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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less of the Procedure, We’re with You at Every Step

depth and breadth of experience and technologies that can respond to your needs, no matter the case.

• Reduce risk of nerve damage
•  Reduce risk of postoperative 

Nerve Monitoring

Spinal Implants and 
Therapeutic Devices
• Restore spinal stability

May reduce revisions,  •
patient trauma, and cost

•  DBS for symptoms improvement of
movement disorders

POWEREASE® System

Spinal Implants

Grafton® DBM

Neurostimulators 
for DBS Therapy

Intraoperative Imaging Systems 
• O-arm®  2D-3D

Strata® II Shunt*

NIM-Eclipse®

Nerve Monitoring Systems 

neurological deficits

StealthStation® 
S7 Navigation System

• Improve visualization
  •

  •
  •

Imaging and Navigation

Enable more accurate screw placement,
which can reduce revisions and complications
Provide accurate intraoperative DBS lead tip locations
Reduce radiation exposure for
surgeon and staff

Integrated Power Console 
(IPC®) System

Midas Rex®

High Speed Drill

 Aquamantys® and 
PEAK® Surgery Systems

Provide greater precision  •
and control

• Decrease procedure time

Powered Systems

• Enable precise dissection
• Reduce transfusion rates
• Minimize blood loss

Advance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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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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대한신외과 초음파학회 분과학회 승인

2016. 09. 현재   수련기관 84개, 정회원수 2970명, 5개 지회 및 12개 분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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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 여러분께

초록의 싱그러움을 가득 머금은 뜨거운 열기가 녹음 짙은 시원한 그늘

이 그리워지게 만들더니, 어느새 주위의 만물들은 청명한 하늘을 벗삼

아 가을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기만 합니다.

올해로 창립 55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지난 4월 항도 부

산 춘계학술대회에서 “비전 2021 대한신경외과학회 세계로! 미래로!”라

는 비전을 선포하고, 진일보된 학회위상 정립은 물론, 인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모든 회원분들과 각고의 노력을 기

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2016년 제56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회원 여러분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대한신경외과학회의 지난 55년의 역사와 빛

나는 성취를 되새기며,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선포된 비전을 실천하기 위

한 첫 단추로 “For Next Generation of KNS”를 대주제로 하는 다채로

운 학술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양질의 학술 연구 발표와 더불어, ‘New Resident Training 

System for Next Generation of KNS’를 위한 ‘전공의 수련교육의 변화와 

발전방향, 전문역량 개발과정 소개, 전공의 수련병원의 현황과 역할’이라

는 흥미로운 주제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

개   회   사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임 영 진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최 창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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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에 관한 법적 해석을 하는 

Symposium을 개최하여 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공유로 진료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적 석학들의 최신지견을 공유하고자, 외국 초청 연자로 정위

기능 분야의 Takaomi Taira (Japan), 척추 분야의 Hans Jo‥rg Meisel 

(Germany), 혈관내수술 분야의 Rene´ Chapot (Germany), 뇌종양 분야의 

Frederick F. Lang Jr (USA), FONG To-sang, Dawson (Hong Kong) 선

생님들을 초대하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저희 신경외과학회의 주축이

신 신경외과 개원의 및 봉직의 회원님들께 실용적인 학문분야 내용 외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진료 영역 확장을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

램을 추가로 준비하였으니 개원의, 봉직의, 전문병원 회원님들의 많은 참

여로 학술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56차 추계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

록 준비해주신 오창완 학술이사, 박정율 총무이사 및 모든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대해 학회를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6년 9월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임 영 진

회   장  최 창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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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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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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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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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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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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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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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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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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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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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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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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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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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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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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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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총무：전신수 / 학술：장진우 / 고시：김영백

수련교육：박윤관 / 기획(WFNS관련)：김창진 / 재무：이무섭

보험：고  용 / 진료심의：송근성 / 법제윤리：문창택

홍보：고도일 / 국제교류：임영진 / 회원관리：김우경

전산정보：신형진 / 의료정책：정천기 / 개원의：김문간

특별：강동기, 강성돈, 김세혁, 김오룡, 변진수, 염진영, 장일태

정  신, 정용태, 최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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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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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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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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총무：박정율 / 학술：오창완 / 고시：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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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백, 노성우, 변진수, 염진영

장일태, 차승헌, 최하영, 황정현

별정직：학술지편집위원장：문창택

교과서편찬위원장：이선일

학회사편찬위원장：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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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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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삼석

고컥컥컥컥컥문：김형동, 김문찬, 정희원, 박상근, 오석전, 윤일규, 이동열

이규성, 이상원, 김수한, 정용구, 여형태, 최낙원, 김동호

◆ 대한신경외과학 연구재단 임원

이컥컥사컥컥장：김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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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원, 김수한, 정용구, 여형태

감컥컥컥컥컥사：임영진, 김주승

◆ 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

이컥컥사컥컥장：임영진컥컥컥컥컥컥컥컥컥컥컥컥컥회컥컥장：최창화

차 기 이 사 장：장진우컥컥컥컥컥컥컥컥컥컥컥컥컥차기회장：김재민

상컥임컥이컥사：총무-박정율, 학술-오창완, 고시-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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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백, 노성우, 변진수 

염진영, 장일태, 차승헌, 최하영, 황정현

별컥컥정컥컥직：학술지편집-문창택, 교과서편찬-이선일, 학회사편찬-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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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이정일

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명단 (2015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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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컥컥컥컥컥사：강동기, 강성돈, 고도일, 고  용, 고현송, 공민호, 공태식

권정택, 김근수, 김기욱, 김대현, 김동원, 김문간, 김법영

김상우, 김성민, 김성호, 김세혁, 김영백, 김우경, 김은영

김인수, 김재민, 김주승, 김태곤, 김태선, 김현우, 노성우

도재원, 문성근, 문재곤, 문창택, 박  관, 박관호, 박문선

박봉진, 박성춘, 박승우, 박용석, 박인성, 박정율, 박진규

박철웅, 박춘근, 박현선, 박화성, 백광흠, 변진수, 서의교

성재훈, 송근성, 송준석, 신형진, 심찬식, 양국희, 염진영

오성한, 오창완, 유찬종, 유  헌, 윤영설, 이명기, 이무섭

이상구(가천대), 이상구(단국대), 이상평, 이선일, 이승훈

이  언, 이은열, 이정호, 임영진, 임준섭, 장석정, 장웅규

장일태, 장진우, 전신수, 정  신, 정의화, 정재현, 조근태 

조도상, 조용은, 조용준, 조  준, 좌철수, 차승헌, 최기환

최낙원, 최세환, 최창화, 최하영, 허  철, 홍승철, 황정현 (9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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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성(위원장), 현동근(부위원장), 김선환, 김인영, 김주한

박성현, 심규원, 양국희, 이관성, 이기택, 이상원, 이정길

장철훈, 조성민, 진동규, 홍석호, 황선철, 김용휘(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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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돈, 김석원, 민경수, 양희진, 유도성, 이상구, 이태규

이형중, 조용준, 조원호, 조정기, 홍석호

기 획 위 원 회：정  신(위원장), 김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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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호신

김도형, 김용배, 김현우, 박석규, 박준범, 박진규, 박춘근 

손병철, 양승민, 이재학, 조병문, 조보영, 진동규, 최병관 

최세환, 허  륭

[간사: 김재훈, 김진욱, 박경재, 박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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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심의위원회：최기환(위원장), 김근수, 김긍년, 김승범, 김오룡, 김은상

류경식, 문승명, 송근성, 신용삼, 이상평, 이선일, 이영배

장태안, 전상용, 정  신, 황성규, 조재훈(간사)

법제윤리위원회：강성돈(위원장), 강희인, 김석원, 김승민, 김용배, 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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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주,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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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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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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정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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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태, 김상대, 김세혁, 김승기, 김정훈, 박승원, 박재찬 

성재훈, 송근성, 신용삼, 유  헌, 윤승환, 이무섭, 정현호

최우진, 최하영, 남병호(통계) [간사：박용숙, 송상우]

교과서편찬위원회：이선일(위원장), 이기택(부위원장), 권순찬, 김용휘, 박재찬 

유  헌, 임동준, 정진환, 정태영, 정현호, 조병문, 최병관

최석근, 한정호, 홍재택, 황선철, 김정은(간사)

학회사편찬위원회：이  언(위원장), 김은영, 박익성, 손은익, 이경석, 이상구

정  신, 김명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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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관

홍석호, 정현호(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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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수 

김법영, 김성민, 김세훈, 김우경, 김현우, 노성우, 박진규

이승명, 이재학, 임수빈, 장일태, 조용은, 조정기, 진동규

최은석, 황인석, 박형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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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위원회：문재곤(위원장), 고정호, 김석원, 박동혁, 정제훈, 조원호

장인복(간사)

◆ 분과학회

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조  준(회장), 백선하(총무), 허  륭(학술) (2016.4-2017.3)

뇌 종 양 학 회：이선일(회장), 김재용(총무), 이기택(학술) (2016.7-2017.6)

뇌혈관외과학회：박현선(회장), 안재성(총무), 김태선(학술) (2016.3-2017.2)

소아신경외과학회：문재곤(회장), 김상대(총무), 심규원(학술) (2016.5-2017.5)

척추신경외과학회：조용은(회장)                                        (2016.9-2017.9) 

신 경 손 상 학 회：김인수(회장), 문승명(총무), 김용배(학술) (2016.6-2017.5)

뇌혈관내수술학회：성재훈(회장), 유승훈(총무), 정진영(학술) (2015.12-2017.12)

노인신경외과학회：박정율(회장), 김승범(총무), 박익성(학술) (2016.3-2017.2)

신 경 통 증 학 회：윤영설(회장), 지규열(총무), 신동아(학술) (2016.6-2018.5)

말 초 신 경 학 회：이상구(회장), 심재준(총무), 한인보(학술) (2016.1 -2017.1)

신경중환자의학회：신형진(회장), 박봉진(총무), 유도성(학술) (2015.12-2016.11)

신경외과초음파학회：허  철(회장), 조성민(총무), 박재찬, 손병철, 조용준, 양승민

최순규(학술) (2014.9 -2016.10)

◆ 지  회

서울·경인지회：문창택(회장), 김우경(총무) (2016.3-2017.2)

대구·경북지회：김대현(회장), 이정호(총무) (2016.1-2016.12)

부산·울산·경남지회：송근성(회장), 송영진(총무) (2016.1-2016.12)

대전·충청지회：도재원(회장), 심재준(총무) (2016.1-2016.12)

호컥남컥지컥회：최하영(회장), 박정수(총무) (2016.3-20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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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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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9 Friday, September 30 Saturday, October 1

10:00-13:00

지도전문의 교육 크리스탈볼룸 A (3F)

수련교육위원회

 좌장: 전신수 (가톨릭대)

1. 전공의 연차별 수련목표 및 내용 김대현 (대구가톨릭대)

2. 전공의 수련교육 내용의 평가 이상구 (단국대)

3. 전문의 자격시험 및 취득요건  양희진 (서울대)

12:00-17:00

Practical Workshop

한강홀 A 

(별관 1F)

크리스탈볼룸 B 

(3F)

동강 A 

(별관 3F)

금강 A 

(별관 2F)

동강 B 

(별관 3F)

비파홀 

(3F)

뇌혈관내수술 노인신경외과 정위기능 KANS
하지 말초신경 

초음파 워크샵
편집위원회

좌장: 정진영  

(동의의료원)

Coil embolization 

of unruptured 

paraclinoid ICA 

aneurysm

좌장: 박익성 

 (가톨릭대)

신경외과 의사가 

돌보는 치매환자

수술 중 

신경생리감시

좌장: 

김태선 (전남대) 

안재성 (울산대)

1. 뇌혈관 수술을 

위한 수술 중 

신경생리감시

좌장:  

정천기 (서울대) 

조용은 (연세대)

2. 척추수술을 

위한 수술 중 

신경생리감시

좌장:  

남도현 (성균관대) 

박철기 (서울대) 

최승홍 (서울대  

영상의학과)

젊은 전문의를 

위한 연구기법 

프로그램/워크샵:

Big data driven 

precision 

neurosurgery

좌장: 허  철 

 (연세 원주의대) 

이상구 (가천대)

Didactic Course of 

Ultrasonography 

on Lower 

Extremity 

Peripheral 

Nerves

좌장: 임동준 

(고려대)

의학 논문 작성법

16:00-17:00 이사회 크리스탈볼룸 A (3F)

18:00- Welcome Reception 하늘정원

07:55-08:00 Opening (KNS 학술이사) 그랜드볼룸 B (2F)

08:00-09:00

Plenary Session 그랜드볼룸 B (2F)

좌장: 김재민 (한양대), 장진우 (연세대)

PS-1 악성 중대뇌동맥 뇌경색 환자에서 두개절제술 후 저체온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 박현석 (동아대)

지정토론자 : 조광욱 (가톨릭대)

PS-2 교모세포종 재발에 있어 약물저항성과 관련된 분자유형 김세혁 (아주대)

지정토론자 : 곽호신 (국립암센터)

PS-3 저산소상태에서 척색세포의 혈관내피세포 증식 억제 능력 - 퇴행성 추간판 질환에의 영향  권우근 (고려대)

지정토론자 : 권영준 (성균관대)

PS-4 3D 프린터를 이용한 뇌동맥 색전술의 술전 시뮬레이션의 유용성 김영수 (부산대)

지정토론자 : 김범태 (순천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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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0-09:20 Opening (KNS 이사장/회장) 그랜드볼룸 B (2F)

09:20-11:00

Main Theme Symposium: For Next Generation of KNS Grand Ballroom B (2F)

Chairperson: Chang Hwa Choi (Pusan University)

Opinion & Vision by Next Generation Hyun Ho Jung (Yonsei University)

Research for Next Generation of KNS - Experience & Recommendation

 Jeong Yoon Park (Yonsei University)

Chairperson: Jung IL Lee (Sungkyunkwan University)

Special Lecture I-1  Next Generation of Functional Neurosurgery

 Takaomi Taira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Japan)

Chairperson: Yong Eun Cho (Yonsei University)

Special Lecture I-2  Next Generation of Biotechnology in Spine

 Hans Jo‥rg Meisel (BG Clinic Bergmannstrost, Germany) 

명사초청강연 그랜드볼룸 B (2F)

11:00-11:40
좌장: 임영진 (경희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정의화 (19대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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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홀 A 

(별관 1F)

뇌혈관내수술 정위기능 여의사회 초음파 신경손상 두개저외과

13:20-13:30 Transfer

13:30-14:40

Symposium II: 의료관련 법 개정 그랜드볼룸 B (2F)

