 General Orthopaedic Physician of Kumkang 
 General Hospital, Seoul, South Korea
Mar. 1985-Feb. 1986 General Inter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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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3:00
Practical Workshop
수련교육위원회

한강홀 A (별관 1F)

좌장: 전신수

지도전문의 교육

수련교육위원회

1. 전공의 연차별 수련목표 및 내용 김대현 (대구가톨릭의대)

2. 전공의 수련교육 내용의 평가  이상구 (단국의대)

3. 전문의 자격시험 및 취득요건 양희진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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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WORKSHOP THURSDAY, OCTOBER 15, 2015

13:30-15:30
Practical Workshop 한강홀 A (별관 1F)

좌장: 안재성

패널: 정영균 (인제의대), 박익성 (가톨릭의대)

[뇌혈관외과]

Live Surgery Demonstration - Surgery 
for Anterior Circulation Aneurysms

PW-A01 Lateral Supraorbital Approach
김종수 (성균관의대)

PW-A02 Pterional Approach
김태선 (전남의대)

14:00-16:00
Practical Workshop 동강 C (별관 3F)

좌장: 박진규, 고도일

[신경통증]

Epiduroscopic proecdures
PW-B01 Percutaneous epidural adhesiolysis

지규열 (구로참튼튼병원)

PW-B02 Epiduroscopic laser ablation: Transsacral approach
 문봉주 (전남의대)

PW-B03 Epiduroscopic laser ablation: Transforaminal approach 
박영목 (연세바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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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WORKSHOP THURSDAY, OCTOBER 15, 2015

14:00-16:00
Practical Workshop 동강 B (별관 3F)

[정위기능]

Intraoperative Monitoring 
좌장: 허  륭

PW-C01 후두부 미세혈관감압술시 모니터링 전략

1) Neural function monitoring during MVD 

장원석 (연세의대)

2) Lateral spread response monitoring

홍석호 (울산의대) 

좌장: 홍재택

PW-C02 척추 수술에서 부위별 모니터링 전략

1) 경추

홍재택 (가톨릭의대) 

2) 흉요추

김치헌 (서울의대) 

3) 증례 발표

최영두 (서울의대) 

좌장: 김치헌 

PW-C03 전극 부착 및 장비사용 개론

1) 모니터링 전략

서한길 (서울의대) 

2) 전극 부착 및 장비 사용법

박상구 (성균관의대)

3) 기구 실제 사용 및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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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WORKSHOP THURSDAY, OCTOBER 15, 2015

14:00-16:00
Practical Workshop 비파홀 (3F)

좌장: 문창택

[편집위원회]

2015 Editorial Workshop
PW-D01 JKNS 투고시스템 소개

강성호 (더킨)

PW-D02 학회지 윤리성 제고를 위한 크로스체크 시스템

송상우 (건국의대)

PW-D03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Past, Present and Future
허미나 (건국의대)

PW-D04 JKNS 현황 및 발전방향

임동준 (고려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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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WORKSHOP THURSDAY, OCTOBER 15, 2015

14:00-18:00
Practical Workshop 동강 A (별관 3F)

좌장: 허  철, 양희진

[말초신경 & 신경초음파]

Didactic Course of Ultrasonography on 
Lower Extremity Peripheral Nerves

PW-E01 Part I General Principles
Ultrasonography (US) basics 

최순규(마디신경외과)

US anatomy I: Inguinal area and anterior thigh PNS*

박세혁(한림의대) 

US anatomy II: Buttock, posterior thigh and knee 

심재현(청담마디신경외과)

US anatomy III: lower leg, ankle and foot

조용준(한림의대)

Peripheral nerve problems on lower extremities

조도상(이화의대)

USG and EDS in Peripheral Neuropathy

양희진(서울의대)

PW-E02 Part II Hands on Workshop
Femoral triangle and adductor canal Femoral nerve, 
Lateral femoral cutaneous nerve, Obturator nerve  
and saphenous nerve

허  철(연세 원주의대)

Sciatic nerve: Gluteal, subgluteal and posterior thigh 
Tibial and common peroneal nerves

심재현(청담마디신경외과)

Peripheral nerves around ankle and foot: Deep peroneal, 
superficial peroneal, sural, saphenous and posterior 
tibial and plantar nerves including Baxter nerve

정재현(대전마디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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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5-09:15
Plenary Session 그랜드볼룸 B (2F)

좌장: 김동호, 장진우

PS-01 인체 경막의 혈관신생능력 - 간접적 뇌혈관문합술의  
병태생리의 중요 인자

이지혜 (고려의대)

지정토론자: 김정은 (서울의대)

PS-02 히스톤 조정 효소인 MLL4와 UTX에 의한 교모세포종의  
메칠구아닌 DNA 메칠전달효소의 발현 억제

김영준 (성균관의대)

지정토론자: 유  헌 (국립암센터)

PS-03 전이성 종양의 수술여부을 결정하는 기대여명 6개월,  
Tomita와 Tokuhashi score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한가?  
진단검사 메타분석과 개별환자 분석

이창현 (인제의대)

지정토론자: 김긍년 (연세의대)

PS-04 T8/9 5-Column Paddle Lead를 이용한 척수신경자극시  
하부요통과 둔부자극을 유발하는 전극 contact의  
위치에 대한 방사선학적 위치 분석

이시훈 (가톨릭의대)

지정토론자: 전상용 (울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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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50
그랜드볼룸 B (2F)

좌장: 임영진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리더십

Ulrich Stielike (Head Coach, South Korea National Football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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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Lecture (I)
10:50-11:40 Grand Ballroom B (2F)

Chairperson: Choong Hyun Kim, M.D.

Ennio Chiocca Antonio  
(Brigham & Women’s Hospital)
Gene-and virus-based immunotherapies for glioma

 Chairperson: Dong Keun Hyun, M.D.

Stephen Honeybul
(Sir Charles Gairdner Hospital)
Decompressive craniectomy for traumatic brain injury:  
Long term outcome and ethical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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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20
Luncheon Seminar (I) 크리스탈볼룸 A (3F)

좌장: 이창훈, 김정훈

[뇌종양]

Update of meningiomas
LS(I)-A01 Genetics of meningiomas

강신혁 (고려의대)

LS(I)-A02 Clinical management of high grade meningiomas
Albert Hong-Jae Kim (Barnes-Jewish Hospital) 

12:00-13:20
Luncheon Seminar (I) 크리스탈볼룸 B (3F)

좌장: 김성호, 안영환

[정위기능]

Differential diagnosis and management of  
abnormal movements in neurosurgical patients

LS(I)-B01 Differential diagnosis and management of tremor  
in neurosurgical patients

정현호 (연세의대)

LS(I)-B02 Differential diagnosis and management of dystonia/ 
spasticity/rigidity in neurosurgical patients

고은정 (전북의대)

LS(I)-B03 Non-surgical management for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김무성 (인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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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20
Luncheon Seminar (I) 동강 A (별관 3F)

좌장: 현동근, 김인수

[신경손상]

Clinical science of Sport concussion
LS(I)-C01 Review of current concept

윤정호 (단국의대)

LS(I)-C02 Golf related injury  
(의사들이 알아야 할 골프 관련 손상)

임길병 (인제의대 재활의학과)

LS(I)-C03 Running sports injury
이규훈 (한양의대 재활의학과)

12:00-13:20
Luncheon Seminar (I) 동강 B (별관 3F)

좌장: 박정율, 조경석

[신경통증]

New concepts in low back pain
LS(I)-D01 The end organ dysfunction model

김기정 (서울의대)

LS(I)-D02 Altered nervous system dysfunction model
이태규 (가톨릭의대)

LS(I)-D03 Neuropathic low back pain
이장보 (고려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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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20
Luncheon Seminar (I) 금강 A (별관 2F)

좌장: 박문선

[여의사회]

Women in Neurosurgery
LS(I)-E01 특별초청강연: 일과 가정을 지키는 여의사

김화숙 (한국여자의사회)

LS(I)-E02 To be a pediatric neurosurgeon: my perspective
박은경 (연세의대)

LS(I)-E03 To be a spinal neurosurgeon: women’s perspective
조지영 (강북우리들병원)

12:00-13:20
Luncheon Seminar (I) 그랜드볼룸 B (2F)

좌장: 김근수, 박인성

신경외과 수술에서 유착과 지혈의 최신지견

LS(I)-F01 가딕스 특징과 임상적 성능에 대한 이해

김상현 (아주의대)

LS(I)-F02 QuikClot Applicability in Real Time Practice  
in NS Field

안재성 (울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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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40
Main Theme Symposium 그랜드볼룸 B (2F)

좌장: 최창화

Legacy & Current Trend of KNS

SY(I)-01 대한민국 신경외과의 역사

황성남 (중앙의대)

SY(I)-02 분과학회 발전사

문창택 (건국의대)

SY(I)-03 통계로 본 신경외과

오창완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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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40  Hangang Hall A (Annex 1F)
ES(I)-A  

【Vascular, Endovascular】
Chairpersons：Han Kyu Kim, M.D., Jae-Hoon Sung, M.D.

ES(I)-A01 Intraoperative premature rupture of middle cerebral artery 
 aneurysms: risk factors and sphenoid ridge proximation sig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Jaechan Park

ES(I)-A02 Surgical clipping of paraclinoid aneurysms: What is the carotid 
 cave aneurys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St. Mary’s Hospital
Young-Min Han, Sang-Kyu Park, Dong-Kyu Jang, 
Kyoung-Sool Jang

ES(I)-A03 Recent Trends of Endovascular Operative Procedures Performed 
 by Certified Endovascular Neurosurgeons in Korea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1, 
CHA University CHA Bundang Medical Center2

Bum-Tae Kim1, Dong Seong Shin1, Tae Gon Kim2, Jong-Hyun Park1

ES(I)-A04 Treatment of intracranial atherosclerotic stenosis with coronary 
 stents and wingspan stents: single center experience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Hospital 
Hyuk Jin Oh, Seok-Man Yoon, Jae-Sang Oh, Il-Gyu Yun, 
Kyung Suk Lee, Hack-Gun Bae, Jae-Won Doh, Jai-Joon Shim

ES(I)-A05 Compare the prognostic value between diffusion volume and 
 perfusion/diffusion mismatch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Uijeongbu St. Mary’s Hospital1,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2

Do-Sung Yoo1, Seiyun Yang1, Won Il Joo1, Tae-Kyu Lee1, 
Tae Yeon Won1, Jung-Jae Lee1, Pil Woo Huh1, 
Sang Bok Lee1, Kyoung Suok Cho1, Sin-Soo J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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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40  Geumkang A (Annex 2F)
ES(I)-B  

【Tumor, Pediatric】
Chairpersons：Dong Seok Kim, M.D., Ho Shin Gwak, M.D.

ES(I)-B01 Diagnostic efficacy of stereotactic biopsy in brainstem glioma 
 patients

Ulsan University Seoul Asan Medical Center
Seung Won Choi, Young Shin Ra

ES(I)-B02 Anatomical, hemodynamic and technical considerations for the 
 transfemoral cerebral angiography in patients with the first and 
 second decades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1,
Soonchunh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2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Hospital3

Jong-Hyun Park1, Dong Sung Shin1, Bum-Tae Kim1, 
Seok-Mann Yoon3, Sukh Que Park2

ES(I)-B03 Radiation Necrosis in Glioblastoma Patients: the impact of extent 
 of resection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
Hun Ho Park, Tae Hoon Roh, Seok Gu Kang, Eui Hyun Kim, 
Chang Ki Hong, Se Hoon Kim, Sung Soo Ahn, Seung Koo Lee, 
Hye Jin Choi, Jae Ho Cho, Sun Ho Kim, Kyu-Sung Lee, 
Chang-Ok Suh, Jong Hee Chang

ES(I)-B04 Development of TED scale in the tailoring of petrosectomy
Bundang Jesaeng Hospital
Je Beom Hong, Han Kyu Kim, Hyun Goo Lee, Bong Sub Chung

ES(I)-B05 Microsurgical strategy for giant clinoidal meningiomas
Bundang Jesaeng Hospital
Ju Hyung Lee, Hyun Goo Lee, Je Beom Hong, 
Bong Sub Chung, Han Ky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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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40  Crystal Ballroom A (3F)
ES(I)-C  

【Spine I】
Chairpersons：Sung Woo Rho, M.D., Sang Gu Lee, M.D. 

ES(I)-C01 Long-term outcome of posterior inclinatory cervical 
 foraminotomy

Soonchunh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June Young Heo, Jae Chil Chang, Hyung-Ki Park

ES(I)-C02 Clinical Analysis of Failed Cervical Total disc Replacement 
 (TDR) Cas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Uijeongbu St. Mary’s Hospital
Kyoung Suok Cho, Sang Bok Lee, Sei Yun Yang, Won Il Joo, 
Tae-Kyu Lee, Pil Woo Huh, Do-Sung Yoo, Tae Yeon Won

ES(I)-C03 Long-term clinical and radiological outcomes following anterior 
 cervical foraminotomy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Byung Rhae Yoo, Woo-Kyung Kim, Sang Gu Lee, Seong Son

ES(I)-C04 Management of spinal cord hemangioblastoma - preoperative 
 evaluation and surgical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un Kee Chung, Jung Hyeon Moon

ES(I)-C05 Usefulness of fracture risk assessment tool in prediction of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1,
SMG-SNU Boramae Medical Center2

Heui-Seung Lee1, Hee-Jin Yang2, Young Seob Chung2, 
Sang Hyung Lee2, Young Je Son2, Sung Bae Par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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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40  Crystal Ballroom B (3F)
ES(I)-D  

【Spine II】
Chairpersons：Yong Eun Cho, M.D., Sung Min Kim, M.D.

ES(I)-D01 Can the Spinal Instability Neoplastic Score prior to Spinal 
 Radiosurgery Predict Compression Fractures following 
 Stereotactic Spinal Radiosurgery for Metastatic Spinal Tumor?: 
 A post-hoc analysis of prospective phase II single-institution trials

Sungkyunkwan University Samsung Medical Center1, 
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2

Sun-Ho Lee1, Claudio Tatsui2, Amol Ghia2, Behrang Amini2, 
Jing Li2, Eun-Sang Kim1, Whan Eoh1, Salvatore Zavarella2, 
Nizar Tannir2, Paul Brown2, Laurrence Rhines2

ES(I)-D02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during intradural 
 extramedullary spinal cord tumors removal

Ulsan University Seoul Asan Medical Center
Young Joon Rho, Seung Chul Rhim

ES(I)-D03 Prognostic factors for surgical outcome of the laminoplasty in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Sung Won Jin, Se-Hoon Kim, Jong Il Choi, Sung-Kon Ha, 
Sang-Dae Kim, Dong-Jun Lim

ES(I)-D04 The relationship between diabetes and the reoperation rate after 
 lumbar spinal surgery: A nationwide cohort stud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i Heon Kim, Chun Kee Chung, Jung Hyeon Moon, Won Heo

ES(I)-D05 Are “unstable” burst fractures really unstable? Comparison of 
 Denis classification and TLICS

Dong-A University Hospital
Young Min Kwon, Hyun Wo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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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40  Dongkang A (Annex 3F)
ES(I)-E 

 【Geriatric, Fuctional】
Chairpersons：Jung Yul Park, M.D., Chan Jong Yoo, M.D.