좌장: 강성돈 (원광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신해철법)-법률적 의미 이경권 (변호사,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담당교수)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신해철법)-사회적 의미 서민지 (기자, Medipana)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정영주 (학회자문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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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mor Spine I Spine II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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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diatric Spine I Spine II

Peripheral, 

Neurotrauma, 

Geria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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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중환자 신경통증 소아

09:20-09:30 Transfer

09:30-10:50

Special Lecture II Grand Ballroom B (2F)

Chairperson: Jae Hoon S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Latest Developments in Intracranial Endovascular Treatments

 Rene´ Chapot (Krupp Hospital, Germany)

Chairperson: Chang Hun Rhee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Surgical Resection of Insular Tumors: A Single Surgeon Perspective

 Frederick F. Lang Jr (MD Anderson Cancer Center, USA)

Chairperson: Jae Gon Moon (Hallym University)

Infantile Stroke and Its Management

 FONG To-sang, Dawson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Hong Kong)

10:50-11:00 Transfer

11:00-12:00

Symposium III: New Resident Training System for Next Generation of KNS 그랜드볼룸 B (2F)

좌장: 전신수 (가톨릭대)

전공의 수련교육의 변화와 발전방향: 이비인후과 전문역량 개발 과정 및 대한의학회 입장 소개 

 박시내 (가톨릭대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전문역량 개발 과정 소개  강희인 (을지대)

신경외과 전공의 수련병원의 현황와 역할 전신수 (가톨릭대)

12:00-12:10 Transfer

12:10-13:30

Luncheon Seminar II

크리스탈볼룸 A 

(3F)

크리스탈볼룸 B 

(3F)

동강 A 

(별관 3F)

동강 B 

(별관 3F)

금강 A 

(별관 2F)

한강홀 A 

(별관 1F)

뇌종양 간호사 노인 말초 뇌혈관외과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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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정위기능

14:50-15:00 Transfer

15:00-16:00

Scientific Sessi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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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 혈관내 종양, 소아 척추 정위기능
신경중환자, 말초신경,  

초음파, 노인, 신경통증

16:00-16:20 Coffee Break & Poster View

16:20-17:30

Scientific Sessio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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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 혈관내 종양, 소아 척추 정위기능 신경손상

14:00-17:10

개원의 및 봉직의 Symposium 크리스탈볼룸 B (3F)

Session I. 진료 시야 확장을 위한 강의

좌장: 박성균 (성모신경외과)

프롤로테라피, 척추치료 발상의 전환: 이론부터 구체적인 실제까지 강병찬 (연세바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일반 혈액검사의 비밀  최세환 (서울성모신경외과)

Coffee Break

Session II

좌장: 박진규 (PMC박병원)

척추, 신경차단술의 보험진료 지침(조정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심의사례 분석)  이재학 (허리나은병원)

심평원, 건보공단, 보건소 현지 실사시 개원가에서 흔히 놓치는 실사사항 및 대비법 박현미 (시화병원 기획정책국장)

17:10 Closing Remarks



Room B

Room A

금강 A

그랜드볼룸 B

그랜드볼룸 별실

그랜드볼룸 A

루치아

VIP
Room

ELEVATORS

Room H
한강홀 A

ELEVATORS

등
록
대

2F Room Information

Room A 그랜드볼룸 B 

Plenary Session

Main Theme Symposium

명사초청강연

Symposium: 의료관련 법 개정

총회

Gala Dinner

Special Lecture Ⅱ

Symposium: New Resident Training System 

  for Next Generation of KNS

Room B 금강 A

Practical Workshop (KANS)

Luncheon Seminar Ⅰ (신경손상)

English Session Ⅰ (Tumor)

English session Ⅱ (Tumor, Pediatric)

Luncheon Seminar Ⅱ (뇌혈관외과)

Flash Presentation (종양)

Scientific Session Ⅰ (종양. 소아)

Scientific Session Ⅱ (종양, 소아)

루치아

사무국

VIP Room

그랜드볼룸 별실

Preview Room

3F Room Information

Room C 크리스탈볼룸 A

지도전문의 교육

이사회

Luncheon Seminar Ⅰ (뇌혈관내수술)

English Session Ⅰ (Spine Ⅰ)

English Session Ⅱ (Spine Ⅰ)

Breakfast Seminar (신경중환자)

Luncheon Seminar Ⅱ (뇌종양)

Flash Presentation (척추)

Scientific Session Ⅰ (척추)

Scientific Session Ⅱ (척추)

Room D 크리스탈볼룸 B

Practical Workshop (노인신경외과)

Luncheon Seminar Ⅰ (정위기능)

English Session Ⅰ (Spine Ⅱ)

English Session Ⅱ (Spine Ⅱ)

Breakfast Seminar (신경통증)

Luncheon Seminar Ⅱ (간호사)

개원의 및 봉직의 Symposium

Room E 동강 A

Practical Workshop (정위기능)

Luncheon Seminar Ⅰ (여의사회)

English Session Ⅰ (Functional)

English Session Ⅱ (Peripheral, Neurotrauma, Geriatric)

Breakfast Seminar (소아)

Luncheon Seminar Ⅱ (노인)

Flash Presentation (정위기능)

Scientific Session Ⅰ (정위기능)

Scientific Session Ⅱ (정위기능)

Room F 동강 B

Practical Workshop (하지 말초신경 초음파 워크샵)

Luncheon Seminar Ⅰ (초음파)

Luncheon Seminar Ⅱ (말초)

Scientific Session Ⅰ (신경중환자, 말초신경, 초음파, 

  노인, 신경통증)

Scientific Session Ⅱ (신경손상)

Room G 비파홀 

Practical Workshop (편집위원회)

하늘정원

Welcome Reception

1F Room Information

Room H 한강홀 A

Practical Workshop (뇌혈관내수술)

Luncheon Seminar Ⅰ (두개저외과)

English Session Ⅰ (Vascular)

English Session Ⅱ (Vascular, Endovascular)

Luncheon Seminar Ⅱ (척추)

Flash Presentation (혈관, 혈관내)

Scientific Session Ⅰ (혈관, 혈관내)

Scientific Session Ⅱ (혈관, 혈관내)

Room F

Room E
Room D

Room G
Room C

동강 B

동강 A

크리스탈볼룸 B

비파홀

크리스탈볼룸 A

ELEVATORS

하늘정원

2F

3F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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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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안하여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발표시간 2시간 전까지 

Preview room으로 발표 자료를 접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노트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review room: 2층 그랜드볼룸 별실

• 2016년부터 국가 정책에 따라, 학술대회 현장에서 반드시 본인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확인은 개인에게 부여되는 바코드로 진행됩니다. 

• 사전등록을 완료하신 회원님께 학회 개최 2일전 회원님의 휴대폰으로 

등록 인증 바코드가 발송됩니다. 학회장 사전등록 창구에서 스캔을 통

하여 명찰 및 쿠폰이 발행(인쇄)됩니다. 

다소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 안내

학술대회 운영

핸드폰으로 

바코드발송

바코드 인식 후 

명찰출력

프로그램북 및 

기념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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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추계학술대회 평점 관리 변경사항

가. 출결관리 방법

- 자동출결관리시스템(바코드)을 이용하여 매일 2회 접촉 (학회기간 동안)

**입실, 퇴실을 위해 반드시 2회 접촉을 하셔야 하며, 

만약 한번만 접촉 시 평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점처리)

- 자동출결관리시스템(바코드)의 운영 시간 (프로그램 강의시간만 해당)

9월 29일(목) 10:00 ~ 16:00  6점

9월 30일(금) 08:00 ~ 18:00  6점

10월 1일(토) 08:00 ~ 17:30  6점

14:00 ~ 17 : 1 0  3점

(개원의 및 봉직의 프로그램만 신청하신 분 해당)

나. 출석에 해당되는 인정 평점(바코드 확인 시)

: 평점은 학회기간 동안 당일(매일) 평점으로 인정

9월 29-10월 1일(목-토): 6평점 경우인 인정 시간

□ 2시간 이하  ⇨ 0평점

□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평점

□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4평점

□ 4시간 초과 ∼ 5시간 이하 ⇨ 5평점

□ 5시간 초과 ∼  ⇨ 6평점

*바코드에 1회 접촉한 경우 평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점)

 단, 스캔 간격은 1시간 초과 해야만 함.

10월 1일 (토): 개원의 및 봉직의 프로그램만 신청하신 분 해당

□ 2회 바코드 스캔시 전체 평점인정 

   단, 스캔 간격은 1시간 초과 해야만 함.

** 최근 평점관리가 엄격합니다. 회원님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꼭 참석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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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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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29일 (목요일) 09:00-18:00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07:30-18:00

2015년 10월 1일 (토요일) 07:30-18:00

*현장등록비

정회원 170,000원

전공의, 군의/공보의 90,000원

특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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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

에 해당되는 금액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현장등록 안내

신청서 

작성

명찰 수령과 

동시에 입실 

출석 인식

프로그램북 및 

기념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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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 안내

• 명찰, Final Program, 초록 검색

•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전체초록을 PDF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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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Gala Dinner ticket, Seminar ticket, 경품권이 들어 있습니다.

2. 수령 후 내용물을 필히 확인하십시오.

3.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야제 Welcome Reception

*9월 29일(목) 오후 6시, 하늘정원 (3F)

*우천시 3층 Lobby에서 개최합니다.

*학술대회에 앞서 전야제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만찬 Gala Dinner

*9월 30일(금) 오후 6시 30분, 그랜드볼룸 (2F)

* 대한신경외과학회 제56차 추계학술대회를 축하하는 만찬을 준비하

였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기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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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업체 전시물 설치 장소

2F 그랜드볼룸 A, Lobby

2. 전시물 설치 시간

9월 28일 (목요일) 20:00-24:00

3. 전시기간

*개장시간: 9월 30일 (금요일) 08:00-18:00

10월 1일 (토요일) 08:00-18:00

전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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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PPT file 주의사항

* 발표 연제의 PPT 파일을 현장 Preview room으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2003, 2007, 2010, 2013으로 작성된 PPT 파일만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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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 동영상 파일 첨부 시 화면 크기는 1024×768픽셀 이하, file format는 

WMV, 비트 전송률은 3Mbps 이하 (DVD 수준, 분당 22 Mb)의 규격

을 지켜 주십시오. 동영상 편집에 사용된 프로그램 이름과 버전, 코덱

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십시오. 파일용량이 50M 이상일

때는 인코딩을 통해 compression(압축)을 하여 업로드 해주시길 바

랍니다.

* 학술대회장에서 원활한 파일의 재생을 위해서 되도록 기본 폰트(특

수 폰트는 깨져서 안 보이거나 다른 폰트로 대치됨)를 사용하여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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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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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tific Session 발표시간 토론시간

Special Lecture 25분 (토론시간 포함)

Plenary Session 10분 5분 (패널 토론)

Seminar 각 세미나별로 할당

English Session 8분 4분

Scientific Session 6분 4분

Flash Presentation 4분 3분

☞발표와 토론을 위하여 할당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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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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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Seminar는 모든 발표가 끝난 후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토론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시작시간 및 발표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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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aomi Taira, M.D., Ph.D.

Professor, Director of Stereotactic and 
Functional Neurosurgery, 
Department of Neurosurgery,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Tokyo, Japan

Past President, World Society for Stereotactic 
and Functional Neurosurgery
Past President, Japan Society for Stereotactic 
and Functional Neurosurgery
Pasty Chairman, Stereotactic and Functional 
Neurosurgery Committee, World Federation of 
Neurosurgical Societies 

■ Board/Faculty member
The Japanese Society of Neurosurgery
The Japanese Congress of Neurological Surgeons
The Japanese Society for the Study of Pain
The Japan Society of Neuromodulation
The Japanese Society for Stereotactic and Functional Neurosurgery
The World Society for Stereotactic and Functional Neurosurgery

(2005-2009 Secretary and treasurer)
(2009-2014 President)

Chairman, Stereotactic and Functional Committee, World Federation of 
Neurosurgical Societies (2009-2013)

■ Membership
The Japanese Society of Neurosurgery
The Japanese Congress of Neurological Surgeons
The Japanese Society for the Study of Pain
Asian Society for Stereotactic and Functional Neurosurgery
The Japanese Society for Stereotactic and Functional Neurosurgery
The European Society for Stereotactic and Functional Neurosurgery
The World Society for Stereotactic and Functional Neurosurgery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International Movement Disorde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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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ition held
2000-present  Director of functional neurosurgery, Department of 
 Neurosurgery,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1994  Ph.D. from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1992-1998 Clinical instructor, Department of Neurosurgery,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1991-1992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Neurosurgery, 
 University of Amsterdam, Amsterdam, 
 The Netherlands (Professor Andries Bosch)
1988-1991 Registrar in neurosurgery, Department of 
 Neurosurgery, University of Birmingham, 
 Birmingham, UK (Professor Edward Hitchcock)
1982-1988 Resident in neurosurgery,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 Education
1998  Board certified neurosurgeon in Japanese Society of Neurosurgery
1982  Graduated from Kob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D.

■ Main area of interest
Stereotactic and functional neurosurgery for pain management and 
movement disorders, including surgical management of various types of 
dystonias and spasticity. Neurorehabilitation, Clinical neurophysiology, 
Radiosurgery, Intraoperative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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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 Jörg Meisel, M.D., Ph.D.

Director Center of Neurosciences/
Chair Dept. of Neurosurgery, BG-Clinic Berg-
mannstrost Halle
Donau-Universität Krems
Vrije Universiteit Medical Center (VUmc) 
Amsterdam
Translational Centre for Regenerative Medicine 
(TRM) Leipzig
President Regenerate Europe e.V.

In 1998 HJ. Meisel was appointed to the Berufsgenossenschaftliche 
Clinic in Bergmannstrost Halle/Saale as Director of the Clinic for Neu-
rosurgery. Every year his team of 10 surgeons carries out a minimum of 
1800 surgeries in the area of cerebral and spinal diseases.

Since September 2008 HJ. Meisel has been appointed as the Director 
of the Center of Neurosciences of the BG-Clinic Bergmannstrost Halle. 

HJ. Meisels primary focus in spine surgery and research is for the last 
20 years in degenerative spinal diseases. Starting as inventor and design-
er of spinal implants for the intervertable space in cervical and lumbar 
in arthroplasty and fixation he developed 1995 the first biological disc 
repair transplantation system with autologus chondrocytes.

HJ. Meisel served as a PI for the first randomized clinical trial to study 
this regenerative approach (EuroDisc) after running all preclinical eval-
uations at Emory Spine Center, Atlanta. Together with his Atlanta group 
they continued the preclinical and clinical work in disc regeneration with 
adiposed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As a founding member HJ. Meisel helped to start the ETP Platform 
Nanomedicine for the European Commission. 

From 2003 to 2006 HJ. Meisel served AOSpine Europe as a founding 
member and to develop a new teaching and course platform as a deputy 
on the neurosurgical side. (Intervertable Disc Course Davos, 2005; Stras-
bourg Course 2006; Cervical Course Palma de Mallorc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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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5 HJ. Meisel co-founded the Translation Center for Regenera-
tive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Leipzig and supported there as an Ex-
ecutive Board member the preclinical affairs mentoring since the begin-
ning 4 major spinal projects with the focus in regenerative disc repair and 
biomaterials financed by the German Ministry of Research (BMBF).

In 2005 HJ. Meisel founded the European Network for Regenerative 
Medicine Regenerate Europe which integrates 10 countries of the Euro-
pean Union that carry out research in the area of Regenerative Medicine 
and organized the Biospine Meetings (2002, 2007, 2010) and Regulatory 
Workshops for ATMPs and animal modeling (2010, 2012, 2014).

In 2007 HJ. Meisel was appointed by the Vreije University of Amster-
dam to become a Visiting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for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research projects and th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Master Degree in Regenerative Medicine.

Currently there is running the EU COST project Namabio “From nano 
to macro biomaterials (design, processing, characterization, modelling) 
and applications to stem cells regenerative orthopaedic and dental medi-
cine” including 250 members in nanomaterial research and clinical ap-
plication. 

In 2013 he became an Honorary Professor in the Department for Health 
Sciences and Biomedicine at the Donau-University Krems (Austria).

In 2013 he became an elected member of the AO Spine Knowledge 
Forum Degenerative and Biologics. 

In 2014 he was elected as chair of the European Technology Platform 
Nanomedicine (ETPN) Working Group of Nanotechnologies for Regen-
erative Medicine. 

HJ Meisel is active member of the EANS, SSE, ICRS, ISSLS, ISASS, 
AOSpine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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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é Chapot, M.D. 

Department of Intracranial Endovascular Therapy, 
Kyupp Hospital, Germany

Since 2015 Head of Department of Intracranial Endovascular 
 Therapy, Neuroradiology & Radiology, 
 Krupp Krankenhaus, Essen, Germany
2014 Invited Professor, University Hospital of Lausanne, 
 Switzerland
2007-2014 Head of Department of Endovascular Therapy & 
 Neuroradiology, Krupp Krankenhaus, Essen, Germany
2003-2006  Professor of Neuroradiology
 Head of Department of Neuroradiology & 
 Endovascular Therapy University of Limoges, 
 France
1995-2003 Specialisation in Interventional Neuroradiology at 
 Lariboisière Hospital (Pr Merland) in Paris as “Chef de 
 Clinique” and later “Praticien Hospitalier”
1991-1994 Specialisation in Radiology in Paris as “Interne des 
 Hôpitaux de Paris”
1985-1991 Medical school University of Paris, France
1967 Born in Fontenay aux Roses,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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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erick F. Lang, Jr, M.D., F.A.C.S., F.A.A.N.S.

Professor (tenure), 
Department of Neurosurgery, 
Division of Surgery, 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Houston, TX
Director of Clinical Research, Department 
of Neurosurgery, Division of Surgery, 
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Houston, TX

Faculty Member, 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Graduate School of Biomedical Sciences, Houston, TX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Neurosurgery, Baylor College of Medi-
cine, Houston, TX

■ Education
Clinical Internship, General Surgery, New York University Medical Cen-
ter, New York, NY, 6/1988-6/1989
Clinical Residency, Department of Neurosurgery, New York University 
Medical Center, New York, NY, 7/1989-6/1993
Clinical Residency, Chief Resident, Department of Neurosurgery, New 
York University Medical Center, New York, NY, 7/1993-7/1995
Clinical Fellowship, Neurosurgical Oncology, 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Houston, TX, 8/1995-6/1996

■ Experience/Service
Academic Appointments
Assistant Professor (tenure track), Department of Neurosurgery, Divi-
sion of Surgery, The University of Texas M. D. Anderson Cancer Cen-
ter, Houston, TX, 7/1996-9/2002
Associate Professor (tenure), Department of Neurosurgery, Division of 
Surgery, The University of Texas M. D. Anderson Cancer Center, Hous-
ton, TX, 9/2002-9/2006
Adjunct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eurosurgery, Baylor 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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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 of Medicine, Houston, TX, 12/2005-9/2006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Neurosurgery, Baylor College of Med-
icine, Houston, TX, 9/2006-present
Professor (tenure), Department of Neurosurgery, Division of Surgery, 
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Houston, TX, 
9/2006-present
Faculty Member, 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Graduate School of Biomedical Sciences, Houston, TX, 10/2006-present

Administrative Appointments/Responsibilities
Director of Clinical Research, Department of Neurosurgery, Division of 
Surgery, 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Houston, 
TX, 9/2000-present

Other Appointments/Responsibilities
Alumni School Committee, Admissions Reviewer, Yale College, Yale Uni-
versity, New Haven, CT, 1/2000-present

Consultantships
NeoPharm, Inc., Houston, TX, Steering Committee Member, Phase III 
Randomized Evaluation of Convection Enhanced Delivery of IL13-
PE38QQR with Survival Endpoint Trial (PRECISE), 1/2004-1/2009
NeoPharm Therapeutics, Inc., Houston, TX, Consultant, 1/2004-1/2009
Antisense Pharma Investigators Meeting, Regensburg, Germany, Consul-
tant, 4/2006-4/2008
Data Safety Monitoring Committee, Delta-24-RGD Trial in the Nether-
lands (PI: Dr. Dirven), Houston, 9/2008-present
Pharmaco-Kinesis, Inc., USA, Member Clinical Advisory Board, 
2009-present

Institutional Committee Activities
Department of Neurosurgery, 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Admissions Reviewer, 1/2000-present
Executive Committee, Brain Tumor Center, Member, 1/2001-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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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Research Sub-committee, Brain Tumor Center, Co-Chair, 
1/2002-present
Translational Research/Tissue Bank Focus Group, Brain Tumor Center, 
Chair, 1/2002-present
Study Section Review Committee for Clinical Translational and Popula-
tion-Based Research
Projects Under the Institutional Research Grants Program, Member, 
1/2005-present
Genomics Core Users Committee, Member, 2/2005-present
Department of Neurosurgery Trainee Research Committee, Member, 
6/2010-present
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SPORE in Brain 
Cancer, Career
Development Program, Faculty Member, 4/2012-present 
Vice Provost Advisory Council-Clinical Research, Member, 10/2014-present
Vice Provost Advisory Council Biomarker Working Group: Enhancing 
the Development of Novel Biomarkers, Member, 1/2015-present
Division of Surgery Research Committee, Member, 4/2016-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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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G To-sang, Dawson, M.B., B.S., F.R.C.S.

Adjunct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Sciences,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Hong Kong

■ History
1. Chief of Service, HA  Nov 1995-April 2014
2. Consultant i/c, HA Feb 1992-Oct 1995
3. Consultant, HSD  Aug 1991-Jan 1992
4. Senior Medical Officer, M&HD Nov 1985-July 1991
5. Medical Officer, M&HD July 1980-Oct 1985
6. House Officer, M&HD July 1979-June 1980

■ Professional Training
Neurosurgical training concentrating at vascular and paediatric subspe-
cialties in 1987-1988:
- Hospital for Sick Children, Toronto, Canada
- Division of Neurosurgery, UCSF
- Department of Neurosurgery, UCLA
- Division of Neurosurgery, UH, UWO, Ontario, Canada

■ Professional Activities
-0 Adjunct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Sciences,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0 Clinical Associate Professor (Honorary), Department of Surgery,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12-2014)
-0 Clinical Associate Professor (Honorary), The Faculty of Medicine,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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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onorary Clinical Associate Professor, The Faculty of Medicine, The 
University of Hong Kong since 1996

-0 Honorary Clinical Supervisor for the Hong Kong College of Family 
Physicians since 1998

-0 Higher Neurosurgical Training Program Director, Hospital Authority 
(2003-2014)

-0 Co-chairman of the COC (Neurosurgery), Hospital Authority (2007-
2009)

-0 Honorary Clinical Supervisor of Basic Trainees in Family Medicine, 
2007-2009

-0 Examiner for Joint Specialty Fellowship Examination in Neurosur-
gery, The Royal College of Surgeons of Edinburgh and the College of 
Surgeons of Hong Kong

-0 External Examiner for the M.Med.Sc. Specialised Module Examina-
tion, The University of Hong Kong

-0 External Examiner for the Degrees of Master of Philosophy and Doc-
tor of Philosophy by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 Editor, “Hong Kong Neurosurgery-four decades & beyond”
-0 Trainer in the Department of Neurosurgery, Tuen Mun Hospital 

which has become one of training centres of Hong Kong since 1995
-0 Local Committee Chairman of the 1st China Course on Pediatric 

Neurosurgery, International Society for Pediatric Neurosurgery in 
HK 2005

-0 Scientific Sub-Committee of 1st Asian Pacific Conference Against 
Stroke in HK 2003

-0 Organizing Committee Chairman of 4th Asian Congress of Neuro-
logical Surgeons in HK 2002

-0 Member of the accreditation board of the Neurosurgery board, Col-
lege of Surgeons of Hong Kong, 1997 and 1998

-0 Organise and chair the II, III and IV Annual Scientific Meeting of the 
Hong Kong Neurosurgical Society, 1995, 1996, 1997 and 1998

-0 Member of the Faculty and Hong Kong reative at the Asian Austral-
asian Congress of Neurosurgery in Taipei 1995

-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U.C.L.A.) 1987
-0 Exchange fellow at Division of Neurosurgery, University Hospital,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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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3:00
Practical Workshop
수련교육위원회

크리스탈볼룸 A (3F)

좌장: 전신수 (가톨릭대)

지도전문의 교육

1. 전공의 연차별 수련목표 및 내용 김대현 (대구가톨릭대)

2. 전공의 수련교육 내용의 평가 이상구 (단국대)

3. 전문의 자격시험 및 취득요건 양희진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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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6:00
Practical Workshop 한강홀 A (별관 1F)

좌장: 정진영 (동의의료원)

[뇌혈관내수술]

PW-A01 Coil embolization of unruptured paraclinoid ICA aneurysm
권오기 (서울대)

13:30-15:50
Practical Workshop 크리스탈볼룸 B (3F)

좌장: 박익성 (가톨릭대)

[노인신경외과]

신경외과 의사가 돌보는 치매환자

PW-B01 치매–증상과 진단

장원석 (연세대) 

PW-B02 치매 신경심리검사: 기초부터 활용까지

조광욱 (가톨릭대)

PW-B03 국가 치매관리 정책 및 치매 돌봄 센터 소개

최낙원 (성북성심병원)

PW-B04 치매 환자 약 처방, 어떻게?

김은영 (가천대)

PW-B05 치매환자 행동장애의 조절

박익성 (가톨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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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5:30
Practical Workshop 동강 A (별관 3F)

[정위기능]

수술 중 신경생리감시

좌장: 김태선 (전남대), 안재성 (울산대)

PW-C01 뇌혈관 수술을 위한 수술 중 신경생리감시

Real-time detection of vascular insufficiency- 
method and principle

박경재 (고려대)

Demonstration session 1-MEP/SSEP during  
aneurysm clipping

연제영 (성균관대)

Demonstration session 2-Monitoring during  
neurovascular intervention

진성철 (인제대)

좌장: 정천기 (서울대), 조용은 (연세대)

PW-C02 척추수술을 위한 수술 중 신경생리감시

Pedicle screw stimulation and running EMG
김경태 (경북대)

D-wave recording
홍재택 (가톨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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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6:00
Practical Workshop 금강 A (별관 2F)

[KANS]

젊은 전문의를 위한 연구기법 프로그램/워크샵

Big data driven precision neurosurgery

좌장: 남도현 (성균관대)

PW-D01 Neurosurgeons in translational research: How to get started 
(Introduction to MD-scientist courses etc)

이지연 (서울대)

PW-D02 Short story about PhD course for neurosurgeon
정상원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좌장: 박철기 (서울대)

PW-D03 Introduction of KANS and research workshop for young 
neurosurgeons 

왕규창 (KANS 회장) 

PW-D04 Introduction of precision medicine overview
남도현 (성균관대)

PW-D05 Precision medicine as a data-driven medicine
우현구 (아주대)

PW-D06 Paradigm shift in brain tumor diagnosis:  
Understanding of genome based classification

박철기 (서울대)

PW-D07 Clinical trials based on precision medicine
김태민 (서울대 혈액종양내과)

PW-D08 The importance of big data analysis for the proof  
of concept in biomedical research

박종배 (국립암센터 특수암연구과)

좌장: 최승홍 (서울대 영상의학과)

PW-D09 Recent update of radiogenomics in glioma
최승홍 (서울대 영상의학과)

PW-D10 Quantitative imaging biomarker of targeted therapeutics:  
Current perspectives

공두식 (성균관대)

PW-D11 Machine learning technology for precision medicine
성준경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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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7:00
Practical Workshop 동강 B (별관 3F)

좌장: 허  철 (연세 원주의대), 이상구 (가천대)

[하지 말초신경 초음파 워크샵]

Didactic Course of Ultrasonography on  
Lower Extremity Peripheral Nerves

PW-E01 Part I General Principles

Ultrasonography (US) basics
장연규 (삼육서울병원)

US anatomy I: Inguinal area and anterior thigh PNS* 

박세혁 (한림대)

US anatomy II: Buttock, posterior thigh and knee
심재현 (청담마디병원)

US anatomy III: Lower leg, ankle and foot
조도상 (이화여대)

Peripheral nerve problems on lower extremities
조용준 (한림대)

(USG and) EDS in peripheral neuropathy
민경훈 (차의대 재활의학과)

PW-E02 Hands on Workshop

Femoral triangle and adductor canal femoral nerve,  
lateral femoral cutaneous nerve obturator nerve and saphe-
nous nerve

허  철 (연세 원주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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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현 (청담마디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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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복 (가톨릭대)



49

PRACTICAL WORKSHOP THURSDAY, SEPTEMBER 29, 2016

PROGRAM OF THE 56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SEPTEMBER 29-OCTOBER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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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임동준 (고려대)

[편집위원회]

의학 논문 작성법

PW-F01 논문 작성의 원칙과 기본 요령

김승기 (서울대)

PW-F02 PC를 이용한 논문 저작: 검색, 인용, 공유

임수빈 (순천향대)

PW-F03 인용지수를 높이기 위한 논문작성 전략방안

김  순 (에디티지)

PW-F04 웹에서 클릭만으로 하는 R통계분석

문건웅 (가톨릭대 순환기내과)



PLENARY SESSION FRIDAY, SEPTEMBER 30, 2016

50
PROGRAM OF THE 56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SEPTEMBER 29-OCTOBER 1, 2016

08:00-09:00
Plenary Session 그랜드볼룸 B (2F)