ES(I)-E01 Clinical experiences of conservative treatment for recurrent 
 C-SDH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Ki Seong Eom, Dae Won Kim, Jong Tae Park, Seong-Keun Moon, 
Sung Don Kang, Tae Young Kim

ES(I)-E02 The Analysis of Fever in Elderly Patients Admitted to the 
 Neurosurgical Intensive Care Unit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Eun Sung Park, Jin Sang Kil, Ki Seong Eom, Sung Don Kang, 
Tae Young Kim

ES(I)-E03 Reappraisal of Key Hole Surgical Technique for The Prevention 
 of Subdural Hygroma in Elderly Unruptured Aneurysm Patient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St. Mary’s Hospital
Hoon Kim, Min Woo Baik, Ik Seong Park

ES(I)-E04 Efficacy of simple skull X-ray after burr hole trephination for 
 chronic subdural hematoma - Is postoperative CT really necessary?

Cheju Halla General Hospital
Jin Wook Baek, Sang Pyung Lee, Dong Woo Lee, Jeong Jae Choi, 
Jae Ik Cho, Seong-Hwan Kim, Hyun Mook Kwon

ES(I)-E05 Selective Dorsal Root Entry Zone (DREZ) Lesioning for Chronic, 
 Intractable Neuropathic Pain of Failed Back Surgery Syndrom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1, 
Eulji General Hospital2, Chosun University Hospital3

Byung-Chul Son1, Deog-Ryeong Kim2, Sang Woo Ha3, Si Hoon Lee1, 
Jin Gyu Cho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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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Hangang Hall A (Annex 1F)
ES(II)-A  

【Vascular, Endovascular】
Chairpersons：Seung-Chyul Hong, M.D., Seok-Man Yoon, M.D.

ES(II)-A01 Quantitative analysis of carotid angiogram before and after 
 insertion of carotid stent

SMG-SNU Boramae Medical Center
Hee-Jin Yang, Young Je Son, Sung Bae Park, Sang Hyung Lee, 
Young Seob Chung

ES(II)-A02 Modified arachnoid plasty to reduce chronic subdural 
 hemorrhage after aneurysm clipping: technical note

Sungkyunkwan University Samsung Medical Center
Won Jae Lee, Kyung Il Cho, Won Ki Kim, Min Soo Kim, 
Seung-Chyul Hong, Jong-Soo Kim

ES(II)-A03 Association between hemorrhageic stroke and meteorological 
 gactors and pollutants

Han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Myung Hoon Han, Hyeong-Joong Yi, Suck Jun Oh, Yong Ko, 
Young Soo Kim, Koang Hum Bak, Hyoung-Joon Chun, 
Jaewoo Chung

ES(II)-A04 A 11-year single center experience on Endovascular Treatment of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Aneurysms: Focused on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follow-up results.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Jae Il Lee, Chang Hwa Choi, Seung Heon Cha, Byung Kwan Choi, 
Won Ho Cho, In Ho Han, Jun Kyeung Ko, Hwan Soo Kim, 
Hyuk Jin Choi

ES(II)-A05 Safety and efficacy of Tirofiban to prevent thromboembolic 
 complications in stent-assisted coil embolization of 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s

Dong-A University Hospital
Jae Hyung Choi, Sang Hyun Kim, Hyun-Seok Park, Myong Jin Kang, 
Jae Kwan Cha, Jae Taeck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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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Geumkang A (Annex 2F)
ES(II)-B  

【Tumor】
Chairpersons：Sin-Soo Jeun, M.D., Jeong-Taik Kwon, M.D.

ES(II)-B01 Outcomes of Aggressive Surgical Resection in Growth 
 Hormone-Secreting Pituitary Adenomas with Cavernous Sinus 
 Invasion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
Hun Ho Park, Eui Hyun Kim, Cheol Ryong Ku, Eun Jig Lee, 
Sun Ho Kim

ES(II)-B02 Advantages of Endonasal Submucosal Transseptal Approach 
 with Septoplasty Incision during Transsphenoidal Surgery 
 (Surgical Technique of Transsphenoidal Surgery VIII)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 
Sun Ho Kim, Eui Hyun Kim, Joo Hyung Moon, Tae Hoon Roh, 
Hyun Ho Park

ES(II)-B03 Essential microsurgical steps to enter into the petroclival area
Bundang Jesaeng Hospital
Han Kyu Kim, Hyun Goo Lee, Je Beom Hong, Bong Sub Chung

ES(II)-B04 Significance of cytogenetic factors and peritumoral edema on the 
 prognosis of glial cell tumor

Dong-A University Hospital
Kyung-Ho Jeong, Ki-Uk Kim, Young-Jin Song

ES(II)-B05 Topographic changes in CPA cisternal space anatomy in patients 
 with contralateral hearing loss after medium to large vestibular 
 schwannoma

Eulji University Hospital1, Bundang Jesaeng Hospital2

Hyun Joo Baek1, Jong Chul Chung1, Seong-Min Kim1, 
Moon Sun Park1, Seung Young Chung1, Ki Seok Park1, 
Do Sung Lee1, Han Kyu 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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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Crystal Ballroom A (3F)
ES(II)-C  

【Spine I】
Chairpersons：Young Baeg Kim, M.D., Sang Woo Kim, M.D.

ES(II)-C01 Sequential Alignment Change of Cervical Spine after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in the Lower Cervical Sp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St. Mary’s Hospital1,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t. Vincent’s Hospital2

Ho Jin Lee1, Doo Yong Choi1, Myoung Hoon Shin1, Jong Tae Kim1, 
Jae Taek Hong2

ES(II)-C02 To Compare Radiological Findings among Treatment Modalities 
 in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s 
 with Osteonecrosis

Inha University Hospital1, Radiology in Inha University Hospital2

Ji Yong Kim1, Yeo Ju Kim2, Do Keun Kim1, Hyoung-Chun Park1, 
Seung Hwan Yoon1

ES(II)-C03 Feasibility study of utilization of action camera, GoPro Hero 4, 
 Google glass and Panasonic HX-A100 in Spine surgery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 
Seong Yi

ES(II)-C04 The incidence and risk factors for sciatic trunk list in lumbar disc 
 herniation and the outcomes after percutaneous endoscopic 
 discectom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i Heon Kim, Chun Kee Chung, Won Heo

ES(II)-C05 The utility of mobile device for spine questionnair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i Heon Kim, Chun Kee Chung, Won Heo, Jung Hyeon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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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Crystal Ballroom B (3F)
ES(II)-D  

【Spine II】
Chairpersons：Sang Jin Kim, M.D., Joo-Kyung Sung, M.D.

ES(II)-D01 Clinical outcome research of C5 palsy: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very period and the clinical and radiological factors

Ulsan University Seoul Asan Medical Center
Chae Hong Lim

ES(II)-D02 Bone Cement Augmented Screw Fixation for Severe Osteoporotic 
 Spine: A comparative study

Chosun University Hospital
Do Eon Kim, Hui Sun Wang, Seok Won Kim, Chang Il Ju, 
Seung Myung Lee, Ho Shin

ES(II)-D03 Is the Virgin Surgery or Revision Surgery?: Transforaminal 
 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in the Recurred 
 Lumbar Herniated Nucleus Pulposus after Open Lumbar 
 Discectomy

Sunhan Hospital1, Chosun University Hospital2

Kun Soo Jang1, Hyeun Sung Kim1, Sung Hun Jeong1, Ho Shin1, 
Seok Won Kim2, Chang Il Ju2, Seung Myung Lee2

ES(II)-D04 The advantages of translaminar microsurgical approach (key-hole 
 laminotomy) for upper lumbar herniated disc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Yoo Hee Kim, Sang Gu Lee, Woo-Kyung Kim, Seong Son

ES(II)-D05 What is more effective treatment option for discogenic low back 
 pain - Thermocoagulation or placebo therapi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Nanoori Hospital1, 
KHANMED Research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2

Il Tae Jang1, Sang Mok Kim1, Jung-Sik Bae1, Sol Lee2, Ho Kim2, 
Yun Su Yang2, Jae Eun Park2



ENGLISH SESSION II FRIDAY, OCTOBER 16, 2015

PROGRAM OF THE 55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OCTOBER 15-18, 2015 61

17:00-18:00  Dongkang A (Annex 3F)
ES(II)-E 

 【Neurotrauma, Peripheral】
Chairpersons：Hee-Jin Yang, M.D., Se-Hyuk Kim, M.D.

ES(II)-E01 Anomalous muscles of the wrist, encountered during endoscopic 
 carpal tunnel surgery

Hallym University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Jae-Won Park, Soo-Ah Nam, Se-Hyuck Park

ES(II)-E02 Cheiralgia paresthetica: an isolated neuropathy of the superficial 
 branch of the radial nerve, Report of three cas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
Byung-Chul Son, Jin-Gyu Choi, Si Hoon Lee

ES(II)-E03 Cerebral Perfusion Pressure Management in Decompressive 
 Craniectomy Patient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Uijeongbu St. Mary’s Hospital1,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2

Do-Sung Yoo1, Sei Yun Yang1, Won Il Joo1, Tae-Kyu Lee1, 
Pil Woo Huh1, Sin-Soo Jeun2

ES(II)-E04 Is it safe to open the frontal sinus during transcilliary keyhole 
 surger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St. Mary’s Hospital
Eui Jin Chung, Ik Seong Park, Hoon Kim, Min Woo Baik

ES(II)-E05 Immunoreactivity of neurogenic factor in the guinea pig brain 
 after prenatal hypoxia

Chosun University Hospital
Jae Ho Kim, Seok W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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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20
Breakfast Seminar 크리스탈볼룸 A (3F)

좌장: 김재민, 정영균

[뇌혈관외과]

How to reduce complications
BS-A01 Remote hemorrhage 

박재찬 (경북의대)

BS-A02 Cerebral infarction
김정은 (서울의대)

BS-A03 Perforator injury
주성필 (전남의대)

PS-A04 Subdural fluid correction and cosmetic deformity 
김용배 (연세의대)

08:00-09:20
Breakfast Seminar 크리스탈볼룸 B (3F)

좌장: 양희진, 이상구

[말  초]

Anatomy, Positioning, and Surgical Exposures  
for Peripheral Nerve Surgery in Lower Extremity

BS-B01 Femoral & Sciatic nerves and Lateral femoral  
cutaneous nerves

손병철 (가톨릭의대)

BS-B02 Peroneal and Tibial nerves
양진서 (한림의대)

BS-B03 Sural & Plantar nerves
심재준 (순천향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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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20
Breakfast Seminar 동강 A (별관 3F)

좌장: 이  언, 박정율

[노  인]

노인층에 흔한 신경외과적 질환

BS-C01 Chronic subdural hematoma/subdural  
hygroma in elderly

황선철 (순천향의대)

BS-C02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이진석 (가톨릭의대)

BS-C03 Post-stroke pain management in geriatric patients
이명기 (메리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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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00
그랜드볼룸 B (2F)

좌장: 박현선

신경외과 관련 의료 정책

2015년도 정부보건의료정책 추진현황

권덕철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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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Lecture (II)
10:00-10:50 Grand Ballroom B (2F)

Chairperson: Ki-Bum Sim, M.D.

Mami Yamasaki
(Takatsuki General Hospital)
Prenatal diagnosis and management of fetal brain malformation

Chairperson: Chun Kee Chung, M.D.

Yong Jung Kim
(Columbia University)
Surgical decision making algorithm for spinal deformit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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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00
그랜드볼룸 B (2F)

좌장: 김범태

Robotics & Industry in Neurosurgery

의료산업의 현황과 전망

SY(II)-01   신경외과용 수술로봇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김영수 (한양의대)

SY(II)-02   Current Researches in Biomedical Micro/Nano Robotics
 박종오 (전남의대)

SY(II)-03   Neurosurgeons in the Medical Industry  
 박재찬 (경북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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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3:30
Luncheon Seminar (II) 크리스탈볼룸 A (3F)

좌장: 김긍년

[척  추]

Clinical application of stem cell therapy in spine:  
myth or reality?

LS(II)-A01 Stem cell therapy in disc degeneration
한인보 (CHA의과학대)  

LS(II)-A02 Stem cell therapy in spinal cord injury
전상용 (울산의대)

LS(II)-A03 Stem cell therapy in miscellaneous area  
(Fusion, Neuropathic pain, etc) 

하  윤 (연세의대)

12：10-13：30
Luncheon Seminar (II) 크리스탈볼룸 B (3F)

좌장: 김범태, 이호국

[뇌혈관내수술]

Technical aspects using newly  
introduced endovascular devices

LS(II)-B01 Intermediate catheters
진성철 (인제의대)

LS(II)-B02 New stents for endovascular coil embolization
황교준 (서울의대)

LS(II)-B03 Flow diverters
김성림 (가톨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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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3：30
Luncheon Seminar (II) 동강 A (별관 3F)

좌장: 나영신, 심기범

[소  아]

Management of pediatric patients  
with increased ICP

LS(II)-C01 Normal ICP in children
이지연 (서울의대)

LS(II)-C02 Medical treatment of increased ICP
심규원 (연세의대)

LS(II)-C03 Cardiopulmonary management
양지혁 (성균관의대 흉부외과) 

12：10-13：30
Luncheon Seminar (II) 금강 A (별관 2F)

좌장: 박희라

[간호사]

LS(II)-D01 Effects of self-efficacy training is used to help drug  
dose of stroke medication in the elderly

이진희 (고려대 구로병원)

LS(II)-D02 Effect of Systematic Education Program for  
Neurologic Examination on Neurosurgery  
Unit-based Core Nursing Practice

김정희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LS(II)-D03 Exposure to workplace violence and burn-out in  
intensive care unit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이은지 (이화여대 목동병원)

LS(II)-D04 Continued drinking-related factors after stroke
이다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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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3：30
Luncheon Seminar (II) 동강 B (별관 3F)

좌장: 김기욱, 정천기

[신경중환자의학]

장기기증에 대하여 (Ethics of Life & after Donation)
LS(II)-E01 뇌사에 대한 윤리적 판단

임선희 (백제종합볍원 예방의학과)

LS(II)-E02 뇌사판정 기준

김정수 (인제의대) 

LS(II)-E03 장기기증 이후의 과정

김형숙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LS(II)-E04 장기기증 제도의 변천과 문제점

이상형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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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4:50 한강홀 A (별관 1F)

FP-A 【혈관ㆍ혈관내】

좌장：강성돈, 고준석

FP-A01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혈관 내 색전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시술 전 복용된 항혈소판제의 저항성과 시술 후 MRI 
 확산강조영상에서의 양성병변과의 관련성 여부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김민수

FP-A02 파열된 뇌동맥류에 대한 혈관 내 수술 시 발생한 혈전에 대해서 
 혈전 용해술 후에 남은 혈전의 운명

한림대 성심병원

전효섭, 안준형, 김지희, 오재근, 송준호, 장인복

FP-A03 성인모야모야병에서 중대뇌동맥 영역에 시행한 
 복합혈관문합술이 전대뇌동맥 영역도 구할 수 있는가?

서울대병원1, 핵의학과2, 서울대 보라매병원3, 분당서울대병원4

조원상1, 김정은1, 강현승1, 팽진철2, 손영제3, 김택균4, 방재승4, 오창완4

FP-A04 비파열성 중뇌동맥류의 클립결찰시 수술중 모니터링: 
 수술 후 허혈성 합병증의 감시자

분당서울대병원1, 신경과2

변형수1, 오창완1, 방재승1, 권오기1, 황교준1, 한정호1, 박경석2, 김동건2, 김택균1

FP-A05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클로피도그렐과 티클로피딘의 
 혈소판기능검사

을지대병원1, 신경과2 

정승영1, 백현주1, 손희언1, 김재국2, 이수주2, 박문선1

FP-A06 안와 동맥 동맥류에 대한 코일 색전술: 풍선 폐쇄 검사 및 
 시력 보존에 대한 평가

한림대 성심병원

안준형

FP-A07 상상돌기주위 동맥류의 국소 위치 확인 및 치료: 
 양성자밀도 자기공명영상 기반 연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2

윤선진1, 신나영2, 이재환1, 허승곤1, 강정한1, 김성한1, 김소연1, 박근영1

FP-A08 비파열성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시 미세색전 발생의 양상과 
 위험요소 분석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박중철, 이덕희, 안재성, 권병덕, 최충곤

FP-A09 대뇌동맥류 용적 측정시 측정방법, 역치값, 측정자에 의한 영향
강원대병원1, 서울대병원2

이은혜1, 조원상2, 김강민1, 이승진1

FP-A10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후 뇌혈관 연축에서 
 예방적 스타틴: 전향적 코호트 연구

을지병원

김대인, 김재훈, 강희인, 김덕령, 문병관, 김주승



FLASH PRESENTATION SATURDAY, OCTOBER 17, 2015

PROGRAM OF THE 55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OCTOBER 15-18, 2015 71

13:40-14:50 금강 A (별관 2F)

FP-B 【종양ㆍ소아】

좌장：윤수한, 차승헌

FP-B01 소아 척수 경막외 림프종: 독특한 발현양상
서울대병원1, 해부학과2, 서울대 어린이병원3

도윤식1, 김승기1, 왕규창1, 이지연2, 피지훈3

FP-B02 마우스 교모세포종 모델에서 7-O-succinyl macrolantin A의 
 항암효과 연구

분당서울대병원

주진덕, 최서희, 이정은, 김  준, 김영훈, 한정호, 김재용

FP-B03 신경교종 세포에서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는 자가포식 및 방사선 
 저항성에 있어서 메탈로티오네인-3와 아연의 역할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조영현, 이승주, 정규하, 이은정, 김정훈, 김창진, 고재영

FP-B04 역형성 교종에서 생존과 예후인자 분석
분당제생병원1, 연세대 세브란스병원2

홍제범1, 김의현2, 강석구2, 김세훈2, 서창옥2, 장종희2

FP-B05 큰 크기의 뇌 전이에서 분할 조사 정위 방사선 수술, 
 후향적 단일 기관 연구

국립암센터1, 서울대병원2

김주환1, 백선하2, 김동규2, 정현태2, 김진욱2

FP-B06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에서 자가 살해 면역 세포치료제 치료: 
 예비보고

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임재준, 조경기

FP-B07 2등급 수막종의 임상 결과와 적절한 추가 치료 방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뇌종양센터1, 병리과2, 방사선종양학과3

유승준1, 김의현1, 강석구1, 김세훈2, 김선호1, 서창옥3, 이규성1, 장종희1

FP-B08 잔류 또는 재발성 두개내 혈관주위세포종의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김병섭, 공두식, 설호준, 남도현, 이정일

FP-B09 청신경초종 수술에서 수술직후와 추후 안면신경 마비의 관련성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이승훈, 박  관, 이정일, 남도현, 공두식, 조양선, 설호준

FP-B10 한국 성인에서 경비적 뇌하수체 접근에 관한 영상의학적 측정의 
 임상적 의의

인제대 일산백병원

신동원, 이채혁, 최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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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4:50 크리스탈볼룸 A (3F)

FP-C 【척  추】

좌장：박승원, 이정길

FP-C01 2분절 전방경추유합술에서 동종골의 운명 
 (방사선적, 임상적 결과분석)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안상석, 진동규, 김근수, 김경현, 박정윤, 구성욱, 조용은

FP-C02 수술후 재발한 전이성척추종양의 재수술후 생존 및 예후 인자 분석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1, 

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2

이선호1, Claudio Tatsui2, 김은상1, Salvatore Zavarella2, 어  환1, 

Ganesh Rao2, Laurence Rhines2

FP-C03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의 전방과 후방 수술법의 장기 임상결과 및 
 예후 인자 비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도영, 김병우, 하  윤, 윤도흠, 김긍년, 이  성, 신동아

FP-C04 두개-경추 연접부 고정술을 위한 후두와 정맥동의 해부학적 분석: 
 혈관조영술 및 컴퓨터 단층 촬영 분석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이동훈, 홍재택, 성재훈, 허  준, 김상욱, 김영일, 조철범, 김일섭, 양승호, 이상원

FP-C05 안전한 경추경 나사못 삽입을 위한 수렴각의 범위 분석 연구
울산대 강릉아산병원1, 울산대 서울아산병원2

구본섭1, 박진훈1, 임승철2

FP-C06 척추 내 경막외 농양의 치료 및 근마비에 미치는 영향인자
충남대병원

주민욱, 최승원, 권현조, 김선환, 고현송, 염진영, 송시헌

FP-C07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의 치료에서 피질골 나사못의 초기 
 방사선학적인 분석: 최소 4개월 이상의 추적관찰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김일섭, 홍재택, 김준영, 권재열, 양승호, 성재훈, 이상원

FP-C08 지연성 외상후 척추 후만증 및 쿰멜씨 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후의 
 임상적 결과

강동경희대병원1, 경희대병원2

강일호2, 조대진1, 김성민1

FP-C09 시상면 척추불균형을 보이는 요추 평편 변형 환자들의 교정 수술의 
 결과

강동경희대병원

김성민

FP-C10 경추 전방 고정술 (1분절 또는 2분절)에서 경추 플레이트 고정이 
 경추 분절 높이와 각도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 상계백병원

김태현, 신준재, 김태홍, 신형식, 황용순, 박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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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4:50 동강 A (별관 3F)

FP-D 【정위기능ㆍ신경손상ㆍ노인ㆍ신경통증】

좌장：김무성, 황  금

FP-D01 근긴장이상증에 대한 내측담창구 뇌심부자극술 후 전극 위치와 
 예후의 상관관계

서울대병원1, 심경과2

박혜란1, 이재민1, 김진욱1, 김한준2, 김동규1, 전범석2

FP-D02 본태성 진전의 뇌심부자극술 후 임상결과에 있어 전극위치의 영향
서울대병원

이재민, 박혜란, 임용훈, 김미령, 김경란, 신채원, 박혜영, 감한준, 전범석, 김동규, 

백선하

FP-D03 수술 전 안면 근전도 검사에서 편분산 반응이 음성인 편측 안면 경련 
 환자의 수술 결과에 대한 분석

경희대병원

박창규, 강일호, 박봉진, 임영진, 최석근, 이성호, 김승범, 김태성, 이봉암

FP-D04 삼차신경통에 대한 초기 치료로서 미세혈관감압술의 장기적 결과: 
 10년 경과관찰

경희대병원

박창규, 박봉진, 강일호, 임영진, 최석근, 이성호, 김승범, 김태성, 이봉암

FP-D05 방사선수술로 치료받은 뇌해면상 혈관종에 있어서 VEGF의 발현
경북대병원

박성현, 박기수, 황정현, 황성규

FP-D06 압박혈관 정도에 따라 삼차신경통에 대한 감마나이프 성적이 영향을 
 받는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현호, 김민수, 정나영, 장원석, 박용구, 장진우

FP-D07 만성 경막하혈종의 원인과 외상관여계수
순천향대 천안병원

이경석, 윤석만, 오재상, 오혁진, 심재준, 도재원

FP-D08 만성 경막하 혈종 환자에게 시행한 세 가지 천두술 기법에 따른 
 치료결과와 재발률의 비교

중앙대병원

장경민, 권정택, 황성남, 박용숙, 남택균, 김원영

FP-D09 80세 이상의 초고령의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치료에 있어서 
 척추체 성형술과 풍성 척추 성형술의 비교

한양대 구리병원

류제일, 정진환, 김충현, 김재민

FP-D10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으로 잘못 진단된 요천추신경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손병철, 최진규, 이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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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50 한강홀 A (별관 1F)

SS(I)-A 【혈관ㆍ혈관내】

좌장：박현선, 강희인

SS(Ⅰ)-A01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코일색전술 후 발생한 원격 뇌출혈의 
 임상 분석

인제대 서울백병원1,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2,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3, 

아주대병원4, 가천의대 길병원5, 인하대병원6,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7, 

청주한국병원8

심숙영1, 정준호2, 송지혜3, 임용철4, 김명진5, 오세양6, 심유식6, 박상규7, 

박정언8, 신용삼3

SS(Ⅰ)-A02 두개내 내경동맥 대동맥류 및 거대동맥류의 미세수술적 치료 
 결과의 향상을 위한 우리의 대처법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신재전, 안재성, 권병덕, 권도훈, 박중철

SS(Ⅰ)-A03 성인 모야모야병에서 p.R4810K 이외의 새로운 RNF213 유전자 
 변이형들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연제영, 조경일, 김종수, 홍승철

SS(Ⅰ)-A04 모야모야 환자의 내경동맥의 형태학적 차이와 연관된 혈역학적 차이
분당서울대병원1, 서울대병원2, 국립중앙의료원3

김택균1, 방재승1, 권오기1, 황교준1, 김정은2, 강현승2, 조원상2, 문종언3, 오창완1

SS(Ⅰ)-A05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missed diagnosis의 
 관련 요인 및 임상경과

인하대병원1,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2, 가천의대 길병원3, 인제대 서울백병원4, 

아주대병원5,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6,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7

오세양1, 정준호2, 심유식1, 김명진3, 심숙영4, 임용철5, 박상규6, 송지혜7, 신용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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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50 금강 A (별관 2F)

SS(I)-B 【종양ㆍ소아】

좌장：문재곤, 이채혁

SS(Ⅰ)-B01 제1형 신경섬유종증 환자에서 모야모야 증후군과 
 RNF213유전자 c.14576G>A 다형성의 연관성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신경외과1,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2,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3, 분당서울대병원4, 의학연구협력센터5, 

동국대 일산병원6

피지훈1, 최정원2, 성문우3, 김택균4, 문연주1, 이중엽5, 고은정6, 류슬기1, 강태희1, 

방재승4, 오창완4, 이지연1, 왕규창1, 김승기1

SS(Ⅰ)-B02 우리의 편견인가, 그들의 편견인가? - II (2015)
서울대 소아청소년병원1, 서울대 해부학교실2

왕규창1, 이지연2, 피지훈1, 김승기1

SS(Ⅰ)-B03 일차성 교모세포종 예후 인자인 종양 간엽줄기유사세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2

윤선진1, 심진경1, 노태훈1, 성경수1, 문주형1, 이지현1, 김의현1, 장종희1, 김선호1, 

홍용길2, 강석구1

SS(Ⅰ)-B04 교모세포종에서 BIRC5, CD99, ERBB2 유전자의 
 HLA-A*0201 제한 세포독성 T 림프구 항원결정기를 이용한 
 다분지-멀티펩티드 면역치료

화순전남대병원1, 뇌종양실험실2, 세포치료실3, 내과4, 전남대병원 내과5

정태영1, 김영희2, 이현주3, 정숙인5, 이제중4

SS(Ⅰ)-B05 FoxM1 발현이 뇌수막종의 성장 및 악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 안암병원1, 국립암센터2

박경재1, 유  헌2, 박동혁1, 정용구1, 강신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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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50 크리스탈볼룸 A (3F)

SS(I)-C 【척추 I】

좌장：도재원, 장지수

SS(Ⅰ)-C01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요추추간판 탈출증 수술률의 변이 및 
 관련 특성 분석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1, 보건학과2, 예방의학과3

손병철1, 김호종2, 신의철3

SS(Ⅰ)-C02 퇴행성 요추 빌환 수술 전/후 배뇨장애의 빈도 및 위험인자에 
 대한 분석

인제대 해운대백병원1, 서울대병원2

이승준1, 김수현2, 정천기2, 김치헌2, 최윤희2

SS(Ⅰ)-C03 최소침습 신경공추체유합술에 사용되는 바나나형 케이지와 
 직선형 케이지의 유합율과 시상면 요추 골반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 분석: 무작위 임상실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최원서, 김진성, 류경식, 허정우, 성지훈

SS(Ⅰ)-C04 요추 4-5번에서 경사측방 추체간 유합술과 최소침습 신경공 
 추체간 유합술의 임상적 결과 및 영상 검사결과의 비교 연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진성, 류경식, 허정우, 최원서, 성지훈

SS(Ⅰ)-C05 L4-5와 L5-S1의 단분절 후방척추체 유합술에서 fusion rate에 
 대한 방사선학적 비교연구

분당서울대병원

한상현, 현승재, 장태안, 김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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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50 크리스탈볼룸 B (3F)