좌장: 김재민 (한양대), 장진우 (연세대)

PS-01 악성 중대뇌동맥 뇌경색 환자에서 두개절제술 후  
저체온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

박현석 (동아대)

지정토론자 : 조광욱 (가톨릭대)

PS-02 교모세포종 재발에 있어 약물저항성과 관련된 분자유형

김세혁 (아주대)

지정토론자 : 곽호신 (국립암센터)

PS-03 저산소상태에서 척색세포의 혈관내피세포 증식  
억제 능력-퇴행성 추간판 질환에의 영향

권우근 (고려대)

지정토론자 : 권영준 (성균관대)

PS-04 3D 프린터를 이용한 뇌동맥 색전술의 술전  
시뮬레이션의 유용성

김영수 (부산대)

지정토론자 : 김범태 (순천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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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11:00
Main Theme Symposium Grand Ballroom B (2F)

For Next Generation of KNS

Chairperson: Chang Hwa Choi (Pusan University)

SY(I)-01 Opinion & Vision by Next Generaion 
Hyun Ho Jung (Yonsei University)

SY(I)-02 Research for Next Generaion of KNS - Experience &  
Recommendation

Jeong Yoon Park (Yonsei University)

Chairperson: Jung IL Lee (Sungkyunkwan University)
SL(I)-01 Next Generation of Functional Neurosurgery

Takaomi Taira (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Japan)

Chairperson: Yong Eun Cho (Yonsei University)

SL(I)-02 Next Generation of Biotechnology in Spine
Hans Jörg Meisel (BG Clinic Bergmannstrost,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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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40
그랜드볼룸 B (2F)

좌장: 임영진 (경희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정의화 (19대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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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20
Luncheon Seminar (I) 크리스탈볼룸 A (3F)

좌장: 김범태 (순천향대), 성재훈 (가톨릭대)

[뇌혈관내수술]

The Evolution of Neuroendovascular Surgery
LS(I)-A01 The evolution of acute ischemic stroke management 

강동훈 (경북대)

LS(I)-A02 The evolution of stent-assisted aneurysm coiling
임용철 (아주대)

LS(I)-A03 The evolution of flow diverter 
정진영 (동의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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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조  준 (건국대), 허  륭 (가톨릭대)

[정위기능]

Surgical Treatments for Neuropathic Pain
LS(I)-B01 Ablative Surgery

손병철 (가톨릭대)

LS(I)-B02 Modulation in Brain
조철범 (가톨릭대)

LS(I)-B03 Modulation in Spine
정현호 (연세대)

LS(I)-B04 Pathophysiology
정문영 (순천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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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20
Luncheon Seminar (I) 동강 A (별관 3F)

좌장: 박문선 (을지대)

[여의사회]

Women in Neurosurgery III
LS(I)-C01 해외연수보고

박용숙 (중앙대)

LS(I)-C02 4년차 여자 vascular neurosurgeon의 일상

양나래 (이화여대)

LS(I)-C03 수사(경찰, 검찰) 및 재판대응 방법 

강호정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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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박정율 (고려대), 양승민 (에스신경외과)

[초음파]

Treatment Options for the Back and Buttock Pain
LS(I)-D01 Prolotherapy: Comprehensive review 

목영준 (조은마디병원)

LS(I)-D02 Prolotherapy for back pain 
김영수 (김영수병원)

LS(I)-D03 US guided treatment of back and buttock pain
허  철 (연세 원주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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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20
Luncheon Seminar (I) 금강 A (별관 2F)

좌장: 김인수 (계명대), 조병문 (한림대)

[신경손상]

Decompressive Craniectomy
LS(I)-E01 Lesson from the DECRA study and expections  

from RESCUE study
조진모 (관동대)

LS(I)-E02 Pro, Decompressive craniectomy for TBI
조원호 (부산대)

LS(I)-E03 Cons, Decompressive craniectomy for TBI 
오지웅 (연세대)

12:00-13:20
Luncheon Seminar (I) 한강홀 A (별관 1F)

좌장: 차승헌 (부산대), 박봉진 (경희대)

[두개저외과]

Petroclival Meningioma
LS(I)-F01 Anterior petrosal approach

김은영 (인하대)

LS(I)-F02 Posterior petrosal approach
이채혁 (인제대)

LS(I)-F03 Retrosigmoid approach
전신수 (가톨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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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40
Symposium II 그랜드볼룸 B (2F)

좌장: 강성돈 (원광대)

의료관련 법 개정

SY(II)-01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신해철법)-법률적 의미

이경권 (변호사,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담당교수)

SY(II)-02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신해철법)-사회적 의미

서민지 (기자, Medipana)

SY(II)-0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정영주 (학회자문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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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40 Hangang Hall A (Annex 1F)
ES(I)-A  

【Vascular】
Chairpersons：Han Kyu Kim (Bundang Jesaeng Hospital) 

Hyoung Kyun Rha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S(I)-A01 The Changing trend of age of stroke among the increasing 
 population in urban areas in the past 19 years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an Hospital 
Jae Sang Oh, Hack Gun Bae, Seok Mann Yoon, Jae Hyun Shim, 
Jai Joon Shim, Jae Won Doh, Kyeong Seok Lee

ES(I)-A02 Useful Aspect of Onyx Embolization for Intracranial High 
 Flow Vascular Malformations 

Konyang University Hospital
Hyun Nam Seo, Cheol Young Lee, Jin Ho Seo, 
Ji Hye Song, Jong Hyun Kim, Hyun Woo Kim

ES(I)-A03 The association between red blood cell distribution width and 
 prognosis in the patients of spontaneous intracerebral 
 hemorrhage 

CHA University CHA Bundang Medical Center1, Neurology2

Tae Gon Kim1, Jae Joon Lim1, Joo Pyung Kim1, 
Kyung Gi Cho1, Sang Sup Chung1, Jin Kwon Kim2

ES(I)-A04 How to integrate the endoscope into aneurysms clipping surgery
Yonsei University Gangnam Severance Hospital
Yong Bae Kim, Jung Jae Kim, Kwang Chun Cho, 
Joon Ho Chung, Jin Yang Joo

ES(I)-A05 Observation of cerebral aneurysm wall thickness using 
 intraoperative microscopy: clinical and morphological 
 analysis of translucent aneury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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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 Hye Song1, Yong Sam Sh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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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40  Geumkang A (Annex 2F)
ES(I)-B  

【Tumor】
Chairpersons：Shin Ju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eong Hoon Kim (Ulsan University)

ES(I)-B01 Combination therapy of KN817 and phenformin leads metabolic 
 disruption-induced therapeutic response in glioblastoma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1, 
Division of Cancer Biology, National Cancer Center2

Jun Seong Park1, Jin Kyoung Shim1, Ji Hyun Lee1, 
Ju Hyung Moon1, Eui Hyun Kim1, Sun Ho Kim1, 
Soo Yuol Kim2, Seok Gu Kang1, Jong Hee Chang1

ES(I)-B02 Lateral Supraorbital Approach vs Pterional Approach 
 for Parachiasmal Tumors

Yonsei University Gangnam Severance Hospital1,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2

Hun Ho Park1, Eui Hyun Kim2, Chang Ki Hong1, Jong Hee Chang2

ES(I)-B03 Clinical behavior of the glioblastomas showing a radiation 
 necrosis and tumor mixed pathology in recurrence or progress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
Jae Sung Park, Sang Hyo Lee, Youn Soo Lee, Yong Kil Hong

ES(I)-B04 Avoiding serious surgical complications in endoscopic endonasal 
 transsphenoidal surgery: A single surgeon series of 400 cas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
Jae Sung Park, Sang Hyo Lee, Sung Won Kim, Yong Kil Hong

ES(I)-B05 Tailored petrosectomy for petroclival meningiomas 
Bundang Jesaeng General Hospital
Han Kyu Kim, Ju Hyung Lee, Je Beom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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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40  Crystal Ballroom A (3F)
ES(I)-C  

【Spine I】
Chairpersons：Sung Min Kim (Kyunghee University) 

Woo Kyung Kim (Gachon University)

ES(I)-C01 Range of motion according to the fusion level after lumbar spine 
 fusion operation 

Inha University Hospital1, Guro Cham Teun Teun Hospital2

Do Keun Kim1, Seung Hwan Yoon1, Chang Hyun Oh2

ES(I)-C02 Aseptic Spondilitis Resulting from Intradiscal Radiofrequency 
 Ablation in Patients with Lumbar Herniated Disc Disease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
Farid Yudoyono, Seong Yi, Yoon Ha, Keung Nyun Kim, 
Do Heum Yoon, Dong Ah Shin

ES(I)-C03 Suggestion of optimal cortical bone trajectory technique 
 to prevent early surgical complication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1,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2

Chang Kyu Lee1, Dong Ah Shin2, Yoon Ha2, 
Keung Nyun Kim2, Do Heum Yoon2, Seong Yi2

ES(I)-C04 Oblique lumbar interbody fusion (OLIF), when could it be a 
 valuable procedure? 

Cheonan Woori Hospital
Dae Won Joh, Jung Tae Oh, Sang Lak Lim, 
Geun Chang Kim, Dong Geun Kim

ES(I)-C05 Postoperative compensatory action of lower extremities in patient 
 with adult spinal deformity (ASD): Implication for the 
 postoperative sagittal alignmen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St Mary’s Hospital
Myung Hoon Shin, Jong Tae Kim, Ho Jin Lee, Doo Young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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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40  Crystal Ballroom B (3F)
ES(I)-D  

【Spine II】
Chairpersons：Koang Hum Bak (Hanyang University) 

Ho Yeol Zha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ES(I)-D01 Clinical Outcome of Zero-profile Implant for Anterior Cervical 
 Interbody Fusion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Ki Seong Eom, Seong Keun Moon

ES(I)-D02 Bone cement augmented percutaneous screw fixation for 
 malignant spinal metastases in elderly: is it feasible?

Chosun University Hospital
Myeong Hun Kim, Suk Won Kim

ES(I)-D03 Bone loss of vertebral bodies at the operation segment after 
 cervical arthroplasty using Baguera-C. 
 A potential complication or not?

Wiltse Memorial Hospital
Dong Hwa Heo, Jong Yang Oh, Dong Chan Lee, Choon Keun Park

ES(I)-D04 Worsening of neurologic symptoms after C3-6 laminoplasty: 
 Risk factors and Preven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Jong Myung Jung, Chi Heon Kim, Chun Kee Chung

ES(I)-D05 Comparison of the clinical and radiologic outcomes obtained 
 with single-versus two-level anterior cervical decompression 
 and fusion using stand-alone PEEK cages filled with allograft 

Kyung Hee University Medical Center1,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2

Sung Bum Kim1, Jun Ho Lee1, Bong Jin Park1, 
Tae Sung Kim1, Young Jin Lim1, Sung Min 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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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40  Dongkang A (Annex 3F)
ES(I)-E  

【Functional】
Chairpersons：Ha Young Choi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un Ha Paek (Seoul National University)

ES(I)-E01 The efficacy of gamma knife radiosurgery alone as a primary 
 treatment for intracranial dural arteriovenous fistulas 

Chung-Ang University Hospital1,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2

Ki Su Park1, Dong Hun Kang2, 
Seong Hyun Park2, Jeong Taik Kwon1

ES(I)-E02 Relationship between visual cortical resection and visual 
 function in occipital lobe epilepsy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on Heo, Chun Kee Chung

ES(I)-E03 Spinal Cord Decompression by Radiosurgery in Metastatic 
 Spinal Cord Compression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Seung Won Chang, Ung Kyu Chang, Sang Min Youn, 
Won Ik Cho, Chang Hun Rhee

ES(I)-E04 Long-Term Results of Transaxillary Subpectoral Implantation 
 of Implantable Pulse Generators for Deep Brain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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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 Gyu Choi1, Sang Woo Ha2, Deog Ryeong Kim3, Byung Chul Son1

ES(I)-E05 Placenta-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Facilitate Neuronal 
 and Cognitive Recovery in a Dementia Rat Model through 
 Microglial Mediation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1, 
CHA Gangnam Medical Center CHA University2

Jae Sung Cho1, Ji Hyeon Lee1, Da Un Jeong1, Han Wool Kim2, 
Won Seok Chang1, Ji Sook Moon2, Jin Woo Cha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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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Hangang Hall A (Annex 1F)
ES(II)-A   

【Vascular, Endovascular】
Chairpersons：Pil Woo Huh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Hyeon Song Koh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S(II)-A01 Activity at onset and intracerebral hemorrhage: 
 A single-center experience

Han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Gun Ill Lee, Hyeong Joong Yi, Kyu Sun Choi, Yong Ko, 
Young Soo Kim, Koang Hum Bak, Hyoung Joon Chun

ES(II)-A02 Intraoperative Use of motor/sensory Evoked Potential 
 monitoring, is it really reliable during in Clipping of Intracranial 
 Aneurysm? : Evaluation of false positive and false negative 
 in intraoperative motor/sensory Evoked Potential monitoring 

Ulsan University Asan Medical Center
Jae Woo Chung, Won Hyoung Park, Jae Sung Ahn, 
Byung Duk Kwun, Jung Cheol Park 

ES(II)-A03 Surgical outcome of transcilliary keyhole surgery for 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St. Mary’s Hospital
Jin Eun, Ik Seong Park

ES(II)-A04 An efficacy comparison between Trevo and SWIFT in acute 
 ischemic stroke 

Eulji University Hospital
Seung Young Chung, Moon Sun Park

ES(II)-A05 Monoplane 3D Overlay Roadmap Decreases Fluoroscopy Time 
 and Radiation Dose Relative to Conventional Biplane 2D 
 Roadmap Technique for Neurointervenional Procedur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St. Mary’s Hospital1, 
Rush University Medical Center, Chicago, IL2, 
Siemens Medical Solutions, Hoffman, Estates, IL3

Dong Kyu Jang1, David A. Stidd2, Sebastian Schafer3, 
Michael Chen2, Roham Moftakhar2, Demetrius K. Lop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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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Geumkang A (Annex 2F)
ES(II)-B  

【Tumor, Pediatric】
Chairpersons：Heon Yoo (National Cancer Center) 

 Ji Hoon Phi (Seoul National University)

ES(II)-B01 When does Low cranial nerve Palsy after skull base tumor 
 surgery recover?