SS(I)-D 【척추 II】

좌장：박춘근, 김근수

SS(Ⅰ)-D01 Passive Clarity (PARS-PACT) 기술을 이용한 중추신경계의 
 투명화 구현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우지원, 박정윤, 조용은

SS(Ⅰ)-D02 연하시 목의 자세가 경추의 움직임 및 각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김준영, 김일섭, 성재훈, 이상원, 권재열, 홍재택

SS(Ⅰ)-D03 근감소증 인자와 척추의 시상균형과의 관계
중앙대병원

박승원, 이상윤, 김영백

SS(Ⅰ)-D04 경추척수증 환자에서 운동 유발전위 감시의 성공률: 연관된 인자 
 및 자극 강도 증가의 효과

부산대병원

김동환, 김환수, 최병관, 한인호

SS(Ⅰ)-D05 수술테이블 및 환자자세를 이용한 제1요추부터 제1천추까지 
 5레벨 전방경유 복막외 전요추 유합술

강동경희대병원

조대진, 김기택, 강일호,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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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50 동강 A (별관 3F)

SS(I)-E 【정위기능】

좌장：정용태, 조  준

SS(Ⅰ)-E01 카오린에 의한 수두증 쥐 모델에서 맥락총과 뇌실질 내의 
 아쿠아포린 1과 4 발현에 관한 연구

경북대병원

박기수, 박성현, 황정현, 황성규

SS(Ⅰ)-E02 감마나이프로 치료 받은 소아 뇌동정맥기형의 폐색에 영향을 
 주는 임상적 특징

경희대병원

박창규, 최석근, 이성호, 박봉진, 김태성, 김승범, 임영진

SS(Ⅰ)-E03 비종양성 청각 장애 환자에 시행한 청각뇌간이식술의 장기적 결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나영, 김민수, 김영구, 장원석, 정현호, 장진우

SS(Ⅰ)-E04 뇌신경초종에 대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과 관계 있는 
 수두증에 대한 분석

경희대병원

박창규, 이성호, 최석근, 박봉진, 임영진

SS(Ⅰ)-E05 레이저를 이용한 통증 자극에 따른 인간 시상외핵의 감마 주파수 
 활동의 변화

고려대 구로병원1, Johns Hopkins Hospital2

김종현1, 이지혜1, 권우근1, Frederick Len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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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50 동강 B (별관 3F)

SS(I)-F 【신경통증ㆍ노인ㆍ말초신경】

좌장：박진규, 박익성

SS(Ⅰ)-F01 경막외 유착의 영향의 유한요소 분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2

이  남1, 이  성1, 김긍년1, 윤도흠1, 하  윤1, 신동아1, 지규열1, 신현철2

SS(Ⅰ)-F02 Cage 단독 경추 전방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노인환자에서의 
 수술 전, 후 처치

경희대병원1, 강동경희대병원2

최종민1, 김승범1, 최만규1, 박봉진1, 김태성1, 임영진1, 김성민2

SS(Ⅰ)-F03 급성 허혈성 뇌졸중 후 80세 이상 환자에서 동맥내 혈전융해술의 
 유효성

을지병원

박상필, 김재훈, 강희인, 김덕령, 문병관, 김주승

SS(Ⅰ)-F04 중심성 척수 증후군 환자의 적외선 체열 영상
가천의대 길병원

손  성, 이상구, 김우경

SS(Ⅰ)-F05 대좌골절흔 하방 좌골 신경초종의 접근법
고려대 안암병원

허준석, 박정율, 이장보, 조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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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SESSION II SATURDAY, OCTOBER 17, 2015

16：10-17：10 한강홀 A (별관 1F)

SS(II)-A 【혈관ㆍ혈관내】

좌장：박인성, 신승훈

SS(Ⅱ)-A01 스텐트 보조 코일 색전술 후 뇌동맥류의 안정성에 대한 성향 점수 
 일치 분석

서울대병원1, 분당서울대병원2, 서울대 보라매병원3

강현승1, 조원상1, 홍현숙1, 김정은1, 조영대1, 권오기2, 방재승2, 황교준2, 손영제3, 

오창완2, 한문희1

SS(Ⅱ)-A02 뇌동맥류결찰수술에서의 의료보험 청구액 삭감: 견해차이를 
 줄일 수 있을까?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성재훈, 허  준, 이동훈, 김상욱, 김영일, 조철범, 김일섭, 양승호, 홍재택, 

이상원

SS(Ⅱ)-A03 대퇴동맥 협착과 경동맥 협착의 상관관계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이동훈, 성재훈, 허  준, 김상욱, 김영일, 조철범, 김일섭, 양승호, 홍재택, 

이상원

SS(Ⅱ)-A04 진성 후교통동맥 동맥류와 분지성 후교통동맥 동맥류의 비교: 
 진성 후교통동맥류가 파열에 더 취약한가?: 후향적 연구

에스포항병원

이영진, 최범진, 강연구, 김문철

SS(Ⅱ)-A05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혈관평활근 전구세포의 분리: 
 새로운 실험 모델

서울대병원1,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2, 순천대병원3, 서울대 어린이병원4, 

서울대 해부학과5

강현승1, 문연주1, 김영임1, 박웅양2, 박애경3, 왕규창1, 김정은1, 피지훈5, 이지연6, 

김승기1

SS(Ⅱ)-A06 근위부 중대뇌동맥 상부의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클립수술 이후에 
 발생한 허혈성 합병증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최규선, 안재성, 권병덕, 권도훈, 박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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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SESSION II SATURDAY, OCTOBER 17, 2015

16：10-17：10 금강 A (별관 2F)

SS(II)-B 【종양ㆍ소아】

좌장：민경수, 박봉진

SS(Ⅱ)-B01 NeurogamⓇ을 이용한 모야모야병에서 뇌관류를 기본으로하는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 staging

충북대병원

한재혁

SS(Ⅱ)-B02 새롭게 진단된 교모세포종 환자에서 cytokine 유발 면역치료제와 
 테모졸로마이드 병합치료의 효과에 대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3상 임상 시험 보고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1, 고려대 안암병원2, 연세대 세브란스병원3, 

울산대 서울아산병원4, 경희대병원5, 건국대병원6, 한양대 구리병원7

공두식1, 남도현1, 강신혁2, 장종희3, 김정훈4, 임영진5, 고영초6, 정용구2, 김충현7

SS(Ⅱ)-B03 교모세포종의 종양 혈관 생성에 있어서 전사조절 인자 Sox17의 
 역할규명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이승주, 김정훈

SS(Ⅱ)-B04 교모세포종 기질내 종양 간엽줄기유사세포에 의한 종양 침윤 증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 병리과3, 한양대 생명과학과2, 연세대 약학대학 약학과4,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5

강석구1, 임은정2, 김세훈3, 이지현1, 심진경1, 노태훈1, 문주형1, 성경수1, 최준정4, 

김의현1, 장종희1, 김선호1, 김필남5, 이수재2

SS(Ⅱ)-B05 뇌하수체 종양 수술 후 조기 MRI에서 관찰되는 정상 뇌하수체 
 크기 변화와 호르몬 기능 회복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조경래, 설호준, 이정일, 공두식, 남도현

SS(Ⅱ)-B06 5-아미노루블리닉산을 이용한 교모세포종 종양구와 
 종양간엽줄기유사세포의 광역학 진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 연세대 약학대학 약학과2

서유리1, 최준정2, 심진경1, 이지현1, 문주형1, 성경수1, 노태훈1, 김의현1, 김선호1, 

장종희1, 강석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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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SESSION II SATURDAY, OCTOBER 17, 2015

16：10-17：10 크리스탈볼룸 A (3F)

SS(II)-C 【척추 I】

좌장：이승명, 김우경

SS(Ⅱ)-C01 연령과 디스크 레벨에 따른 요추 근육의 퇴행성 지방화 현상의 
 차이

중앙대병원

이신헌, 박승원, 김영백

SS(Ⅱ)-C02 골다공증 쥐에서 Bone Morphogenic Protein - 2 나사못의 효과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제훈, 임수빈, 신원한

SS(Ⅱ)-C03 척추 성형술에서 시멘트 누출을 막기 위한 세가지 수술방법에 
 대한 전향적 비교 연구

순천향대 천안병원

오재상, 도재원, 오혁진, 심재준, 윤석만, 배학근, 이경석, 윤일규

SS(Ⅱ)-C04 흰쥐에서 척추 주변 근육 만성 손상 모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1, 중앙대병원2

조탁근1, 박승원2, 김영백2, 김창현1

SS(Ⅱ)-C05 척추 시상 균형에 요추 근육이 미치는 영향
한림대 성심병원

전효섭, 김지희, 안준형, 장인복, 송준호, 오재근

SS(Ⅱ)-C06 척추관내 및 추간공 복합병변에 대한 후궁간 및 협부주위 
 동시접근법의 임상결과

수원나누리병원1, 서울나누리병원2

이정섭1, 하성일1, 장일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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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SESSION II SATURDAY, OCTOBER 17, 2015

16：10-17：10 크리스탈볼룸 B (3F)

SS(II)-D 【척추 II】

좌장：조경석, 김은상

SS(Ⅱ)-D01 경추 척수병증이 있는 뇌성마비 환자의 경추 변형과 임상적 
 연관성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창규, 하  윤, 신동아, 이  성, 김긍년, 윤도흠

SS(Ⅱ)-D02 후궁 성형술, 후방 감압 및 후방 고정술 후 후종인대 골화증 
 진행의 비교 및 위험인자에 대한 고찰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무성, 조용은

SS(Ⅱ)-D03 후관절 절제 범위와 경추 안정성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경추 신경공 확장술 후 단기 경과 관찰 기간 중의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 결과 분석

나누리병원

이재철, 안  용, 우종윤, 피용훈, 임재현, 장일태

SS(Ⅱ)-D04 심부 척추 주위 근육이 경추 척추체간 유합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병원1, 강동경희대병원2

여명기1, 김승범1, 최만규1, 박봉진1, 김태성1, 임영진1, 김성민2

SS(Ⅱ)-D05 경추 1번 가쪽덩이 나사못 고정술과 관련된 합병증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분석: 단일 기관에서 12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한 
 후향적 연구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김준영, 김일섭, 권재열, 성재훈, 이상원, 홍재택

SS(Ⅱ)-D06 요추디스크에 의한 말총증후군에서 발생하는 신경인성 방광의 
 호전정도에 관여하는 인자

인하대병원

전준복, 김도근, 김지용, 윤승환, 박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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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SESSION II SATURDAY, OCTOBER 17, 2015

16：10-17：10 동강 A (별관 3F)

SS(II)-E 【정위기능】

좌장：백선하, 조  준

SS(Ⅱ)-E01 정위 자기공명영상의 공간 왜곡: 정위 방사선 수술 과정에서 
 임상 고찰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1, 연세대 세브란스병원2

나영철1, 김영구2, 김민수2, 정나영2, 정현호2, 장진우2, 박용구2, 장원석2

SS(Ⅱ)-E02 미세혈관 감압술이 반측성 안면경련 환자의 사회불안 증상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영구, 정나영, 김민수, 장원석, 정현호, 장진우

SS(Ⅱ)-E03 본태성진전에서의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집접초음파 치료: 
 시상파괴술 및 뇌심부자극술과의 효용성 및 부작용 비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민수, 김영구, 정나영, 장원석, 정현호, 장진우

SS(Ⅱ)-E04 본태성 진전에서 시상 중간복측핵의 뇌심부자국술의 장기간 
 임상학적 결과

서울대병원

이재민, 박혜란, 임용훈, 김미령, 김경란, 신채원, 박혜영, 김한준, 전범석, 

김동규, 백선하

SS(Ⅱ)-E05 경추근긴장이상증의 발현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수술후 임상적 
 경과에 대하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문영, 허  륭

SS(Ⅱ)-E06 상, 하지에 국한된 이차성 근이상증의 수술적 치료 결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영구, 정나영, 김민수, 장원석, 정현호, 장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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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SESSION II SATURDAY, OCTOBER 17, 2015

16：10-17：10 동강 B (별관 3F)

SS(II)-F 【신경손상】

좌장：정진환, 조병문 

SS(Ⅱ)-F01 뇌병변을 가진 한국 성인 환자에서 뇌압증가여부의 진단을 위한 
 초음파를 통한 시신경초직경의 역치

분당서울대병원1, 한림대 춘천성심병원2, 서울대병원3

이상철1, 전진평2, 이한나3, 조원상3, 류호걸3, 강현승3, 김정은3

SS(Ⅱ)-F02 뇌위축정도와 경막하 부피 비교를 통한 만성경막하혈종 예측: 
 뇌전산단층촬영이미지의 볼륨 분석

충남대병원

정희원, 김선환, 송시헌, 염진영, 고현송, 최승원, 권현조

SS(Ⅱ)-F03 외상후 뇌수두증에 대한 임상연구: 심각한 두부외상이 아닌 
 환자에서도 뇌수두증은 발생 할 수 있다.