Yonsei University Gangnam Severance Hospital
Seung Jun Ryu, Hyun Ho Park, Chang Ki Hong, Kyu Sung Lee

ES(II)-B02 Meningiomas invading the major dural sinuses: long-term results 
 of attempted radical resection and adjuvant treatment after 
 subtotal resection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
Kyoung Su Sung, Ju Hyung Moon, Eui Hyun Kim, Won Seok Chang, 
Jung Yong Ahn, Sun Ho Kim, Kyu Sung Lee, Jong Hee Chang 

ES(II)-B03 Hypopituitarism after Gamma Knife Surgery for 
 Non-functioning Pituitary Adenoma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
Ji Woong Oh, Kyoung Su Sung, Ju Hyung Moon, 
Eui Hyun Kim, Jong Hee Chang, Sun Ho Kim 

ES(II)-B04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bacteriology of community acquired 
 brain abscess 

Ulsan University Asan Medical Center
Heui Seung Lee, Jeong Hoon Kim

ES(II)-B05 Proposal of an additional entity: ‘probable’ limited dorsal 
 myeloschi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 Hospital, 
Division of Pediatric Neurosurgery1, Radiology2,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athology3

Ji Yeoun Lee1, Sang Joon Chong1, Young Hun Choi2, Ji Hoon Phi1, 
Jung Eun Cheon2, Seung Ki Kim1, Sung Hye Park3, Kyu Chang Wa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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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Crystal Ballroom A (3F)
ES(II)-C  

【Spine I】
Chairpersons：Chun Kee Ch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ong Kyu Chin (Yonsei University)

ES(II)-C01 Is it Possible the 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for All Types of Lumbar Disc Herniations? : Evolution of Rigid 
 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Nanoori Jooan Hospital1, Nanoori Suwon Hospital2, 
Nanoori Incheon Hospital3, Nanoori Seoul Hospital4

Keun Lee1, Hyeun Sung Kim2, Byapak Paudel2, 
Kwang Lae Lee1, Seong Hoon Oh3, Il Tae Jang4

ES(II)-C02 Uniportal Percutaneous Endoscopic Laminotomy with 
 Flavectomy for the Lumbar Canal or Lateral Recess Stenosis 

St. Peter’s Hospital
Chul Woo Lee, Kang Jun Yoon, Ji Ho Jeon

ES(II)-C03 Trans-sacral epiduroscopic laser decompression (SELD) for the 
 treatment of symptomatic lumbar disc herniations (LDH): 
 Single center experience of clinical and radiologic results 
 in minimum 12-months follow-up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
Jung Woo Hur, Jin Sung Kim, Kyeong Sik Ryu, 
Ji Hoon Seong, Hyun Jin Cho

ES(II)-C04 Analysis of subsequent fractures after percutaneous 
 vertebroplasty 

Seoul Medical Center
Soon O Hong, Min Ho Kong 

ES(II)-C05 Ponticulus posticus : Morphometic analysis for the safe C1 
 Lateral Mass Screw Fi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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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 Yong Choi1, Myoung Hoon Shin1, 
Jong Tae Kim1, Jae Taek Hong2, Ho Jin L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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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Crystal Ballroom B (3F)
ES(II)-D  

【Spine II】
Chairpersons：Hyun Chul Shin (Sungkyunkwan University) 

Keung Nyun Kim (Yonsei University)

ES(II)-D01 Comparisons between extraforaminal and contralateral approach 
 to lumbar foraminal disc herniations

Inje University Busan Paik Hospital
Sang Hyung Jun, Se Young Pyo, Ho Soo Kim, Yeong Seo Lee, 
Won Hee Lee, Seong Tae Kim, Gun Soo Lee, Seong Wha Paeng, 
Yeong Gyun Jeong, Moo Seong Kim, Yong Tae Jung

ES(II)-D02 Transforaminal epiduroscopic laser annuloplasty : early clinical 
 experiences and technical considerations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1, Nanoori Seoul Hospital2

Tae Kyoo Lim1, Yong Ahn1, Jong Yun Woo2, 
Sang Gu Lee1, Woo Kyung Kim1, Seong Son1

ES(II)-D03 Predictors of Reoperation after Microdecompression in Lumbar 
 Spinal Decompression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Gwang Soo Lee, Hyung Ki Park, Hee Jong Hwang, Jea Chil Chang

ES(II)-D04 How to address CSF leakage in ossified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1, 
Inje University Haeundae Paik Hospital2

Jung Hyeon Moon1, Sung Joon Lee2, Chun Kee Chung1

ES(II)-D05 Non-fusion surgery for bursting fracture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Hospital
Tae Hoon Kim, Jai Joon Shim, Jae Hyun Shim, Jae Sang Oh, 
Seok Mann Yoon, Jae Won Doh, Hack Gun Bae, Kyeong Se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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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Dongkang A (Annex 3F)
ES(II)-E  

【Peripheral, Neurotrauma, Geriatric】
Chairpersons：In Sung Park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ong Ah Shin (Yonsei University)

ES(II)-E01 Does the clinical and electrodiagnostic severity of the less 
 symptomatic hand of bilateral carpal tunnel syndrome affect the 
 timing of contralateral staged endoscopic carpal tunnel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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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II)-E02 Reconstruction after “key-hole” retrosigmoid approaches using 
 bone chips wrapped in Surgicel

Han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Gun Ill Lee, Yong Ko, Hyeong Joong Yi, Koang Hum Bak, 
Young Soo Kim, Kyu Sun Choi, Hyoung Joon Chun

ES(II)-E03 Pressure difference in carpal tunnel syndrome patients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results on nerve conduction study

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Hospital
Hee Jin Yang, Sung Bae Park, Young Je Son, 
Sang Hyung Lee, Young Seob Chung

ES(II)-E04 Aggressive Partial Temporal Resection for Treating Traumatic 
 Subdural Hematoma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Jin Sang Kil

ES(II)-E05 Epidemiology and Outcomes of Traumatic Brain Injury in Older 
 Patients : Multicenter Analysis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Ki Seong Eom, Jin Sang Kil, Jong Tae Park, Seong Keun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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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20
Breakfast Seminar 크리스탈볼룸 A (3F)

좌장: 신형진 (성균관대), 정천기 (서울대)

[신경중환자]

Targeted Temperature Management (TTM)  
in Neuro ICU

BS-A01 Physiology of thermoregulation
남택균 (중앙대)

BS-A02 TTM after cardiac arrest in emergency medicine
김  현 (연세대 응급의학과)

BS-A03 Hypothermic and Coma Tx in Neuro-ICU
조원상 (서울대)

BS-A04 TTM in Neuro-ICU & combination TTM Tx.
조광욱 (가톨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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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박정율 (고려대), 윤영설 (연세대)

[신경통증]

Current Perspectives in Spinal Stenosis
BS-B01 The role of epidural steroid injections in spinal stenosis

양승민 (에스신경외과)

BS-B02 Percutaneous balloon epidural neuroplasty for foramina 
stenosis

신진우 (울산대 마취통증의학과)

BS-B03 Investigating MILD procedures
신동아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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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20
Breakfast Seminar 동강 A (별관 3F)

좌장: 심기범 (제주대), 문재곤 (한림대)

[소  아]

Treatment of CSF Leakage in Pediatric Patients
BS-C01 Cause of CSF leakage

피지훈 (서울대)

BS-C02 Medical treatment
박은경 (연세대)

BS-C03 Surgical treatment
홍석호 (울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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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Lecture (II)
09:30-10:50 Grand Ballroom B (2F)

Chairperson: Jae Hoon S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né Chapot
(Krupp Hospital, Germany)
Latest Developments in Intracranial Endovascular Treatments

Chairperson: Chang Hun Rhee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Frederick F. Lang Jr
(MD Anderson Cancer Center, USA)
Surgical Resection of Insular Tumors: A Single Surgeon Perspective

Chairperson: Jae Gon Moon (Hallym University)

FONG To-sang, Dawson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Hong Kong)
Infantile Stroke and It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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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00
Symposium III 그랜드볼룸 B (2F)

좌장: 전신수 (가톨릭대)

New Resident Training System  
for Next Generation of KNS

SY(III)-01 전공의 수련교육의 변화와 발전방향: 이비인후과  
전문역량 개발 과정 및 대한의학회 입장 소개

박시내 (가톨릭대 이비인후과)

SY(III)-02 신경외과 전문역량 개발 과정 소개 
강희인 (을지대)

SY(III)-03 신경외과 전공의 수련병원의 현황과 역할

전신수 (가톨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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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3:30
Luncheon Seminar (II) 크리스탈볼룸 A (3F)

좌장: 이선일 (인제대), 황정현 (경북대)

[뇌종양]

뇌종양 수술 중의 Intraoperative Monitoring
LS(II)-A01 Mapping: Practical aspects of cortical and subcortical  

stimulation mapping-tips and pitfalls
장종희 (연세대)

LS(II)-A02 Evoke potential: EP monitoring for brain surgery
홍석호 (울산대) 

LS(II)-A03 Cranial nerve monitoring: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in posterior  
fossa tumor surgery

문경섭 (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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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김윤경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LS(II)-B01 The effectivness of prophylactic dressings for pressure  
ulcer prevention

김명신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LS(II)-B02 Handover to the neuro intensive care unit nurse
박민정 (이화여대 목동병원)

LS(II)-B03 A increase on the interanl-exteranl customer  
satisfaction of neurosurgery patient CEM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채지선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LS(II)-B04 The behavior survey of the measuring sputumamounts  
by ICU nurse

홍진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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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3:30
Luncheon Seminar (II) 동강 A (별관 3F)

좌장: 박정율 (고려대), 김성호 (영남대)

[노  인]

우리나라 노인환자의 치료 현황

LS(II)-C01 우리나라 노인요양병원의 현황과 과제

박인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LS(II)-C02 노인환자에 대한 다양한 정맥주사 치료제의 효과

최세환 (서울성모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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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이상구 (가천대), 장재칠 (순천향대)

[말  초]

Update in Upper Extremity Nerve  
Entrapment Syndrome

LS(II)-D01 Diagnostic and interventional ultrasound  
of elbow and wrist

박세혁 (한림대)

LS(II)-D02 Carpal tunnel syndrome: from initial management  
to failure and revision

심재준 (순천향대)

LS(II)-D03 Cubital tunnel syndrome: from initial management  
to failure and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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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박현선 (인하대), 임동준 (고려대)

[뇌혈관외과]

How to Treat Acom Aneurysm
LS(II)-E01 Pterional approach

이상원 (부산대)

LS(II)-E02 Bifrontal interhemispheric approach
김태선 (전남대) 

LS(II)-E03 Key-hole approach
박재찬 (경북대)

LS(II)-E04 Endovascular treatment
권현조 (충남대)

12:10-13:30
Luncheon Seminar (II) 한강홀 A (별관 1F)

좌장: 이정길 (전남대), 신현철 (성균관대)

[척  추]

Sacro-Iliac Joint Disease
LS(II)-F01 Imaging을 통한 천장관절 염증질환의 감별

윤승환 (인하대) 

LS(II)-F02 강직성 척추염의 임상적 특징 및 조기 진단

임수빈 (순천향대)

LS(II)-F03 Surgical management of ankylosing spondylitis
하  윤 (연세대)



FLASH PRESENTATION SATURDAY, OCTOBER 1, 2016

74
PROGRAM OF THE 56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SEPTEMBER 29-OCTOBER 1, 2016

13:40-14:50 한강홀 A (별관 1F)

FP-A 【혈관ㆍ혈관내】

좌장：임동준 (고려대), 윤석만 (순천향대)

FP-A01 비파열 뇌동맥류 환자에게 시행된 교육형/쌍방향형의 사전 수술동의 
 프로그램의 효과

경북대병원1, 분당서울대병원2, 전남대병원3, 계명대 동산의료원4

박재찬1, 손원수1, 박기수1, 오창완2, 권오기2, 김태선3, 김창현4, 강동훈1

FP-A02 뇌동정맥기형 환자의 방사선 수술 후 경련 및 항경련제에 대한 효과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남택민, 조경일, 조경래, 연제영, 김종수, 홍승철, 이정일

FP-A03 비파열성 뇌동맥류 결찰술 이후 발생하는 만성경막하 혈종에 있어 
 Arachnoid plasty가 만성경막하 혈종 발생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 동산의료원

김재현, 이창영, 김창현

FP-A04 중대뇌동맥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환자에서 뇌실질내 출혈량과 
 단기간 사망률의 예측인자에 대한 연구

한양대 서울병원

하병진, 이형중, 고  용, 김영수, 백광흠, 전형준, 최규선

FP-A05 중대뇌동맥류에서 3차원 혈관조영 영상을 이용한 조기전두동맥과 
 렌즈핵선조체동맥의 관계 분석

울산대 서울아산병원1, 울산대 강릉아산병원2

박중철1, 이덕희1, 안재성1, 양구현2, 박원형1, 권도훈1, 권병덕1

FP-A06 후교통동맥의 작은 뇌혈관동맥류에서의 뇌동맥류 모양과 
 파열비율과의 관계의 통계학적인 분석

고려대 안산병원1, 한림대 강남성심병원2

이승환1, 최종일2, 임동준1, 김상대1, 김세훈1

FP-A07 파열된 박리성 척추 동맥류의 치료에 있어서 복원기술과 파괴적인 기술
경상대병원

이광호, 박인성, 한종우, 정진명, 황수현, 이철희, 

강동호, 박  현, 김성권, 박영섭, 이영석

FP-A08 파열 뇌동맥류의 뇌혈관 중재적 수술시 헤파린 사용의 안전성과 
 재출혈에 미치는 영향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구연무, 홍순기, 허  철, 변진수, 황  금, 조성민, 최종욱, 김소현, 김종연

FP-A09 상방 돌출된 전교통동맥 동맥류의 혈관내 수술
인하대병원

문지원, 오세양, 심유식, 현동근, 박현선

FP-A10 추골동맥 박리성 동맥류에 대한 삼중스텐트 유치술의 효과와 안정성
경희대병원

정연구, 장세훈, 이성호, 최석근, 김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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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4:50 금강 A (별관 2F)

FP-B 【종  양】

좌장：김선환 (충남대), 이기택 (가천대)

FP-B01 재발성 교모세포종에 대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결과 
 예후인자로서 O-6-메틸구아닌 디엔에이 메틸전달효소 
 프로모터 메틸화 상태

고신대 복음병원1,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2

김병섭1, 공두식2, 설호준2, 남도현2, 이정일2

FP-B02 제 2형 신경섬유종증 관련 전정신경초종의 임상적 결과: 
 치료 전략 및 도전

고신대 복음병원1,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2, 이비인후과3

김병섭1, 설호준2, 이정일2, 신형진2, 박  관2, 공두식2, 남도현2, 조양선3

FP-B03 새로 진단된 한국 성인 교모세포종 환자에서 방사선-테모졸 
 항암병용요법에 이은 보조 테모졸 항암치료: 후향적 다기관 관찰연구

고신대 복음병원1,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2, 서울대병원3, 울산대 아산병원4, 

연세대 세브란스병원5, 화순전남대병원6, 분당서울대병원7,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8, 국립암센터9, 고려대 안암병원10, 인하대병원11, 