건양대병원

서진호, 김홍래, 이창현, 이철영, 김종현, 김현우

SS(Ⅱ)-F04 일과성 허혈후 토끼 척수의 전각에 나타난 AMP-활성 kinase의 
 효과

한림대 동탄성심병원1, 한림대 강동성심병원2

문승명1, 조병문2, 박정현1, 이상건1, 서재삼1, 김희연1

SS(Ⅱ)-F05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 P300 Event-Related Potential의 활용
고려대 구로병원

송제영, 김종현

SS(Ⅱ)-F06 만성 경막외 혈종에 대한 Burr-hole Craniotomy후의 
 Outcome에 관련한 임상인자 및 수술 전 후 치료 전략

서울대병원

방창환, 이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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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09:30
Session (I) 그랜드볼룸 B (2F)

좌장: 장일태

LOS(I)-01 개원가에서 조우하는 법적인 문제와 대처법

 곽상기 (변호사)

LOS(I)-02 세무조사 베테랑이 본 개원의사 조사대응 방안

김종국 (세무사)

09:45-11:15
Session (II) 그랜드볼룸 B (2F)

좌장: 최낙원

LOS(II)-01 저수가 환경에서 수가보존방법 및 비급여치료

홍기혁 (인제의대 마취통증)

LOS(II)-02 Cervicogenic Headache의 감별진단과 치료

김문간 (수락신경외과)

LOS(II)-03 신경외과 외래 진료실에서 근골격계 초음파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최순규 (마디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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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3:00
Session (III) 그랜드볼룸 B (2F)

좌장: 박성균

LOS(III)-01 만성 난치병의 해결사로서의 기능의학

최세환 (서울성모신경외과)

LOS(III)-02 외래에서 쉽게 처방할 수 있는 영양주사요법

김동환 (녹십자 검진센터)

LOS(III)-03 신경학적 증상에 적용하는 수기치료 
(어지럼증, 뇌경색, 본태성떨림, 간질)

장현동 (부천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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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동시에 발생한 폐와 경막외 농양 치험례
서울의료원

김성훈, 장세연, 송관영, 강동수, 공민호, 김정희

P-002	 고혈당과 연관되어 T1 강조 MRI상 고신호강도 및 CT상 고밀도 
 소견을 보이면서 불수의적 운동을 동반하지 않은 고령환자 증례 보고

조선대병원

하상우, 김재호, 장석정

P-003	 192 IgG-saporin을 이용한 흰쥐 기억력 손상 모델에서 내측 중격 
 심부뇌자극이 기억력 회복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다운, 이지현, 장원석, 장진우

P-004	 노인 환자에서 자발성 피질하 뇌내출혈의 수술 결과에 대한 연구: 
 천두술과 개두술의 비교 연구

대구파티마병원

박진학, 서상준, 강동기, 류기영, 이정호, 이윤수

P-005	 노인들에서 뇌졸중의 분류에 따른 급성기의 치료 행태에 대한 분석
국립중앙의료원

김태관, 좌철수

P-006	 고령에서 만성 경막하 혈종의 장기 예후에 대한 분석: 2년 추적 관찰
국립중앙의료원

김태관, 좌철수

P-007	 외상 후 지방 괴사로 인한 요골 신경 압박에 대한 증례보고
순천향대 서울병원

황희종, 장재칠, 박형기, 박석규, 김라선, 조성진

P-008	 감압 개두 골편과 흡사한 방출성 두개 골절
계명대 동산의료원

김		엘

P-009	 헤르페스 뇌염에 합병된 뇌경색 및 출혈에 대한 증례보고
인제대 일산백병원

김도형, 이채혁, 한성록, 최찬영, 손문준

P-010	 뇌척수액배액후 발생한 수모세포종의 종양내출혈: 증례보고
화순전남대병원

류한승, 정태영, 한문수, 김슬기

P-011	 댄디-워커 기형 환자에서 뇌줄기를 결박하고 있는 거미막에 의해 
 척수 공동증이 발생한 사례: 거미막 절제술을 통한 치료

서울대병원1,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2

이희창1, 최정원2, 피지훈1, 김승기1, 조병규1, 왕규창1

P-012	 뇌실복강간 단락술 중 총경동맥 손상
서울대병원

권신원, 손세일, 정천기

P-013	 Isolated Fourth Ventricle Enlargement with Neurocysticercosis 
 patient: Case report

단국대병원

김형찬, 윤정호, 윤경욱, 고정호, 조준성, 김영준, 이상구

P-014	 Early spontaneous recanalization of sigmoid sinus thrombosis 
 following a closed head injury in a pediatric patient: 
 A case report and a review of literature

단국대병원

이세민, 고정호, 윤정호, 윤경욱, 조준성, 김영준,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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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5	 외상성 두부 손상 환자에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시행 후 성형술시 
 symptomatic epidural fluid collection 유발인자 분석 

조선대병원

정세호, 왕의석, 김석원

P-016	 감압개두술 환자에서, 단측-과 양측- 감압술에 따른 환자 예후 비교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1,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2

유도성1, 양세연1, 주원일1, 이태규1, 허필우1, 전신수2

P-017	 만성 경막하출혈로 오인된 피막과 고형의 경막하출혈 환자 증례
이화여대 목동병원

황승균

P-018	 Fatal Post-operative Epilepticus after Burr-Hole Drainage 
 for Chronic Subdural Hematoma

원광대병원

엄기성, 김대원, 박종태, 문성근, 강성돈, 김태영

P-019	 Parkinson’s Disease Onset Following a Post-traumatic 
 Intracerebral Tension Pneumatocele

원광대병원

엄기성, 김대원, 박종태, 문성근, 강성돈, 김태영

P-020	 후두개와 및 척추에서의 공존하는 만성 경막하 출혈
고려대 안산병원

조의진, 김상대, 진성원, 이승환, 최종일, 하성곤, 김세훈, 임동준

P-021	 Complication Cases after Reconstruction of Skull Defect 
 using GeneXⓇ

대구파티마병원

박진학, 서상준, 강동기, 류기영, 이정호, 이윤수

P-022	 두개골성형술 후 발생하는 지연성 수술 부위 감염
경상대병원

김진성, 박인성, 강동호, 이철희, 황수현, 정진명, 한종우

P-023	 만성 경막하 혈종 재발 방지에 있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의 효과
경상대병원

김진성, 박인성, 정재환, 강동호, 이철희, 황수현

P-024	 후두와 지주막 낭종으로 인한 급속한 시력장애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김시온, 노명호, 원유삼, 신창진

P-025	 두개골 성형술 후 Serratia marcescens를 원인균으로 해 발생한 
 반복적인 감염

강원대병원

이은혜, 김충효, 이승진, 김인경, 김강민, 김지하

P-026	 A case of reconstruction of frontal bone with Titanium dynamic 
 mesh

대구파티마병원

김수호, 서상준, 강동기, 류기영, 이정호, 이윤수

P-027	 말기신부전 환자의 양측 기저핵 뇌내출혈: 사례 보고
국립중앙의료원

최윤석, 좌철수

P-028	 수술 중 신경 생리 감시에서 상지 운동 유발 전위의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병원

최영두, 정천기, 김치헌, 진승현, 김정은, 박철기, 곽길호, 김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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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9	 급성 경막외 출혈 수술 중 지혈을 위해 NBCA를 이용하여 시행한 중
 경막동맥 및 가성동맥류색전술에 대한 증례보고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김동호, 이종영, 조병문, 박세혁, 오세문

P-030	 외상성 뇌출혈에 대하여 수술 이후 발생한 반대편의 혈종: 
 감압적 개두술이 반대편의 혈종을 조장하는가?

순천향대 부천병원

오명진, 정제훈, 신동성, 황선철, 임수빈, 김범태, 신원한

P-031	 동양인에 있어 션트 근위부 카테터의 적절한 길이에 대한 고찰
동국대 일산병원

방진혁, 양승엽

P-032	 Nail gun에 의한 두부의 관통상과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 증례보고
경희대병원

박창규, 여명기, 박봉진, 임영진, 장세훈, 최석근, 이성호, 김승범

P-033	 두개감압술 후 시행한 자가/인공뼈 두개성형술의 임상적 결과
가천의대 길병원

김유희, 김명진, 유찬종

P-034	 자가골의 증기멸균소독은 두개골 성형술 이후 발생하는 수술부위 
 감염의 위험인자이다. - 기관감사 최종 결과

강원대병원

박병주, 김강민, 김인경, 이승진, 김지하, 김충효, 박승우

P-035	 간단한 교통사고후 발생한 자발성 두개강내 저혈압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1, 조선대병원2

손병철1, 최진규1, 이시훈1, 하상우2

P-036	 골절과 탈구가 없는 중심척수증후군 치료에 수술적 처치의 유용성: 
 MRI에서 한 분절에서 척수내 신호 증가 소견 중심으로

한양대 구리병원1, 서울병원2

류제일1, 정진환1, 김충현1, 김재민1, 전형준2, 백광흠2

P-037	 오른쪽 전방 접근법을 이용한 경추5-6번간 추간판 제거 및 유합술 후 
 발생한 왼쪽 회귀 후두 신경 마비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한지훈, 양진서, 조용준, 강석형, 최혁재, 전진평

P-038	 Fatal subarachnoid hemorrhage following traumatic dissecting 
 aneurysm of the middle cerebral artery after blunt head trauma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박재원, 전홍준, 이종영, 박세혁, 오세문, 조병문

P-039	 만성경막하혈종의 재발에서 외상 시점과 수술 사이의 시간 간격의 
 중요성

을지병원

박상필, 김덕령, 김재훈, 문병관, 강희인, 김주승

P-040	 중증 뇌손상환자의 감압성 개두술 후 발생된 합병증 연구: 
 외상후 수두증을 중심으로

단국대병원

윤정호, 윤경욱, 고정호, 조준성, 김영준, 이상구

P-041	 Secondary adult encephalocele with abscess formation of calcified 
 mature frontal sinus mucocele

충북대병원

오병호, 민경수, 이무섭, 김영규, 김동호, 박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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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2	 소뇌 하부올리브핵을 포함한 뇌간 출혈 이후 발생한 Holmes’ tremor: 
 증례보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시훈, 최진규, 손병철

P-043	 거대 경막외 혈종제거후 발생한 뇌간출혈
논산백제병원

김성덕, 오준규, 김형석

P-044	 거대두개골 결손 환자에서 수두증의 치료
인하대병원

신제임스키, 심유식, 현동근, 박현선, 오세양, 김은영, 윤승환, 박형천

P-045	 척추동맥 제4분절에서 기원한 외상성 가성동맥류
부산대병원

이재일, 최창화, 차승헌, 최병관, 조원호, 한인호, 고준경, 김환수, 최혁진

P-046	 뇌실복강 단락술의 드문 합병증: 흉수를 초래한 먼쪽 도관의
 흉부로의 이동

부산대병원

유승한, 김동환, 이화중, 김환수, 이재일, 고준경, 

한인호, 조원호, 최병관, 차승헌, 최창화, 최혁진

P-047	 외상성 핵간안근마비 후 회복시간과 연령과의 관련성: 증례보고
중앙대병원

이신헌, 남택균, 박용숙, 권정택

P-048	 Kernohan’s notch phenomenon에 동반된 뇌신경 마비
국립중앙의료원

전형배, 정상봉

P-049	 신경외과 환자에서 경두개 초음파의 활용
순천향대 서울병원

박석규, 박형기, 김라선, 조성진, 장재칠

P-050	 급성경막하출혈의 빠른 자발 호전의 임상례
부산대병원

김수희, 최창화, 차승헌, 최병관, 조원호, 한인호, 고준경, 이재일, 김환수, 최혁진, 

김동환

P-051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보균자 환자군에 있어 두개골성형술 후 
 감염측면의 반코마이신의 예방적효과

동국대 일산병원1, 감염내과2

방진혁1, 조근태1, 박성연2

P-052	 피질 척수로의 완전 손상이 있는 만성 편측 마비를 가진 뇌졸중 
 환자에 있어서 운동 기능의 임상적 특징

영남대병원

박수동

P-053	 미만성 축삭 손상 환자에서 대상속 부상: 확산 텐서 영상 연구
영남대병원

이재호

P-054	 두부 둔상 후 발생된 내경동맥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의 지연 진단
단국대병원

김형찬, 윤정호, 윤경욱, 고정호, 조준성, 김영준, 이상구

P-055	 폭발에 의한 두개골 및 뇌손상 환자의 치료 경험: 3 환자
단국대병원

소진섭, 윤정호, 윤경욱, 고정호, 조준성, 김영준,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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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6	 전시상핵 뇌심부자극술에서 뇌위축에 의해 제3뇌실로 발생한 장기간의 
 전극이동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최진규, 손병철, 이시훈, 손영민

P-057	 파킨슨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본태성 진전 환자에서 MRI 
 타겟을 이용한 후시상밑핵 부위의 뇌심부자극수술

성균관대 서울아산병원

박성철, 이종식, 이정교

P-058	 상부 경수 해면상혈관종에 의한 후두신경통에 대한 척수후근절제술의 
 효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손병철, 최진규, 이시훈, 전신수

P-059	 난치성 간질을 위한 시상중짐정중핵 뇌심부자극술에서 만성 자극 
 전극의 위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최진규, 이시훈, 손영민, 손병철

P-060	 안면경련증을 유발한 dolichoectatic vertebrobasilar artery의 수술적 
 치료: 증례보고

아주대병원

이성호, 조성애, 안영환

P-061	 재발한 삼차신경통 환자들의 방사선 치료 경험: 3개의 증례보고
한양대 서울병원

한명훈, 김영수, 오석전, 고용, 백광흠, 이형중, 전형준, 정재우

P-062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immediate and 20-minute delayed 
 MR image after Gadovist injection

전북대병원

고은정, 박정수, 최하영

P-063	 뇌동정맥기형의 재감마나이프수술
인제대 부산백병원

김무성, 이원희, 정재원, 이근수, 김성태, 팽성화, 표세영, 정영균, 정용태

P-064	 반대측 척추동맥에 의해 발생한 편측 안면경련에 대한 수술적 치료 2례
경희대병원

장세훈, 박창규, 여명기, 박봉진, 이성호, 최석근, 김승범, 임영진, 김태성, 이봉암

P-065	 뇌척수액 공간에 노출된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감마나이프 수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나영, 김민수, 김영구, 장원석, 정현호, 장진우

P-066	 중추신경세포종의 감마나이프 방사성 수술
인제대 부산백병원

이원희, 정재원, 김성태, 이근수, 팽성화, 표세영, 정영균, 정용태, 김무성

P-067	 자발성 척추뇌척수액루에 의한 하부 흉추신경근통증: 증례보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최진규, 이시훈, 손병철

P-068	 저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한 뇌혈관장벽 개방에 따른 예비결과 및 
 트러블슈팅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2, 연세대 의공학과3

장원석1, 신재우1, 이지현1, 나영철2, 서종범3, 장진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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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69	 Stereotactic Aspiration for Massive Spontaneous Intracerebral 
 Hemorrhage

예수병원

이시우

P-070	 전이성 뇌암의 정위방사선수술 후 종양 조절과 연관된 영상의학적 소견
화순전남대병원

한문수, 김인영, 정  신, 정태영, 문경섭, 장우열, 박승진, 임사회

P-071	 근긴장이상증에 대한 내부창백핵 뇌심부자극술의 장기 임상적 예후
서울대병원1, 신경과2

박혜란1, 이재민1, 김진욱1, 김한준2, 김동규1, 전범석2, 백선하1

P-072	 측두엽뇌전증의 측두엽절제술시 수술중감시 운동유발전위의 감소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1, 조선대병원2

손병철1, 하상우2, 이시훈1, 최진규1

P-073	 The smallest offending vessel causing hemifacial spasm in a 
 personal series of microvascular decompression 반측성 안면경련을 
 일으키는 아주 작은 offending vessel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손병철, 최진규, 이시훈

P-074	 Programmable valve에서의 자기장에 의한 영향
서울의료원

김성훈, 공민호, 송관영, 강동수, 김정희, 장세연

P-075	 청신경 초종에 대한 감마나이프 치료후 임상적, 방사선학적 장기간 
 추적 검사결과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이수범, 권도훈, 김정훈, 김창진, 김현정, 이도희

P-076	 원발성 종양의 방사선감수성에 따라 분류한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감마나이프방사선 수술의 결과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김홍범, 권도훈, 한동엽, 김정훈, 노성우, 이도희

P-077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에서 두개골 모델링 방법이 선량 계산에 
 미치는 영향

화순전남대병원

임사회, 정  신, 김인영, 문경섭, 정태영, 장우열

P-078	 수술후 뇌실질내 출혈의 합병증이 생긴 성인에게 발생한 유증상 
 지주막 낭종 1례

서울대병원1, 서울대 보라매병원2

윤준호1, 양희진2, 박성배2, 손영제2, 이상형2, 정영섭2

P-079	 사이버 나이프 방사선수술로 치료한 작은 동정맥기형에 의한 
 삼차신경통

순천향대 서울병원

박석규, 박형기, 김라선, 조성진, 장재칠

P-080	 Diffuse large B-cell lymphoma환자에서 발생한 Cerebral 
 sparganosis

화순전남대병원

김영진, 김인영, 정  신, 정태영, 문경섭, 장우열

P-081	 Rosette 형성 신경절신경의 종양: 증례보고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이재구, 최승원, 나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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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82	 방사선 치료 이후 발생한 뇌교종 형질 전환에 대한 증례 보고 및 
 문헌 고찰

한양대 서울병원

나민균, 고  용, 오석전, 김영수, 백광흠, 이형중, 전형준, 한명훈, 정재우

P-083	 침습성 진균성 부비동염의 수술적 제거를 동시에 진행한 경접형동수술
을지대병원

정종철, 백현주, 손희언, 이도성, 박기석, 정승영, 김승민, 박문선

P-084	 송과체 낭종 졸중: 증례와 문헌 고찰
계명대 동산의료원

김		엘

P-085	 경막하 출혈로 발생한 양성 뇌수막종: 증례보고
국립암센터1, 서울대병원2

김주환1, 곽호신1, 방창환2, 유  헌1

P-086	 다발성 뇌실내 림프종: 증례보고
인제대 상계백병원

김태현, 황용순, 신준재, 김태홍, 신형식, 박상근

P-087	 제4뇌실 배아종: 증례보고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정규하, 조영현, 홍석호, 김창진, 김정훈

P-088	 경천막접근법을 통한 소뇌 교모세포종의 뇌정위적 생검술: 증례보고
인제대 부산백병원

조봉기, 김무성, 정재원, 이원희, 김성태, 이근수, 팽성화, 표세영, 정영균, 정용태

P-089	 성인 교섬유종: 증례 및 문헌고찰
서울대병원

강		호, 김진욱, 서영범, 박성혜

P-090	 A case of purely extradural spinal meningioma
대구파티마병원

박진학, 강동기, 류기영, 이정호, 이윤수, 서상준

P-091	 뇌하수체 프로락틴 선종과 동반된 송과체 림프종
화순전남대병원

김영진, 문경섭, 장우열, 정태영, 김인영, 정  신 

P-092	 10Gy의 방사선 조사 후 배양된 C6 교종 세포의 증식 속도
인제대 서울백병원1, 인제대 일산백병원2

윤상원1, 이동준2

P-093	 침습성 프로락틴분비거대선종으로 오인한 안장부위 신경내분비암: 
 단일증례보고

강원대병원

위성현, 강  구, 박승우, 김인경

P-094	 두개내 뇌수막종의 영상검사상 악성종양으로 오인될수 경우
건국대병원

이충남, 송상우, 고영초

P-095	 수술 및 감마나이프 치료 경과 후 9년 뒤 빠른 속도로 재성장한 
 뇌수막종

건국대병원

이충남, 송상우, 고영초

P-096	 송과체 유피낭종 수술후 발생한 뇌실주위의 배세포종양
건국대병원

이충남, 송상우, 고영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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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97	 제한 확산 영상을 보이지 않으며 리네졸리드로 치료된 뇌농양
을지병원

박상필, 김덕령, 김재훈, 문병관, 강희인, 김주승

P-098	 뇌하수체의 전이성 뇌종양의 분획 방사선치료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전해민

P-099	 뇌종양 수술 후 발생한 뇌혈관연축
중앙대병원

김재욱, 권정택

P-100	 척수 내 발생한 상의하세포종 환자군의 임상소견, 영상소견, 
 병리소견에 대한 분석 - 후향적 다기관 연구

서울대병원

여운탁, 정천기

P-101	 테모졸로마이드의 뇌척수액 침투: 역행성 희소돌기아교세포종에서 
 뇌척수액 파종이 발생한 2 증례에서의 임상경험

서울대병원1, 국립암센터2

배진우1, 곽호신2, 홍은경2, 이상현2, 신상훈2, 유  헌2, 이승훈2

P-102	 전이성 뇌종양에서의 사이버나이프 시스템의 치료계획 최적화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윤경준, 조병철, 이도희, 권도훈, 이상욱

P-103	 핍지교종의 임상적 결과
경희대병원

박창규, 최종민, 박봉진, 이성호, 최석근, 김승범, 임영진, 김태성, H.P.Malla

P-104	 후두정부에 각각 발생한 원인 모를 두개강 내 경막하 골종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유발된 신경학적인 문제와 동반된 경련 장애: 증례보고

서울의료원

홍순호, 김정희, 김성훈, 장세연, 공민호, 송관영

P-105	 이차성 신경교육종의 임상적 경험
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임재준, 조경기

P-106	 시상동 주변 및 뇌겸 수막종의 유리한 수술결과에 대한 고찰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김영일, 양승호, 이동훈, 허  준, 성재훈, 이상원

P-107	 신경표지자 발현을 보이는 악성신경교종 18례의 임상병리학적 고찰
건양대병원1,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병리과2,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3

김홍래1, 이재준2, 이정일3, 남도현3, 서연림2, 설호준3

P-108	 두피종괴를 주소로 내원한 114명의 성인환자의 임상경험에 관한 연구
울산대병원

박은석, 박준범, 성한유, 권순찬, 여인욱, 심홍보

P-109	 노인의 뇌종양에서 수술적 치료의 예후
가천의대 길병원

김유희, 이기택

P-110	 거대 전이성 뇌종양에서 감마나이프의 임상적 유용성
부산대병원

유승한, 김동환, 이화중, 최혁진, 김환수, 이재일, 고준경, 한인호, 최병관, 차승헌, 

최창화, 조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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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1	 Intractable hiccups as a presenting symptom of Hemangioblastoma 
 in the dorsal surface of medulla oblongata: A case report

충북대병원

오병호, 박영석, 민경수, 이무섭, 김동호, 김영규

P-112	 전뇌기저부 악성종양에 대한 두개안면접근법의 효용성
화순전남대병원

김유섭, 문경섭, 장우열, 정태영, 김인영, 정  신

P-113	 방사선치료 없이 악성전환을 일으킨 두개인두종: 증례보고
가천의대 길병원

정태석, 이기택

P-114	 방사선수술 이후 뇌하수체 선종과 혈관생성
경북대병원

이경민, 박성현, 박기수, 황정현, 황성규

P-115	 여포성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두개 종양: 증례보고
인제대 상계백병원

유재천, 황용순, 신준재, 김태홍, 신형식, 박상근

P-116	 빠른 성장과 종양내 출혈을 보인 전이성 Leiomyosarcoma
울산대병원1, 진단병리과2

엄태웅1, 박준범1, 서재희2, 박은석1, 박성호1

P-117	 Transtetorial approach를 통한 cerebellar glioblastoma의 
 stereotactic biopsy

인제대 부산백병원

백정욱, 김무성, 정용태

P-118	 Cribiform plate에 유착된 olfactory groove schwannoma: 증례발표
인제대 부산백병원

김무성, 정용태, 이기창

P-119	 역형성핍지교종의 재발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경희대병원

박창규, 박봉진, 최종민, 임영진, 김태성, 최석근, 이성호, 김승범, H.P.Malla

P-120	 거대낭성해면상혈관종과 저등급 신경교종의 공존: 증례보고
울산대병원1, 진단병리과2, 영상의학과3

김태형1, 박준범1, 박은석1, 서재희2, 원영철3

P-121	 출혈성 뇌종중으로 오인한 두개강내 종양: 2례보고
한양대 구리병원

김영진, 김충현, 류제일, 정진환, 김재민

P-122	 해면상정맥동을 침범한 아스페르길루스증
가천의대 길병원

최영환, 이기택

P-123	 노인에서 발생한 두피의 세포성 뉴로테크오마
고신대 복음병원

승원배, 박용석

P-124	 동정맥루를 동반하는 교모세포종
인제대 일산백병원

이영민, 한성록, 최찬영, 이채혁

P-125	 악성 뇌수막종과 혼동되는 교모세포종의 비정형적 MRI 소견
한양대 구리병원

김충현, 김재민, 정진환, 류제일,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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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6	 16세 소년에게 발병한 횡문근수막종: 1례
을지병원

김대인, 김덕령, 김재훈, 강희인, 문병관, 김주승

P-127	 중추신경계 림프종의 임상적 경험
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

한재성, 임재준, 조경기

P-128	 예상치 못한 수술후 척추동맥 파열
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이동현, 임재준, 조경기

P-129	 Local recurrence of benign choroid plexus papilloma with 
 transform to atypical choroid plexus papilloma and recurred 
 spinal drop metastasis: Case report

고려대 안암병원

김태신, 박경재, 박동혁, 강신혁, 박정율, 정용구

P-130	 침습성 부비동감염으로 오인된 전두개와기저부와 터어키안주변을 
 침범한 연골모세포종: 증례보고

을지대병원

백현주, 정종철, 손희언, 이도성, 박기석, 김승민, 박문선

P-131	 경접형동 수술 중 발생한 내경동맥의 파열
중앙대병원

김원영

김승범1, 최만규1, 박봉진1, 김태성1, 임영진1, 김성민2

P-133	 흉요추의 병적골절 환자에서 Titanium expandable cage의 유효성
고려대 안산병원

이승환, 김세훈, 최종일, 하성곤, 김상대, 임동준

P-134	 신경매독에 의한 척추추간판염에 대한 증례 보고
서울나누리병원

우종윤, 피용훈, 임재현, 장일태

P-135	 단일구간 경추 전방접근 추체간유합술 시행 시 단독형 케이지와 
 Zero-Profile의 비교: 영상의학적 및 임상적 결과의 2년 이상의 
 추적 연구 결과 보고

고려대 안암병원1, 고려대 안산병원2

조현준1, 허준석1, 이장보1, 한진솔2, 조태형1, 박정율1

P-136	 흉요추 골절에서 360° fusion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을까?: 
 후방고정술에 대한 비교연구

건양대병원

서진호, 김홍래, 이창현, 이철영, 김종현, 김현우

P-137	 경막내 척수 종양 수술에서의 피브린 접착제의 효능
서울대병원

원영일

P-138	 새로 진단된 원발성 척추 종양의 전국민 역학에 관한 연구: 2009-2011년
서울대병원

손세일, 정천기, 김치헌

P-139	 새로 진단된 전이성 척추 종양의 전국민 역학 연구: 2009-2011년
서울대병원

손세일, 정천기, 김치헌

P-140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척수내 해면상혈관종
서울대병원

원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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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1	 Mononeuritis multiplex as the initial manifestation of Candida 
 infective endocarditis

원광대병원

엄기성, 김대원, 박종태, 문성근, 강성돈, 김태영

P-142	 경추 인공 디스크 치환술 후 발생한 양측성 유미흉
강서나누리병원1, 나누리병원2

박정현1, 장일태2

P-143	 척수공동-흉막강간 단락술로 치료한 척수 공동증 환자 2례: 증례보고
울산대병원

김동한

P-144	 척추 성형술후 진행하는 요추 3번 압박골절에 대한 전방 요추 고정술
 및 경피적 척추경 나사못 요추 고정술: 증례보고

부산우리들병원1, 서울강남우리들병원2

강주영1, 황병욱1, 이상호2, 오현민1

P-145	 황색인대 골화로 인한 경추부 척수신경병증: 증례보고
부산우리들병원1, 서울강남우리들병원2

윤상오1, 황병욱1, 이상호2, 오현민1

P-146	 디스크 기원 요통의 치료: 증례보고
부산우리들병원1, 서울강남우리들병원2

윤상오1, 황병욱1, 이상호2, 이영재1

P-147	 Hirayama disease에서 상완 근육 근위부의 위축
인제대 부산백병원1, 강동한강성심병원2

팽성화1, 배종석2, 정재원1, 이원희1, 김성태1, 이근수1, 표세영1, 정영균1, 김무성1, 

정용태1

P-148	 반복된 신경차단술 후에 발생한 척추 경막외 피막성 혈종
경상대병원

이자명, 황수현, 한종우, 정진명, 박인성, 이철희, 강동호, 박  현, 김성권

P-149	 척수종말끈의 골연골종증: 증례보고
인제대 부산백병원

조봉기, 표세영, 정재원, 이원희, 김성태, 이근수, 팽성화, 정영균, 김무성, 정용태

P-150	 척수경막 결손에 의한 중추신경계의 표면적 철 침착증 1례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류성모, 김승국, 이선호, 어  환, 김은상

P-151	 측방척추유합술 후 발생한 옆구리 팽창
수원나누리병원1, 서울나누리병원2

최정훈1, 장지수1, 장일태2

P-152	 원미부 낭종: 증례보고
순천향대 천안병원

안재민, 오재상, 윤일규, 이경석, 배학근, 도재원, 윤석만, 심재준, 오혁진

P-153	 하지마비를 동반한 결핵성 척추후만증
수원나누리병원1, 서울나누리병원2

이정섭1, 최정훈1, 장지수1, 장일태2

P-154	 마미에 유착된 부신경절종
중앙보훈병원

오한산, 김태완, 박관호

P-155	 두개강내 지방비말을 유발한 척추 기형종
중앙보훈병원

오형석, 김태완, 박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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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6	 특발성 경막내 척수낭종에 의한 흉수압박과 하지 근력저하
중앙보훈병원

박관호, 오형석, 오한산, 김태완

P-157	 황색인대 골화증에 의한 척수병증
중앙보훈병원

오한산, 오형석, 송선홍, 김태완, 박관호, 지문표

P-158	 환추의 해부학적 변이: 아치소공, 환추의 후두골화, 환추 후방아치의 
 결손

포항세명기독병원

김명수

P-159	 요추에서 신경초증으로 오인 될 수 있는 미만성 큰 B세포 림프종:
 증례발표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김승국, 어  환, 김은상

P-160	 요추 외측 수핵탈출증에서 측방척추접근 감압술
예손병원

김기준, 최진만, 신상익, 임수택

P-161	 관상동맥우회수술 이후 발생한 하지마비: 증례보고
분당서울대병원

이건호, 현승재, 김기정, 장태안, 김현집

P-162	 척수강 내 퍼짐 없이 두개 강 내 지방 방울을 동반한 파열된 요천추부 
 유피낭종: 증례보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최		일, 이상건, 박정현, 문승명, 신일영, 황형식

P-163	 경추의 신경근 기형
서울척병원

김세윤, 김동윤

P-164	 치상돌기 가성종양의 두 증례 보고 및 환자들의 잠재적 위험인자들에 
 대한 수술 후 평가

대구가톨릭대병원

박태준, 이민석, 최기환, 김대현

P-165	 전방 경추 유합술 이후 발현된 지연된 경추 5번 신경 마비
국립중앙의료원

전형배, 좌철수

P-166	 피질골나사못 사용한 유합술 후 생긴 복강내 혈종
서울척병원

김세윤, 김동윤

P-167	 Os odontoideum으로 인한 경추 1-2번간 탈골로 인한 수술 후 급성 
 전신마비를 일으킨 경추 척수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인제대 부산백병원

팽성화, 정재원, 이원희, 김성태, 이근수, 정영균, 김무성, 정용태

P-168	 라쯔 카테터를 이용한 신경성형술의 결과: 153 증례, 6년 고찰
나누리병원

피용훈

P-169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에 있어 통증을 호전시키기 위해 충분한 
 시멘트 양은 얼마일까?