충남대병원12,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13, 순천향대 부천병원14, 

인제대 해운대백병원15,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16,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17

김병섭1, 설호준2, 남도현2, 박철기3, 김정훈4, 장종희5, 강석구5, 

정태영6, 김재용7, 홍창기8, 유  헌9, 강신혁10, 김은영11, 김선환12, 

정동섭13, 황선철14, 이선일15, 곽호신9, 이세훈16, 홍용길17

FP-B04 교모세포종 치료 모델에서 메포민과 테모졸로마이드 병합 요법의 
 효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양승호, 이호준, 이정재, 권재열, 김상욱, 김영일, 

이동훈, 조철범, 김일섭, 홍재택, 이상원, 성재훈

FP-B05 비소세포성 폐암의 뇌 전이에 있어 카베올린-1의 기능: 
 상피-간엽전환과의 연관성

화순전남대병원1, 병리과2, 폐식도암 클리닉3

김영진1, 김  옥2, 김인영1, 오인재3, 정  신1, 이경화2, 문경섭1

FP-B06 교모세포종에서 상피간엽전환과 암줄기세포능 저하를 통한 
 우스닉산의 항암효과

화순전남대병원1, 병리과2, 순천대 약대3 

오세정1, 안은정1, 김항건3, 정  신1, 이경화2, 문경섭1

FP-B07 감마나이프로 2회 이상 치료한 뇌수막종 환자의 원인 분석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권도훈, 김정훈, 최준호, 이도희, 김현정

FP-B08 교모세포종 이동과 침윤에 미치는 PDIA4의 역할
화순전남대병원 

박재영, 정  신, 김태완, 류향화, 리춘호, 장우열, 정태영, 문경섭, 김인영

FP-B09 경화성 뇌수막종: 21례에 대한 영상의학적 특성 연구
서울대병원

강  호, 김진욱, 도윤식, 서영범, 최승홍, 박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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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B10	 전이성 뇌종양에서 안면마스크 고정을 이용한 분할 감마나이프 
 치료 결과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이정일, 이승훈, 장준수

13:40-14:50 크리스탈볼룸 A (3F)

FP-C 【척  추】

좌장：김인수 (계명대), 윤승환 (인하대)

FP-C01	 디스크성 요통에서 추간공 경막외 동척신경 레이져 절제술
나누리수원병원1, 나누리서울병원2, 나누리인천병원3

정성균1, 김현성1, 장지수1, 최정훈1, 이정섭1, 

김정훈1, Byapak Pandel1, 장일태2, 오성훈3

FP-C02	 우리나라에서의 다양한 척추장애평가 기준의 비교분석
가천대 길병원

이상구, 유찬종, 손  성

FP-C03	 요추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에서 반대측 Keyhole을 통한 
 내시경적 감압술 초기 경험

대전우리병원

황재하, 박정훈, 이규찬, 황인창, 박우민, 박철웅

FP-C04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 환자의 동반 질환이 재원일수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보건대학원1, 연세대 세브란스병원2

김보성1, 박은철1, 박소희1, 하  윤2

FP-C05	 “경추부 후궁성형 유합술” - 다양한 경추부 척수증에서 유합과 
 감압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수술법: 수술기법 및 결과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김일섭, 홍재택, 권재열, 이정재, 조철범, 양승호, 성재훈, 이상원

FP-C06	 경추 전방 유합술후 연하장애와 관련된 위험인자: 마취관점에서의 분석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박종혁, 이선호, 김은상, 어  환

FP-C07	 흉추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에서 정상과 흉추 후만증 환자에서의 
 후방 감압술 수술후 결과: 감압술 환자와 후방 유합술 환자의 비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한주, 김경현, 구성욱, 진동규, 김근수, 조용은

FP-C08	 경추 전방 고정술시 Novomax cage와 allobone cage 사용군의 
 임상적 및 방사선적 소견 - 12개월 경과 비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두수, 신동아, 이  성, 김긍년, 윤도흠, 하  윤

FP-C09	 동일부위 요추부 후방유합수술에 사용된 활성 유리기원 세라믹과 
 PEEK 케이지의 임상결과 및 유효성에 대한 비교연구

국군수도병원

윤상훈, 함정식, 조병규

FP-C10	 이동된 추간판 탈출증에서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의 전략
안양윌스기념병원

이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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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4:50 동강 A (별관 3F)

FP-D 【정위기능】

좌장：김무성 (인제대), 이태규 (가톨릭대)

FP-D01	 뇌정위틀 고정술에서 사전 국소마취에 의한 통증 감소 효과
부산대병원

조원호, 최창화, 차승헌, 최병관, 한인호, 고준경, 이재일, 

남경협, 최혁진, 김환수, 김동환, 김동하, 허병익

FP-D02	 반측성 안면경련증을 위한 미세혈관 감압술에서 청력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나영, 박창규, 김민수, 장원석, 정현호, 장진우

FP-D03  신경초종의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에 대한 불량 결과를 예측하는 인자
한림대 성심병원1, 연세대 세브란스병원2

김지희1, 정현호2, 장종희2, 장진우2, 박용구2, 장원석2

FP-D04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한 좌표 설정과 macro-electro-stimulation을 
 이용한 뇌심부 자극술

전북대병원

고은정, 최하영, 박정수, 한주희

FP-D05  재발성 악성 뇌교종에서 저분할 정위적 방사선수술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오혁진, 조영현, 권도훈, 김정훈, 김창진

FP-D06  삼차신경초종에 대한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
경희대병원

장세훈, 최석근, 임영진, 이성호, 서원섭

FP-D07	 삼차신경통에서 미세혈관감압술과 감각신경근 부분절제술의 
 임상결과에 대한 비교

부산대병원

최창화, 이정환, 김환수, 이재일

FP-D08 Microelectode recording-guided depth electrode implantation 
 into amygdala-hippocampus complex: a technical note

고려대 구로병원

김장훈, 김종현, 권택현, 정흥섭

FP-D09  필기 경련 가진 국소 손 근긴장이상의 치료에 시상핵파괴술의 효과
메리놀병원

이명기, 이건상, 총배기, 김우재, 조봉수, 김호상, 김정호, 김윤석

FP-D10 안쪽 담창구 심부뇌자극술을 받은 파킨슨병 환자에서 레보도파 
 약물 중단 상태의 운동 증상 호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분석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이은정, 전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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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00 한강홀 A (별관 1F)

SS(I)-A 【혈관ㆍ혈관내】

좌장：이호국 (한림대), 박인성 (경상대)

SS(Ⅰ)-A01 뇌실질내 출혈 환자에서 단기 치사율 증가와 입원 시 혈당 수치와 
 백혈구 수치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구리병원

김영진, 한명훈, 류제일, 정진환, 김재민, 김충현 

SS(Ⅰ)-A02 출혈성 뇌졸증후 대측성 뇌반구 위축: 44례의 수술적 
 치료케이스에 대한 분석

전남대병원

주성필, 김태선, 김성현, 박재영, 김주휘

SS(Ⅰ)-A03 지르코니움 뇌동맥류용 클립 개발 연구
서울대병원1, 서울대 보라매병원2,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3, 

서울대 재료공학부4

조원상1, 김정은1, 하은진1, 강현승1, 손영제2, 최승홍3, 

김현희4, 선정윤4, 장태식4, 김총찬4, 조경일4

SS(Ⅰ)-A04 혈전 제거술시 Balloon guide 카테터의 사용은 원위부 색전 
 발생을 감소 시킨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이동훈, 성재훈, 김상욱, 이호준, 이정재, 권재열, 

김영일, 조철범, 양승호, 김일섭, 홍재택, 이상원

SS(Ⅰ)-A05 뇌동맥류 환자에서 혈관내 치료를 위한 저용량 프라수그렐과 
 클로피도그렐 기반 맞춤형 항혈소판 치료의 효과 비교 연구

서울대병원

강현승, 조원상, 하은진, 조영대, 김정은, 한문희

SS(Ⅰ)-A06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혈관 내 치료후 발생하는 혈전색전증에 
 대한 요인 분석

순천향대 부천병원

오명진, 박종현, 신동성, 김범태, 임수빈

15:00-16:00 금강 A (별관 2F)

SS(I)-B 【종양ㆍ소아】

좌장：김재용 (서울대), 박준범 (울산대)

SS(Ⅰ)-B01 성인 두개인두종: 내시경을 이용한 경비적 접근법 수술의 결과
서울대병원

도윤식, 서영범, 김용휘, 박철기, 왕규창, 김동규

SS(Ⅰ)-B02 뇌하수체 선종의 나비뼈경유하 내시경 수술에서 터키안 주위 
 확장 등급과 이에 따른 수술적 절제 범위: 신뢰도와 임상적 
 타당도를 포함한 단일 술자의 수술에 대한 후향적 연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상효, 박재성, 홍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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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Ⅰ)-B03 불완전 절제를 시행한 비정형 뇌수막종에 대한 수술 후 
 하이드록시유레아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결과 비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이지욱, 장지환, 이영민, 김준수, 김규홍, 김영준

SS(Ⅰ)-B04 청신경초종의 절제술에서 확산 텐서영상을 통한 안면 신경 경로의 
 수술 전 예측

아주대병원1, 연세대 세브란스병원2

노태훈1, 장종희2

SS(Ⅰ)-B05 후두개와 소뇌 후측에 위치한 거미막 낭종의 수술적 치료 전략: 
 증례 보고와 문헌 고찰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이승준, 김해유, 김정수, 진성철, 최병삼, 이선일

SS(Ⅰ)-B06 컴퓨터를 이용한 두개골 조기유합증에서 두상 형태 분석
연세대 세브란스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1, 서울여대 영상미디어학과2, 

건국대 성형외과3,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4

심규원1, 이민진2, 이명철3, 박은경1, 김동석1, 홍헬렌2, 김용욱4

15:00-16:00 크리스탈볼룸 A (3F)

SS(I)-C 【척  추】

좌장：김영백 (중앙대), 김대현 (대구가톨릭대)

SS(Ⅰ)-C01 한국 만성 요통환자에서 신경병증성 통증 관리를 위한 약물 표적 
 치료와 환자보고성과: NLBP Outcomes Research 결과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1,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2,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3, 

가천대 길병원4, 고려대 구로병원5, 전남대병원6, 계명대 동산의료원7, 

연세대 세브란스병원8, 순천향대 부천병원9, 영남대병원10, 

부산대병원11, 인제대 상계백병원12, 대전선병원13

홍재택1, 김근수2, 신현철3, 김우경4, 김주한5, 이정길6, 김인수7, 

하  윤8, 임수빈9, 김상우10, 한인호11, 신준재12, 임병철13

SS(Ⅰ)-C02 C2-7 시상면 수직축과 연관된 인자분석: 2분절 전방경유 
 유합술이후: 단독 cage vs plate + 자가골 이식사용

고려대 구로병원

문홍주, 권우근, 김주한, 박윤관

SS(Ⅰ)-C03 경사측방추체유합술 (OLIF) 후 케이지 침강의 패턴 분석 연구
국제나은병원1,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2

최원서1, 김진성2

SS(Ⅰ)-C04 골다공증 환자에서 요추 고정수술 직후에 시작한 Teriparatide의 
 나사못 이완 예방 효과

중앙대병원

김재욱, 김진범, 박승원, 김영백

SS(Ⅰ)-C05 뇌 투명화 기술에서 타블렛 기반의 기능성 투명도 분석 방법 개발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우지원, 조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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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Ⅰ)-C06 시상면 척추불균형을 보이는 환자들의 PSO 절골 수술의 결과 
 (in patients with lumbar post-fusion flatback and delayed 
 post-traumatic TL kyphosis)

강동경희대병원

김성민

15:00-16:00 동강 A (별관 3F)

SS(I)-D 【정위기능】

좌장：김영수 (한양대), 조  준 (건국대)

SS(Ⅰ)-D01 뇌동정맥기형에 대한 감마나이프수술의 10년 이상 장기적 예후
순천향대 서울병원1, 서울대병원2, 분당서울대병원3

박혜란1, 이재민2, 김진욱2, 한정호3, 정현태2, 한문희2, 김동규2, 백선하2

SS(Ⅰ)-D02 떨림이 주된 운동질환에서 Caudal Zona Incerta 뇌심부자극술 
 임상결과와 Active Contact의 위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1, 조선대병원2

최진규1, 하상우2, 손병철1

SS(Ⅰ)-D03 강직성 뇌성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척수강내 바클로펜 시험 
 결과 해석의 문제점: 지속 주입법과 단회 주입법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 재활의학과학교실2

장원석1, 박창규1, 정나영1, 김민수1, 정현호1, 조성래2, 장진우1

SS(Ⅰ)-D04 뇌간에 발생한 해면상혈관종에 대한 감마나이프수술: 
 환자는 재출혈을 기다려야 하는가

경희대병원1, 한림대 춘천성심병원2, 강동경희대병원3, 중앙보훈병원4

이성호1, 임영진1, 최석근1, 서원섭1, 최혁재2, 신희섭3, 오인호4

SS(Ⅰ)-D05 유방암에서 기인한 전이성뇌종양의 감마나이프수술: 
 HER2 분석에 기초한 연구

인제대 부산백병원

김무성, 이영서, 김호수, 이원희, 김성태, 이근수, 

팽성화, 표세영, 정영균, 정용태

SS(Ⅰ)-D06 뇌심부 자극 수술에서의 체계적인 정위기능수술오차의 보정을 
 통한 정확도의 향상과 센터간의 재현성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박성철, 이정교

15:00-16:00 동강 B (별관 3F)

SS(I)-E 【신경증환자ㆍ말초신경ㆍ초음파ㆍ노인ㆍ신경통증】

좌장：이상구 (가천대), 박익성 (가톨릭대)

SS(Ⅰ)-E01 급성 뇌경색 환자에서 내원시 탈수증이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인자인가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김  훈, 김영우, 김성림, 박익성, 조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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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Ⅰ)-E02 중증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에 대한 자동배액 뇌압감시장치의 
 초기 경험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1, 동국대 일산병원2

조진모1, 권영섭2, 이윤호2, 김소연1, 나영철1, 강무성1, 진병호1

SS(Ⅰ)-E03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장기 기능적 결과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조용준, 강석형, 최혁재, 전진평, 양진서

SS(Ⅰ)-E04 전기 생리학적으로 확인된 수근관증후군 환자의 수술 전 
 초음파검사: 초음파 매개변수 및 검사 방법 제안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허  철, 홍순기, 변진수, 황  금, 조성민