제주한라병원

권현묵, 김성환, 백진욱, 조재익, 최정재, 이동우, 이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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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0	 급성 횡단성 척수염으로 오진된 경수의 혈관아세포종의 증례발표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안홍석, 이종영, 이주헌, 윤대영, 조병문

P-171	 상부 흉추에 발생한 경막내 척수외 모세혈관종 증례
영남대병원

이재호, 김상우, 전익찬

P-172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환자에 있어서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 후 
 다른부위에서 발생하는 척추 압박골절발생의 위험인자 분석

강서나누리병원

배정식, 박정현

P-173	 척수 모세혈관종의 임상적 경과 및 수술 후 치료 결과에 대한 후향적 
 증례 연구 및 문헌 고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병우, 이  성, 신동아, 하  윤, 김긍년, 윤도흠

P-174	 예방적 연접부 척추성형술이 척추고정술 후 연접부 이상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까?

수원나누리병원1, 서울나누리병원2

정성균1, 장지수1, 최정훈1, 장일태2

P-175	 3 또는 4 분절 경추퇴행성 추간판 질환에 대한 전방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 전통적인 자가골이식 및 전방 고정술에 대한 고찰

고려대 구로병원

권우근, 박윤관

P-176	 척추증성 척수병증과 후종인대 골화증에서의 후궁성형술: 추체열 
 변화와 경부 척수의 압박정도, 운동가능범위, 임상적 결과에서 그 
 효능성에 대한 비교

양산부산대병원

강경탁, 손동욱, 성순기, 이상원, 송근성

P-177	 후궁 성형술 이후의 추체열 변화와 운동범위 변화, 관절 불안정성에 
 관하여: 단일기관 분석

양산부산대병원

이준석, 손동욱, 성순기, 이상원, 송근성

P-178	 흉요추부 전방 접근법의 외과적 및 내과적 합병증
경상대병원

백경희, 강동호, 정재환, 황수현, 박인성, 이철희, 박  현, 김성권, 정진명, 한종우

P-180	 흉추부위 황색인대 골화증에 의한 증상들과 수술결과
나누리병원

박수용

P-181	 성인환자에서 conus medullaris 및 filum terminale의 낭성 확장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우성

P-182	 단일레벨불안정 환자에서 시행된 금속판-케이지와 독립 실행형 고정 
 스페이서 비교

인제대 부산백병원

정재원, 이원희, 김성태, 이근수, 팽성화, 정영균, 김무성, 정용태, 표세영

P-183	 결핵성 척추염 환자에서 발생한 요추 구역 동맥 손상의 혈관내 색전술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한지훈, 양진서, 조용준, 강석형, 전진평, 최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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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4	 토끼 척추 후궁 절제술 유착 모델에서 열감응성 유착 방지제의 
 유효성 평가

한양대 서울병원1, 더본척추관절병원2, 한양대 구리병원3

박정우1, 백광흠1, 조태구2, 전형준1, 류제일3

P-185	 흉요추부 파열골절에서 확장형케이지와 후방고정술을 이용한 치료의 
 임상적 및 영상의학적 결과 비교

고려대 구로병원

안성용, 문홍주, 김종현, 김주한, 권택현, 박윤관, 정흥섭

P-186	 디스크내 신경 탈출에 대한 증례 고찰: 원인, 진단, 치료, 및 예후
고려대 안암병원

허준석, 박정율, 이장보, 조태형

P-187	 조기 증례 경험을 통한 초음파 뼈절삭기를 이용한 경추부 광범위 후방 
 신경공감압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보고

국군수도병원

윤상훈, 권지웅, 조병규

P-188	 하부 요추부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의 임상적 특징: 120명의 환자 비교 
 분석

인천나누리병원1, 서울나누리병원2

장일태2, 오성훈1, 김진욱1, 한		석1 

P-189	 요추협착증 수술 후 재수술을 시행한 3례
서울의료원

김승필, 강동수, 공민호, 장세연, 송관영, 김정희

P-190	 흉-요추 접합부위에 발생한 Kummel씨 병의 치료로서 골 시멘트를 
 첨가한 단분절 나사못 고정술을 이용한 후외측 골유합술의 적용례

광주새우리병원

김덕성

P-191	 특발성 비후성 경수막염
동국대 일산병원1, 병리과2

방진혁1, 조근태1, 김어진2

P-192	 70세 이상의 환자에서 경추부 및 요추부 척추체 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서울대 보라매병원1, 서울대병원2

박성배1, 양희진1, 정영섭1, 이상형1, 손영제1, 정천기2

P-193	 고관절 무혈관성 괴사의 증상 발현 후 척추 수술의 발생율 및 특징
인천나누리병원1, 서울나누리병원2

장일태2, 오성훈1, 김진욱1, 한		석1 

P-194	 경추 도수치료 후 급격한 사지 마비를 일으킨 경추 경막내 추간판 
 탈출증

전북대병원

노윤채, 오영민, 은종필

P-195	 척수 손상 후에 발생하는 골다공증
전북대병원

김기완, 오영민, 은종필

P-196	 만성 난치성 미골통을 동반한 미골 골절 환자에서의 미골절제술: 
 증례보고

고려대 안산병원

한진솔, 최종일, 하성곤, 김상대, 임동준, 김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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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7	 척추체 성형술 후 발생한 재골절
서울나누리병원1, 인천나누리병원2 

장일태1, 오성훈2, 김진욱2, 주용훈2

P-198	 심폐소생술의 합병증으로 생긴 다발성 흉추 압박골절: 증례보고
가천의대 길병원

정태석, 이상구

P-199	 척수경막외지주막하종양: 사례보고
양산부산대병원

강경탁, 손동욱, 김영하, 김영수, 성순기, 이상원, 송근성

P-200	 뇌내 경막하혈종의 척수강내로 이동: 사례보고
양산부산대병원

권오익, 손동욱, 김영수, 김영하, 성순기, 이상원, 송근성

P-201	 좌골 신경통으로 발현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의 드문 사례
나누리병원

김기훈, 우종윤, 피용훈, 안  용, 임재현, 장일태

P-202	 척추 감염환자에서 Procalcitonin의 임상적 의의
동아대병원

최준호, 이현우, 권영민

P-203	 경막외 역류가 저명한 perimedullary 동정맥루: 증례보고
조선대병원

김도언, 주창일, 박동암, 김석원, 이승명

P-204	 요천추부 악성 triton 종양: 증례보고
조선대병원

김명훈, 주창일, 박동암, 김석원, 이승명

P-205	 사체척추에서 Charite를 이용한 요추 인공디스크 치환술 이후 
 추간판 압력 및 후관절 부하의 생역학적 변화

고려대 안산병원

최종일, 임동준, 김상대, 하성곤, 김세훈

P-206	 경추인공디스크치환술 후 발생된 Heterotopic Ossification (HO) 
 제거한 2례 보고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조경석, 이상복, 양세연, 허필우

P-207	 전이성 척추 종양 환자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시력손실과 경련-
 가역적 후백질 뇌병증 증후군

고신대 복음병원

김도연

P-208	 약물치료만으로 호전된 소아 경추 경막외 농양 사례
경희대병원1, 강동경희대병원2

여명기1, 김승범1, 최만규1, 박봉진1, 김태성1, 임영진1, 김성민2

P-209	 재발성 특발성 비후성 척추성 경막염 환자의 치료
대구가톨릭대병원1, 대구굿모닝병원2

박태준1, 김대현1, 최기환1, 서원덕2 

P-210	 외상 후 척추 동맥에 생긴 거짓동맥류와 동정맥샛길
이화여대 목동병원

양나래, 김상진, 조용재, 조도상, 서의교

P-211	 흉추에 생긴 osteochondroma
원광대병원

박종태, 엄기성, 김대원, 문성근, 강성돈, 김태영



POSTER

PROGRAM OF THE 55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OCTOBER 15-18, 2015 103

P212	 요천추 이행부 비정상 척추에 대한 요추 번호를 매기는 장골능 
 tangent sign의 유용성

조선대병원

김도언, 주창일, 김석원, 이승명, 신  호

P-213	 경추의 정맥결석과 관련된 자발성 척수 경막외 혈종
부산대병원

김동환, 이화중, 최혁진, 김환수, 이재일, 고준경, 조원호, 최병관, 차승헌, 최창화, 

한인호

P-214	 심한 부종이 동반된 gbdcndml capillary hemangioma
원광대병원

박종태, 엄기성, 김대원, 문성근, 강성돈, 김태영

P-215	 수막성 멜라닌세포종의 진단 열쇠: Case Report and Review 
 of Literature

울산대 서울아산병원1, 좋은강안병원2

이재구1, 노영준1, 정동문2, 임승철1, 김상준1

P-216	 전방 척추 수술중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기관내 튜브 파열
국립중앙의료원

전형배, 좌철수

P-217	 경부통증과 경추부후만증과의 상관관계
고려대 구로병원

김장훈, 문홍주, 김주한, 박윤관, 김종현, 권택현

P-218	 외상 병력 없이 발생한 제3 경추 부위 경막외 혈종
서울대병원1, 서울대 보라매병원2

윤준호1, 양희진2, 손영제2, 박성배2, 이상형2, 정영섭2

P-219	 전척추절제술의 임상적 적용
명지병원

이현호, 박성춘, 김  영, 하영수

P-220	 증상이 있는 인접부위 변성과 해당부위 자발유합을 초래한 
 경추추간판치환 수술의 실패 사례

국군수도병원1, 국군대구병원2

윤상훈1, 권지웅1, 이상범2, 조병규1

P-221	 외상성 뇌손상 이후 발생한 외상성 척추 뇌지주막하출혈
동국대 일산병원

방진혁, 조근태

P-222	 미만성 특발성 과골격증 환자에 있어서 경추 영상 촬영의 중요성: 
 증례발표

대구우리들병원1, 서울강남우리들병원2

이경규1, 강민수1, 이상호2, 백운기1, 신용환1

P-223	 요추의 경막내수외 종양으로 오인된 척추의 경막하농양
부산대병원

김환수, 김동환, 한인호, 최병관

P-224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3 column 손상 생겼을때 척추속 골유합술 및 
 고정술 치료

나누리병원

박수용

P-225	 전방 경유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 시행 후 지연성으로 발생한 
 호르너 증후군

충남대병원

정은오, 염진영, 송시헌, 고현송, 김선환, 최승원, 권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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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6	 단독 cage를 사용한 전방 경유 경추 수핵 제거 및 고정술시 cage 
 함몰 최소화를 위한 기술적인 고려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권영준

P-227	 다발성 뇌동맥류 환자에서 단일수술을 위한 단일 두피 절개와 두 개의 
 개두술

인제대 부산백병원

백정욱, 정영균, 김성태, 정용태, 김무성, 표세영, 팽성화, 이근수, 이원희, 정재원

P-228	 혈액수포양 뇌동맥류의 미세수술적 치료
인제대 부산백병원

조봉기, 정영균, 김성태, 정재원, 이원희, 이근수, 팽성화, 표세영, 김무성, 정용태

P-229	 동정맥기형 혈관내 색전술 이후 발생한 횡문근 융해증에 대한 
 증례 보고 및 문헌 고찰

한양대 서울병원

정재우, 이형중, 오석전, 고  용, 김영수, 백광흠, 전형준, 한명훈

P-230	 다량의 뇌내 출혈이 동반된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수술 선택의 
 고려 사항

순천향대 서울병원

조세영, 박석규, 김라선, 조성진, 장재칠, 박형기

P-231	 근위 전대뇌동맥류의 수술적 결찰술 후 관찰되는 정맥성 경색 
 합병증에 대한 고찰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박정현, 신일영, 황형식

P-232	 연하곤란과 발성곤란 증상으로 발현된 연수의 해면상 혈관종 증례
이화여대 목동병원

황승균

P-233	 수막염과 연관된 임신중 뇌출혈로 발병한 해면상 혈관종 증례
이화여대 목동병원

황승균

P-234	 시야장애로 발현된 lateral geniculate body의 뇌출혈 환자 증례
이화여대 목동병원

황승균

P-235	 허혈성 뇌졸중 모델에서 GV1001 단백질의 뇌세포 보효효과
서울의료원1, 의학연구소2

박희승1, 송관영1, 김도희2, 장세연1, 강동수1, 공민호1, 김정희1

P-236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과 유사한 소견을 보인 겉질 정맥 혈전증
명지성모병원