SS(Ⅰ)-E05 정상 쥐의 뇌실내 맥락총과 뇌실질에 있는 아쿠아포린 1과 4
 발현에 아세타졸라마이드가 미치는 영향

중앙대병원1, 경북대병원2

박기수1, 황성규2

SS(Ⅰ)-E06 복합국소동통증후군에서 척수자극요법
인제대 부산백병원

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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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7:30 한강홀 A (별관 1F)

SS(II)-A 【혈관ㆍ혈관내】

좌장：김종수 (성균관대), 고준석 (경희대)

SS(II)-A01 닫힌 말단부를 가진 뇌동맥류 클립의 비생체 시뮬레이션
예수병원

민성훈, 공태식, 김효준

SS(II)-A02 기저핵 출혈의 위치, 출혈량, 연령에 따른 임상적 특성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김정재, 조광천, 정준호, 김용배, 주진양

SS(II)-A03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를 이용한 뇌동맥류 발병율 및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

분당서울대병원1, 서울대병원2, 서울대 보라매병원3

김택균1, 오창완1, 권오기1, 방재승1, 황교준1, 김정은2, 조원상2, 손영제3

SS(II)-A04 만성 허혈성 뇌질환에 대한 뇌혈관문합술후 장기적 결과 분석
서울대병원

하은진, 조원상, 강현승, 김정은

SS(II)-A05 뇌혈관 조영술 기반의 optical flow 접근법을 이용한 스텐트 
 설치 후 뇌동맥류 내부의 혈류역학적 변화의 평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선윤, 신용삼

SS(II)-A06 초고령 급성 뇌경색 환자에서 혈전제거술의 결과 비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김동훈, 김상욱, 성재훈, 이동훈, 이호준, 김영일, 

조철범, 양승호, 김일섭, 홍재택, 이상원

SS(II)-A07 뇌혈관 조영술시 조사되는 방사선 선량에 대한 분석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이호준, 성재훈, 김상욱, 이동훈, 김영일, 조철범, 

양승호, 김일섭, 홍재택, 조우형, 맹계완, 이상원

16:20-17:30 금강 A (별관 2F)

SS(II)-B 【종양ㆍ소아】

좌장：조성진 (순천향대), 이창섭 (제주대)

SS(II)-B01 11C methionine-PET/CT에서 재발성 전이성뇌종양 진단을 
 위한 적정 대사섭취의 대사부피에 따른 차이

화순전남대병원1, 핵의학과2

정태영1, 정  신1, 문경섭1, 장우열1, 임사회1, 

박기성2, 민정준2, 범희승2, 권성영2, 김인영1

SS(II)-B02 척수내 교모세포종의 생존분석과 예후인자: 단일기관 14년 
 레지스트리 분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  성, 김두수, 김도영, 천동현, 강지인, 신동아, 하  윤, 김긍년, 윤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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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I)-B03 고립성 섬유종/혈관주위 세포종: 2016 WHO 분류를 
 기준으로 한 치료 결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성경수, 문주형, 김의현, 장원석, 강석구, 김세훈, 김선호, 이규성, 장종희

SS(II)-B04 교모세포종의 MR 영상의 정량 분석을 통한 유전체 및 예후 
 예측 가능성 분석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1, 서울대병원2

공두식1, 박철기2, 설호준1, 이정일1, 남도현1

SS(II)-B05 뇌실 복강 단락술 기능 이상 의증 환자에서의 뇌척수액 
 천자의 유용성

대전성모병원

이종범, 이진석, 안호영, 이홍재, 양지호, 이일우

SS(II)-B06 요천추부 지방종의 근치적 절제를 통한 치료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1, 서울대 해부학교실2

정상준1, 김승기1, 피지훈1, 이지연2, 왕규창1

SS(II)-B07 Germinal matrix hemorrhage와 뇌실내출혈 그리고 뇌실확장을 
 보이는 조산아에서 주사바늘을 이용한 뇌실외배액술의 효용성

한림대 강남성심병원1, 소아청소년과2

문재곤1, 성태정2, 이호국1, 김창현1, 조탁근1, 최종일1

16:20-17:30 크리스탈볼룸 A (3F)

SS(II)-C 【척  추】

좌장：노성우 (울산대), 장태안 (서울대)

SS(II)-C01 척추 수술 환자에서 수술 후 합병증 예측을 위한 E-PASS와 
 POSSUM의 유용성 평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도영, 천동현, 윤도흠, 김긍년, 하  윤, 신동아, 이  성

SS(II)-C02 척추 종양 수술시 D-파 모니터링의 타당성 연구: 예비 보고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지인, 이  성, 윤도흠, 김긍년, 하  윤, 신동아

SS(II)-C03 연골 무형성증 환자의 중배엽줄기세포 특성 연구
강원대병원

위성현, 김지하, 이승진, 양세란, 박정란, 김충효

SS(II)-C04 Craniovertebral 접합부 척추질환 환자의 MIOM 변화의 중요성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이정재, 홍재택, 김일섭, 권재열, 성재훈, 이상원

SS(II)-C05 장골 나사못을 이용한 다분절 요추부 유합술 시행 이후 아시아의 
 좌식생활에 있어서 환자 자가-인지하는 척추 가동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천동현, 김긍년, 윤도흠, 하  윤, 이  성, 신동아

SS(II)-C06 골다공성 압박골절 환자에서 다열근의 변화
분당제생병원

손선용, 조평구, 송정원, 오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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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I)-C07 다분절 요추 퇴행성 질환의 치료 시 수술중신경감시 없이 시행한 
 측방 접근 척추체 유합술의 안정성: 단일 기관에서 129명의 
 측방접근 척추체 유합술 시행 후 관찰한 수술후 합병증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류경식, 김진성, 성지훈, 조현진

16:20-17:30 동강 A (별관 3F)

SS(II)-D 【정위기능】

좌장：정용태 (인제대), 안영환 (아주대)

SS(II)-D01 흰쥐에서 Vontral tegmental area 자극을 통한 행동조절연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 이화여대 전자공학과2, 인디에나대 뇌과학과3

공찬호1, 신재우1, 고진수1, 이예나2, 조윤경2, 김순영2, 

조재성1, 황서영2, 김소영3, 정현호1, 전상범2, 장진우1

SS(II)-D02 연하 곤란이 정상 뇌압 수두증을 의심하기 위한 증상이 
 될 수 있을까? 10례 보고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조광욱

SS(II)-D03 반측 안면경련에 대한 미세혈관 감압술의 결과를 예측하는 
 LSR 모니터링에서의 최소 자극강도의 적용

서울대병원1, 순천향대 서울병원2

이재민1, 박혜란2, 최영두1, 김성민1, 김동규1, 전범석1, 백선하1

SS(II)-D04 뇌심부자극술 전극이 휘는 양상과 그 변화 고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민수, 정나영, 박창규, 장원석, 정현호, 장진우

SS(II)-D05 비뇨기과적 암으로부터 전이된 뇌 전이암에 대한 
 감마나이프수술 결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창규, 정나영, 김민수, 장원석, 정현호, 장진우, 박용구

SS(II)-D06 Comparison of 3T and 7T MRI Imaging-Focused on 
 T2-weighted and TOF criteria in Moyamoya disease.

충북대병원

오병호, 김홍래, 최재호, 민경수, 이무섭, 김영규, 김동호, 박영석

SS(II)-D07 일측성 파킨슨 백서 동물모델에서 EP 핵에 대한 광유전자 자극의 
 파킨슨호전에 미치는 전기생리학적 영향

충북대병원

박영석, 문형철, 원소윤, 김형규, 김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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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7:30 동강 B (별관 3F)

SS(II)-E 【신경손상】

좌장：양희진 (서울대), 현동근 (인하대) 

SS(II)-E01 냉동보관된 두개골편의 해동 후 골모세포 및 일반 미생물 배양 분석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한지훈, 강석형, 조용준, 최혁재, 전진평, 양진서

SS(II)-E02 뇌출혈 후 발생하는 뇌부종 및 신경염증반증에 대한 
 pioglitazone의 효과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1,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2

김  훈1, 이정은2, 박익성1, 성재훈2, 양승호2

SS(II)-E03 외상성 두개강내 혈종의 내시경 수술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성종, 황선철, 정문영, 신동성

SS(II)-E04 일측성 척수손상백서모델에서 불확정구역에서 GABA 신경신호 
 감소가 신경통증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병원

박영석, 문형철

SS(II)-E05 실시간 공초점현미경 영상분석을 이용한 뇌혈관계에 있어서의 
 만니톨 효과에 대한 분석: 예비연구

고려대 구로병원

정규하, 문홍주, 김종현, 김주한, 박윤관, 정흥섭, 권택현

SS(II)-E06 인간성체신경줄기세포의 중간엽줄기세포 특성 및 혈관형성능 분석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편희장, 김성수, 배윤경, 황지윤, 정다은, 이기행, 남  현, 주경민, 이선호

SS(II)-E07 최초의 한국형 신경손상 데이터뱅크를 이용한 소아두부외상 
 환자의 임상양상 분석

충남대병원

정희원, 최승원, 송시헌, 염진영, 고현송, 김선환, 권현조, 임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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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30
Session (I) 크리스탈볼룸 B (3F)

좌장: 박성균 (성모신경외과)

Session I. 진료 시야 확장을 위한 강의

LOS(I)-01 프롤로테라피, 척추치료 발상의 전환:  
이론부터 구체적인 실제까지

강병찬 (연세바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LOS(I)-02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일반 혈액검사의 비밀

최세환 (서울성모신경외과)

15:40-17:10
Session (II) 크리스탈볼룸 B (3F)

좌장: 박진규 (PMC박병원)

LOS(II)-01 척추, 신경차단술의 보험진료 지침 
(조정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심의사례 분석) 

이재학 (허리나은병원)

LOS(II)-02 심평원, 건보공단, 보건소 현지 실사시 개원가에서  
흔히 놓치는 실사사항 및 대비법

박현미 (시화병원 기획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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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노인 환자(65세 이상)에서 만성 경막하 혈종의 수술 후 재발에 관련된 
 위험인자 분석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이민형, 이동훈, 조철범, 양승호, 김일섭, 홍재택, 성재훈, 이상원, 김영일

P002 80세 이상 초 고령 환자에서 발생한 뇌경색에서 기계적 혈전 제거술의 
 효용성에 대한 고찰

대구파티마병원 

김수호, 이정호, 이민석, 서상준, 이윤수, 강동기

P003 Organized Chronic Subdural Hematoma Requiring Craniotomy: 
 Case Report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원광대병원 

엄기성, 길진상, 김대원, 박종태, 문성근, 강성돈, 김태영

P004  고혈압성 뇌출혈 후 생존자들에서 장기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
국립중앙의료원

전형배, 좌철수

P005  고혈압성 뇌출혈 환자들에서 장기적인 인지기능 저하의 예측인자들: 
 1년 추적 관찰

국립중앙의료원

전형배, 좌철수

P006  손목터널증후군과 동반된 정중신경의 지방종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서량, 최진규, 손병철

P007  매우 드문 만성하지통증의 원인: Intra-Soleal Hematoma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손병철 

P008  일측성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에서의 압박대 사용에 대한 연구
고려대 구로병원 

김평수, 권우근, 김주한, 박윤관, 문홍주

P009  추간판탈출증을 닮은 척추 경막외 혀면상 혈관종
청주성모병원 

임우정

P010  Pituitary blastoma
울산대병원1, 소아혈액종양학과2, 진단병리학과3 

박준범1, 박은석1, 박상규2, 서재희3

P011  두부 외상 10년 후 발생한 제1형 키아리 기형
고려대 안산병원 

진성원, 김상대, 하성곤, 김세훈, 임동준 

P012  소아의 뇌하수체에 발생한 결핵성 농양: 증례 보고
경북대병원 

성민재, 박성현, 황정현, 황성규

P013  드문 임상적 경험, Dyke-Davidoff-Masson syndrome: 사례 보고
고신대 복음병원 

박민철, 박용석, 조혁래, 김종열, 김병섭, 최재영, 박정현

P014  선천성 혈우병 A를 가진 소아 환자에서의 피질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내 출혈 및 지주막하 뇌출혈 증례 보고

전북대병원 

한주희, 박정수, 고은정, 최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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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5  미숙아의 뇌내출혈로 인한 수두증의 치료에 있어서 직경이 
 큰 뇌실배액관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

고려대 안산병원

김원형, 임동준, 김세훈, 김상대 

P016  자발성 척추 경막외 혈종에 병발된 환축추 회전성 탈구 증례 보고
양산부산대병원 

강경탁, 김영하, 성순기, 손동욱, 이상원, 송근성

P017  류마티스 뇌수막염으로 인한 재발성 TIA Attack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1, 신경과2

손병철1, 손영민2, 최진규1

P018  익사사고후 진균뇌농양: Scedosporium Apiospermum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민기, 최진규, 손병철

P019  만성 경막하 혈종 환자들에서 재발 및 임상 예후에 관한 
 예측 인자에 대한 연구

한양대 구리병원

한명훈, 류제일, 김충현, 김재민, 정진환

P020  두개감압술 후 두개골 성형술 시행 시기에 대한 고찰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이종민, 홍순기, 허  철, 변진수, 황  금, 조성민, 김종연, 구연무, 김소현, 최종욱

P021  백서의 척수손상 모델에서 Wnt3a 분비 human mesenchymal 
 stem cell의 이식에 따른 치료효과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서동광, 전상용

P022  중증 폐기종 후 발생한 단락 카테터의 피하 지방층으로의 전위
한양대 구리병원 

권형주, 김재민, 김충현, 정진환 

P023 초기에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경막하 출혈 환자에서 지연성 수술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

한양대 서울병원 

권형주, 이형중, 고  용, 김영수, 백광흠, 최규선, 이건일

P024  재발성 만성 뇌경막하혈종의 중경막동맥 색전술의 유효성
계명대 동산의료원 

김  엘

P025  전대뇌교통동맥에서의 파열된 작은 동맥류(3mm)의 코일 색전술 중 
 혈전에 의해 감춰져 있던 공간이 시술 중 발견된 1례

명지병원

김  한, 허  원, 박성춘, 하영수

P026  중등도 및 중증 노인 뇌손상 환자에서 감압 개두술의 효과에 관한 연구
동국대 일산병원 

방진혁, 한호균, 조근태

P027 The trend of traumatic head injury in relation to monthly variations
원광대병원 

엄기성, 송승윤, 길진상, 김대원, 박종태, 문성근, 강성돈, 김태영

P028 CT 결과 음성인 희귀한 외상성 뇌들보 부위의 뇌출혈: 증례 보고
한양대 서울병원 

이건일, 김영수, 고  용, 이형중, 백광흠, 최규선,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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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9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 수술전 항혈소판제제 복용이 감압개두술 후 
 출혈성 합병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 일산병원 

한호균, 조근태

P030  중증 급성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 양측성 복합 분쇄 두개골 골절에 
 의한 감압 효과