김준학, 허춘웅, 김달수, 정철구, 이강운, 김형석, 김세환

P-237	 뇌동정맥기형 환자에 있어 정위 방사선 수술 후 발생한 낭성 변화 및 
 만성 피막화 출혈 증례보고

인제대 일산백병원

김도형, 최찬영, 이채혁

P-238	 경한 외상에 의한 외상성 뇌들보주위동맥 가동맥류 및 재발을 코일 
 색전술로 치료한 경험: 증례보고

충남대병원

정은오, 권현조, 송시헌, 염진영, 고현송, 김선환, 최승원

P-239	 두개내 경막 동정맥루에 의한 경추 척수병증
중앙대병원

김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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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0	 파열성 뇌동맥류 수술 중 척수 배액관을 통한 뇌척수액 배액 후 
 발생한 뇌간 탈출증

전남대병원

김유섭, 김재휴, 김태선, 주성필

P-241	 A Simple Method for Reconstruction of the Temporalis Muscle 
 using Contourable Strut Plate after Pterional Craniotomy: 
 Introduction of the Surgical Techniques and Analysis 
 of its Efficacy

대구파티마병원

박진학, 이윤수, 강동기, 류기영, 이정호, 서상준

P-242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에서 발생한 뇌경색증 2례
순천향대 천안병원

오혁진, 윤석만, 오재상, 윤일규, 이경석, 배학근, 도재원, 심재준

P-243	 이중 중뇌대동맥 기원의 비파열성 동맥류에 관한 고찰: 증례보고
경상대병원

김진성, 김성권, 박  현, 강동호, 이철희, 황수현, 박인성, 정진명, 한종우

P-244	 전두개와 혼합성 뇌연막-경막 동정맥 기형의 수술적 치료: 증례보고
전북대병원

노윤채, 한주희, 박정수, 고은정, 이종명, 최하영

P-245	 원위부 전대뇌동맥 파열에 있어 지주막하 출혈없이 발생한 경막하 
 출혈 1례

전남대병원

송태욱, 정승훈, 김성현, 김태선, 주성필

P-246	 뇌동맥류 파열성 뇌지주막하출혈 후 환자의 단락술과 관련된 
 뇌수조배액의 효과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정연구, 신창진, 원유삼, 권영준, 신현철, 최천식

P-247	 전대뇌동맥에 발생한 거대사행동맥류의 치료 증례
인제대 부산백병원

김성태, 백정욱, 정영균, 정재원, 이원희, 이근수, 팽성화, 표세영, 김무성, 정용태, 

정해웅

P-249	 파열성 대뇌 증식성 혈관병증의 색전술 시행후 개선된 뇌혈관 예비능: 
 증례보고

조선대병원

하상우, 김재호, 장석정

P-250	 추골동맥을 침범하지 않은 후하소뇌동맥 박리에 대한 치료
경희대병원1, 영상의학과2

이성호1, 최석근1, 김의종2, 강일호1

P-251	 뇌동맥류 수술에서 천측두동맥을 보존하는 modified mini-pterional 
 craniotomy

인제대 부산백병원

이기창, 정영균, 정용태, 김성태, 김무성, 표세영, 팽성화, 이근수, 이원희, 정재원

P-252	 뇌혈관조영술시 총대퇴동맥 천자를 위한 초음파를 이용한 단순하고 
 정확한 방법에 관한 고찰

분당제생병원

최재호, 신승훈, 김한규, 오성한, 홍제범, 조평구, 정봉섭

P-253	 미세 수술 후 재발한 뇌동맥류에 대한 미세 수술 치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정한, 김성한, 박근영, 이재환, 허승곤,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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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4	 후측방으로 돌출된 전교통 동맥류: 우세한 A1 반대측에서 접근
 (동맥류 첨부측 접근)

원광대병원

김대원, 강성돈, 이광진 

P-255	 뇌동맥류 수술 후 발생한 상안와벽 결함에 의한 안구함몰 2례
전남대병원

김성현, 김재휴, 김태선, 주성필

P-256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뒤 시행하는 두개골성형술의 재료에 따른 
 임상학적 경과

가천의대 길병원

김유희, 김명진, 유찬종

P-257	 파열동맥류에 대한 눈썹절개 개두술의 수술 결과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박익성, 김  훈, 백민우

P-258	 비파열성 뇌동맥류 결찰술 후 발생한 술기와 관련된 합병증의 임상적 
 분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성한, 강정한, 김소연, 박근영, 허승곤, 이재환

P-259	 비동맥류성 중뇌 주위 지주막하 출혈과 팽창된 시상관통동맥의 관련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문병후, 장경술, 박상규, 장동규, 박영섭

P-260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뇌동맥류 확인에 있어서 뇌혈관조영술과 
 비교한 컴퓨터 단층촬영 뇌혈관 조영 검사의 유용성

강동경희대병원

고학철, 고준석, 이승환, 신희섭, 김성민

P-261	 두경부 혈관 손상 이후 발생한 외상성 가성동맥류의 혈관내치료
부산대병원 

이재일, 최재영, 최창화, 차승헌, 최병관, 조원호, 한인호, 고준경, 김환수, 최혁진

P-262	 두정부로 접근한 자발성 뇌내출혈의 뇌정위적 혈종제거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김정훈, 조탁근, 문재곤, 김창현, 이호국

P-263	 두개감압술에 합병된 경막외혈종의 초음파 유도하 흡인배액술
계명대 동산의료원 

김		엘

P-264	 시상 내 출혈 환자의 임상적 예후에 관한 예후인자 분석
고려대 안암병원

이상훈, 박경재, 강신혁, 정용구, 박정율, 박동혁

P-265	 그것은 유령같은 동맥류인가?: CTA에서의 동맥류가 
 혈관조영검사에서 사라지다

동국대 일산병원

김병철

P-266	 파열된 뇌동맥류의 성공적인 코일 색전술 후 발생한 급성 재출혈: 
 3 증례보고

을지병원

김대인, 김재훈, 강희인, 김덕령, 문병관, 김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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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7	 지연성으로 발생한 코피를 유발한 거짓동맥류이 상상돌기 분절의 
 목동맥과 해면정맥굴의 연결을 유발하여 발생한 외상성 목동맥 
 해면정맥굴 샛길

부산대병원

고준경, 최창화, 차승헌, 최병관, 조원호, 한인호, 이재일, 김환수, 최혁진

P-268	 젊은 연령 환자에서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 질환인 가역적 뇌혈관수축 
 증후군

인하대병원

김삼열, 심유식, 박현선, 현동근, 오세양, 김은영, 윤승환, 박형천

P-269	 비전형적인 영상 소견을 보인 뇌내 해면상 혈관종
고려대 안산병원

김원형, 임동준, 김세훈, 김상대, 하성곤, 최종일

P-270	 경전두동 접근으로 사골경막동정맥류 수술 후 발생한 시야 결손: 
 경전두동 접근법의 경험과 합병증

가천의대 길병원

최수용, 유찬종, 김명진

P-271	 유도각도기 사용을 통한 뇌실내 도관의 정확도 향상
경북대병원

김동한

P-272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 비용에 대한 비교 분석
 (클립결찰술과 혈관내 색전술의 비교)

경북대병원

김명수

P-273	 불완전한 경부 결찰술 후 발생한 잔여 동맥류의 자발적으로 부분적 
 소멸이 된 사례

한림대 성심병원

전효섭, 안준형, 김지희, 오재근, 송준호, 장인복

P-274	 80세 이상 고령환자에서 뇌동맥류 수술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김현정, 권도훈

P-275	 중뇌동맥 기형에 동반된 뇌경색: 증례보고
미래로21병원

정인호

P-276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추골동맥 박리성동맥류의 색전술 중 발생한 
 distal tip의 골절

전북대병원

김총명, 박정수, 이종명, 고은정, 최하영, 한주희

P-277	 Off-hour Admission as an Independent Predictor of Ischemic 
 Stroke in Korea: A Multicenter Observational study

국립중앙의료원

김태관, 좌철수, 정상봉, 문종언

P-278	 두개강내 뇌연막 동정맥루: 증례보고
전북대병원

김총명, 한주희, 박정수, 고은정, 이종명, 최하영

P-279	 국소적 질량 효과 없는 지주막하 출혈에서의 두개강 내 압력 변화에 
 따른 추골 동맥의 혈관 조영 변화

건양대병원

서현남, 이철영, 김홍래, 이창현, 김현우,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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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0	 빠르게 진행하는 사지마비를 동반한 경부척수-숨뇌 부위 전신성 
 림프관혈종과 척추혈관기형을 가진 청소년기 환자에 관한 증례보고

인제대 일산백병원

최윤혁, 손문준

P-281	 비파열성 뇌동맥류에서 수술적 결찰술과 혈관내 색전술의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의 비교

고려대 안산병원

진성원, 최종일, 하성곤, 김상대, 김세훈, 임동준

P-282	 거대 뇌동맥류 치료 후 파이프라인 스텐트의 뇌동맥류내로의 
 이행에 대한 증례보고

분당제생병원

이주형, 신승훈, 최재호

P-283	 쥐의 국소적 허혈성 뇌손상에서 정맥투여한 인간 뇌 내피세포에 의한 
 기능개선과 신경보호

광주기독병원1, 전남대병원2

문종현1, 김형석2

P-284	 4차례 발생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배희진, 이호국, 문재곤, 김창현, 조탁근

P-285	 소뇌경색증에 대한 예방적 두개감압술의 효과: 뇌경색 면적 분석
가천의대 길병원1,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2,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3, 아주대병원4, 

인하대병원5, 인제대 서울백병원6,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7

김명진1, 정준호2, 박상규3, 임용철4, 심유식5, 오세양5, 심숙영6, 박정언4, 송지혜7, 

신용삼7

P-286	 뇌지주막하출혈 이후 발생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치료를 위한 
 기계환기: Case report

가천의대 길병원

장		일, 유찬종, 김명진, 최대한

P-287	 뇌내 연막 동정맥누공 2증례들의 뇌혈관내 치료
동래봉생병원1, 부산대병원 영상의학과2, 김원묵기념 봉생병원3

성승언1, 채길성3, 이태홍2, 이상훈1

P-288	 두개강내 큰혈관 페색으로 인한 급성뇌경색 환자에서 추가적인 동맥내 
 혈전용해술의 임상결과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1,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2

유도성1, 양세연1, 주원일1, 이태규1, 허필우1, 원태연1, 이정재2, 이상복1, 조경석1, 

전신수2

P-289	 동맥내 혈전용해술 시행 방법(화학적, 기계적)에 따른 임상결과 비교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1,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2

유도성1, 양세연1, 주원일1, 이태규1, 원태연1, 허필우1, 조경석1, 이정재2, 전신수2

P-290	 위소뇌동맥의 방추형 동맥류의 혈관내수술적 치료에 관한 증례
인하대병원

전준복, 오세양, 현동근, 박현선, 심유식

P-291	 경동맥 하 경동맥해면정맥동루 코일 색전술 이후 내경동맥 폐쇄증의 
 증례

순천향대 천안병원

김태훈, 윤석만, 오혁진, 배학근, 윤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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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92	 좌측 상상돌기 근처 내경동맥류의 코일 색전술 이후 발생한 지연성 
 단안실명의 사례 발표

순천향대 천안병원

김태훈, 오재상, 오혁진, 심재준, 윤석만, 배학근, 도재원, 이경석, 윤일규

P-293	 Embolic complication after stent-assisted coil embolization 
 of basilar bifurcation aneurysm: A case report

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

김태곤, 김상흠, 조경기, 정상섭

P-294	 뇌간부위 동정맥 기형의 오닉스를 이용한 혈관내 수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박정현, 최  일, 황형식, 신일영

P-295	 모야모야병을 동반한 경동맥 협착증 환자의 혈관내 스텐트 시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서재삼, 최  일, 황형식, 신일영, 박정현

P-296	 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에 있어서 MR 확산강조영상과 허혈성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한림대 동탄성심병원1,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2

박정현1, 조광욱2

P-297	 Endovascular treatment strategies for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 aneurysm according to angiographic architecture:
 About preservation or sacrifice of posterior communication artery

단국대병원

고정호, 김영준, 윤정호, 윤경욱, 조준성, 이상구

P-298	 수술 후 잔존하거나 재발한 뇌동맥류의 코일색전술
인제대 부산백병원1, 인제대 해운대백병원2

김성태1, 정영균1, 정재원1, 이원희1, 이근수1, 팽성화1, 표세영1, 김무성1, 정용태1, 

정해웅1, 진성철2

P-299	 솔리테어 스텐트를 사용한 뇌동맥류 치료에 대한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의 결과

고신대 복음병원1, 인제대 백병원 영상의학과2

승원배1, 정해웅2, 박용석1

P-300	 목이 넓은 뇌동맥류 혈관내 수술에 있어서 듀얼 마이크로카테터 
 테크닉과 스텐트 어시스트 코일 색전술의 비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김상욱, 성재훈, 허  준, 이동훈, 김영일, 조철범, 김일섭, 양승호, 홍재택, 이상원

P-301	 필터 보호 경동맥스텐트 삽입술 중 발생한 샤워 색전증: 증례보고
한양대 구리병원

하병진, 정진환, 김충현, 김재민, 류제일

P-302	 유창을 동반한 척추기저동맥 연접부에 발생한 뇌동맥류의 혈관내 
 수술의 장기 결과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최규선, 권도훈, 박중철, 안재성, 권병덕

P-303	 경동맥협착증환자를 대상으로 CAS시행뒤 발생한 Diffusion 
 weighted MRI상의 변화

순천향대 부천병원

박종현, 김범태, 신동성, 황선철, 정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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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4	 기저동맥 분지부 동맥류의 양측 후뇌동맥간 수평형 그물망 거치 후 
 코일색전술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김상욱, 성재훈, 허  준, 이동훈, 김영일, 조철범, 김일섭, 양승호, 홍재택, 이상원

P-305	 횡정맥동 및 구불정맥동에 발생한 동정맥루에 대한 혈관내 수술: 
 사례보고

강원대병원

이은혜, 김강민, 이승진

P-306	 수술적 직접 경동맥 접근을 통한 두개강내 동맥류 코일 색전술: 
 증례보고

가천의대 길병원

최대한, 유찬종, 김명진

P-307	 원시 삼차신경동맥을 통해 시행한 상소뇌동맥 동맥류의 코일 
 색전술 치료: 증례보고

김원묵기념 봉생병원

채길성, 강민철, 심재현, 노승진, 최학기, 박화성

P-308	 대퇴동맥에 금속클립 혈관봉합장치 사용 후 발생한 슬와-경골 
 동맥 폐색

가천의대 길병원

김유희, 김명진, 최대한

P-309	 Pipeline embolization device를 사용한 후교통동맥류색전술 이후 
 발생한 지연성뇌경색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김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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