국립중앙의료원 

최윤석, 좌철수

P031 Acute Spontaneous Resolution of Traumatic Intraventricular 
 Hemorrhage: A Case Report

원광대병원 

엄기성, 길진상, 김대원, 박종태, 문성근, 강성돈, 김태영

P032  외상에 의한 중경막동맥 박리에 의한 가짜동맥류의 색전술: 증례 보고
동국대 일산병원 

김병철

P033  측두근을 제거한 두개감압 환자에 있어 두개성형술 시에 자가 조직을 
 이용하여 측두근을 대체하는 방법

제주한라병원 

최상빈, 백진욱, 김성환, 류경수, 최정재, 이동우, 이상평

P034  만성경막하 혈종의 예후와 두부외상과의 상관관계
울산대병원 

김동한, 박은석, 김민수, 박성호, 박준범, 권순찬, 여인욱, 심홍보

P035  미세아교세포로부터 분비된 s-Neuregulin-1의 신경세포의 
 아밀로이드 독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 보라매병원1, 국민대 자연과학대2, 서울대의과대학3,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4

이상형1, 류현정2, 김윤미3, 최희순3, 서유헌4

P036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의 P300 연구
고려대 구로병원

김장훈, 김종현, 권택현, 정흥섭

P037  경막하혈종으로 오인된 자발성 경막하 농양의 치료 증례
경희대병원 

여명기, 백상훈, 이성호, 최석근, 이봉암

P038 두개 함몰 증후군 환자에서 두개골 성형술 시행 후에 발생한 
 신경학적 결손의 회복

서울의료원 

김승필, 강동수, 송관영, 공민호, 김정희, 장세연

P039 뇌실외 배액 시스템을 시행한 환자의 감염: ICU에서 시행한 
 환자 대 수술방에서 시행한 환자

고려대 안암병원

윤상인

P040 천두술 및 생리 식염수 주입에 의한 수술후 기뇌증의 완화
조선대병원 

김비오, 김종규

P041 뇌하수체와 해면정맥동의 동시에 발현된 농양의 치험례
서울의료원

장세연, 이제형, 송관영, 공민호, 강동수, 김정희

P042 두개골성형술 후 발생한 급성 시력소실
강원대병원 

박병주, 이승진, 김강민, 김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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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3 중증 뇌손상 환자 치료시 ICP monitoring과 Cardiovascular 
 monitoring의 동시 사용의 효과

단국대병원

소진섭, 윤정호, 윤경욱, 고정호, 김영진, 조준성, 김영준, 이상구

P044 중증 뇌 외상 환자의 급성 담낭염의 위험 인자
단국대병원

윤정호, 윤경욱, 고정호, 김영진, 조준성, 김영준, 이상구

P045 Awaiting for the degradation of recurrent pseudomeningocele 
 followed after Chiari type I decompressive surgery: a case report

단국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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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6 죽상경화성 경동맥 협착증이 치료인 양측 가지를 이용한 
 천측두동맥-중대뇌동맥 문합술 후 발생한 심폐 합병증

을지병원

박상필, 김재훈, 강희인, 김덕령, 문병관, 이승진, 김주승

P047 만성 경막하 혈종의 제거로 인해 발생한 반대측 급성 경막하 혈종의 
 자연적인 소실 1례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유민욱, 김정수

P048 응급 평가 진단 장비인 초음파 검사로 진단된 근육 주사 후 둔부 농양: 
 증례 보고 1례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허  철, 홍순기, 조성민, 김종연, 구연무

P049 만성 통증 환자에서의 MRI DTI 적용에 관한 고찰
고려대 안암병원 

김태신, 이장보, 박정율

P050 만성요통을 가진 90세 이상 환자에서의 신경차단술 및 고주파 
 치료술의 유용성

고려대 안암병원 

윤상인, 박정율, 이장보

P051 청신경초종에 대한 감마나이프수술의 10년 이상 장기적 예후
순천향대 서울병원1, 서울대병원2, 분당서울대병원3 

박혜란1, 이재민2, 김진욱2, 한정호3, 정현태2, 한문희2, 김동규2, 백선하2

P052 큰 뇌동정맥기형에 대한 단계적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의 예후
순천향대 서울병원1, 서울대병원2, 분당서울대병원3 

박혜란1, 이재민2, 김진욱2, 한정호3, 정현태2, 한문희2, 김동규2, 백선하2

P053 당뇨병성 반신무도병에 대한 담창구 뇌심부자극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1, 조선대병원2 

손병철1, 최진규1, 하상우2

P054 시상하핵 뇌심부자극술후 발생한 Isolated Dystypia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1, 신경과2

이형진1, 손병철1, 이시훈2, 최진규1, 김중석2

P055 Short Circuit: 뇌심부자극술의 드문 합병증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최진규, 손병철

P056 척수신경자극술시 Acute intraoperative impedance 값과 paddle lead
 전극의 위치 분석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최진규, 손병철



POSTER

91
PROGRAM OF THE 56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SEPTEMBER 29-OCTOBER 1, 2016

P057 미세혈관감압술이 반측성 안면경련 환자의 사회불안장애 및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 경주병원1, 연세대 세브란스병원2 

김영구1, 정나영2, 김민수2, 장원석2, 정현호2, 장진우2

P058 반측안면연축에서 미세혈관 감압술 후의 지연성 안면마비
서울대병원1, 순천향대 서울병원2 

이재민1, 박혜란2, 최영두1, 김성민1, 전범석1, 김동규1, 백선하1

P059 편측 안면 경련에 대한 미세 감압수술 중 발생한 V 파형의 latency의 
 변화와 amplitude의 소실의 관계

경희대병원 

Hridayesh P. Malla, 박봉진, 이봉암, 임영진, 

김태성, 최석근, 김승범, 이준호, 이성호

P060 전신마취하에서 미세전극 기록을 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 소견에 
 기반한 뇌심부자극술의 수술 정확도와 출혈 위험 요인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박성철, 이정교, 이종식, 김석민

P061 반대쪽 추골동맥에 의해 발생된 편측 안면 경련
경희대병원

장세훈, 박봉진, 이성호, 이준호, 최석근, 김승범, 이봉암, 임영진

P062 편측 안면 경련에 대한 미세 혈관 감압술 수술에서 적절한 환자 
 머리 회전에 대한 분석: 일률적으로 10도 반대편으로 회전이 필요한가?

강동경희대병원 

이승환, 고준석, 고학철, 신희섭, 조대진, 김성민

P063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임상적 특징 및 [18F]FP-CIT-PET과 
 FDG-PET에 의한 뇌심부 자극 수술 후 예후 예측의 향상

울산대 서울아산병원1, 파킨슨 연구소2, 신경과3 

박성철1, 이정교1, 김석민2, 김수정2, 이종식3

P064 기저핵 자극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랫봇 행동 조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 한림대 의과대학2 

고진수1, 박해용2, 신재우1, 공찬호1, 윤민식1, 장원석1, 정현호1, 신형철2, 장진우1

P065 DBS for essential tremor in very elderly patient (83Yr)
충북대병원 

오병호, 김홍래, 최재호, 민경수, 이무섭, 김영규, 김동호, 박영석

P066 Twiddler’s syndrome in patients with SCS stimulation
충북대병원 

오병호, 김홍래, 최재호, 민경수, 이무섭, 김영규, 김동호, 박영석

P067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경한 뇌외상 환자에서 척수시상피질경로와 
 중추성 통증과의 상관관계

영남대병원 

이재호

P068 저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한 비침습적인 두개 내 중간엽 
 줄기세포의 이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EIT/LoFUS R&D Center2, 

연세대 원주의대 의공학과3 

이지현1, 신재우1, 공찬호1, 송병욱2, 차오름3, 김봉수2, 장원석1, 서종범3, 장진우1

P069 저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한 비침습적 뇌혈관장벽 개방의 
 최적 조건 연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2 

신재우1, 공찬호1, 이지현1, 조재성1, 나영철2, 장원석1, 장진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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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70 피질추체로에서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과 확산텐서영상 사이의 관계
영남대병원

엄재성

P071 피하에 삽입된 일측성 리드 이동-마비후 신경병 통증 환자에서 
 안장형전극 구제

충북대병원 

이건석, 김동호, 김영규, 이무섭, 민경수, 최재호, 김홍래, 박영석

P072 Postoperative localization of subdural grid electrodes using 
 open-source imaging programs

고려대 구로병원 

김명지, 김종현, 권택현, 정흥섭

P073 심부뇌자극수술에서 양측성 신경자극기의 이식을 위한 
 일측성 터널 방법

메리놀병원

이건상, 이명기, 총배기, 김우재, 김정호, 김윤석

P074 경부 근긴장이상과 관련된 머리 떨림 환자들에서 선택적 
 말초신경차단술의 효과

메리놀병원

김우재, 이명기, 이건상, 총배기, 김호상, 김정호, 김윤석

P075 감마나이프 수술 계획 시 이격 제한치의 오차 분석
화순전남대병원 

임사회, 김인영, 정태영, 장우열, 문경섭, 정  신 

P076 전이성 뇌종양의 열가소성 안면마스크 고정을 이용한 분할 
 감마나이프 치료의 효용성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장준수, 이승훈, 이정일

P077 뇌종양 환자에서 성장인자 granulin 발현과 예후와의 관계
한양대 구리병원 

류제일, 한명훈, 정진환, 김재민, 김충현

P078 안장결절 수막종에 대한 내시경하 경비동 접근법
서울대병원 

서영범, 도윤식, 김진욱, 김용휘, 박철기, 김동규

P079 반상형 수막종으로 보여진 결핵종의 증례
양산부산대병원

김창현, 김영수, 김영하, 성순기, 손동욱, 이상원, 송근성

P080 우측 유양돌기뼈 전이를 동반한 악성 뇌교종의 사례
한양대 서울병원

방지훈, 고  용, 김영수, 백광흠, 이형중, 최규선

P081 고위 혈관증식 및 고위 방추상세포 육아종성 변화를 동반한 
 신경교종의 사례

한양대 서울병원

방지훈, 고  용, 김영수, 백광흠, 이형중, 최규선

P082 경막하 및 경막외 형질세포종으로 발현된 다발성 골수종
경희대병원 

Hridayesh P. Malla, 박봉진, 임영진, 이봉암, 김태성, 최석근, 김승범, 이준호, 이성호

P083 기능성 뇌하수체 종양에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초치료로서의 역할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이승훈, 최정원, 공두식, 설호준, 남도현, 이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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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84 교모세포종의 두개외 전이-림프노드, 연조직, 쇄골 및 척추
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

하승만, 임재준, 조경기

P085 두개골내 발생한 해면상 혈관종 증례
이화여대 목동병원 

황승균, 김명철

P086 원발부위의 재발없이 광범위 전신 전이를 보이는 신경아교육종: 
 증례 보고

전남대 의과학과1, 화순전남대병원2, 병리과3, 영상의학과4 

Thi-Anh-Thuy Tran1, 천영준2, 정태영2, 이경화3, 김슬기4

P087 배측 대후두공 종양의 수술적 치료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오혁진, 김영훈, 조영현, 홍석호, 김정훈, 김창진

P088 척색종에 대한 내시경적 제거술 및 보조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
경북대병원

윤상열, 박성현, 황정현, 황성규

P089 뇌고랑부 연골육종에 대한 증례보고
순천향대 천안병원 

안재민, 오재상, 배학근, 심재현, 심재준, 윤석만, 도재원, 이경석

P090 안와에 발생한 일차성골내수막종: 증례 보고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김성민

P091 지속적으로 재발을 하는 Cladophialophora Bantiana에 의한 뇌농양 1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김창현, 배희진, 이호국, 문재곤, 조탁근, 최종일

P092 낭종벽의 비정형적인 조영증강을 보인 소뇌 혈관아세포종
경북대병원

윤상열, 김병준, 황정현

P093 전연수조에 발생한 비전형적인 영상소견을 가지는 유표피종
부산대병원

하만정, 차승헌, 최창화, 최병관, 조원호, 한인호, 고준경, 

이재일, 남경협, 최혁진, 김환수, 이정환, 김동환, 김동하

P094 두피의 비정형 섬유황색종 증례 보고
대구파티마병원 

김현준, 서상준, 이민석, 이윤수, 이정호, 강동기

P095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완전관해 후에 발생한 성인 다형성교모세포종
대구파티마병원 

김현준, 강동기, 이민석, 서상준, 이윤수, 이정호

P096 척삭 모양 신경 교종: 6 케이스 증례 보고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오혁진, 김영훈, 조영현, 홍석호, 김정훈, 김창진

P097 뇌피질을 침범한 뇌종양소견을 보이는 뇌혈관염: 증례 보고
광주기독병원1, 화순전남대병원2, 병리과3, 영상의학과4

이주석1, 이경화3, 김슬기4, 정태영2

P098 혈관 주위 세포종에 동반된 동정맥기형의 흔치않은 출혈에 대한 
 증례 보고

조선대병원 

이준규, 장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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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99 Primary pituitary abscess, presented with bacterial meningitis-
 A case report

충북대병원

오병호, 김홍래, 최재호, 박영석, 민경수, 이무섭, 김동호, 김영규

P100  피부에 생긴 T-cell 림프종이 중추신경계로의 침범에 대한 증례 발표
건양대병원

한상엽, 김종현, 서진호, 송지혜, 이철영, 김현우

P101 뇌간교종으로 착각할 수 있는 신경 베쳇병
국군수도병원 

함정식, 윤상훈

P102 뇌하수체종양처럼 보이는 안장내 뇌수막종
울산대병원1, 영상의학과2, 진단병리과3 

박준범1, 방민서2, 서재희3, 원영철2

P103 비정형, 악성 뇌수막종의 장기 예후에 대한 고찰: 결과와 예후 결정 인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김성민

P104 7살 남자 환아에서 발생한 뇌간의 미만성 성상교종과 연수막낭 파종
한양대 서울병원 

나민균, 고  용, 김영수, 백광흠, 이형중, 최규선

P105 원발부위를 알 수 없는 신경내분비종양의 비정형 다발성 뇌전이
충북대병원

이건석, 김동호, 이무섭, 민경수, 박영석, 최재호, 김홍래, 김영규

P106 기저핵 부위의 양측성 교종 및 동반된 뇌내출혈 증례보고
고려대 구로병원

서대석, 정규하, 김종현, 김장훈, 권택현, 정흥섭

P107 원발성 뇌내 혈관육종에 대한 증례보고
순천향대 천안병원 

안재민, 오재상, 윤석만, 심재현, 심재준, 도재원, 배학근, 이경석

P108 출혈을 동반한 상의하 거대세포 별아교세포종: 증례 보고
화순전남대병원1, 병리과2, 영상의학과3 

김재영1, 정태영1, 장우열1, 김인영1, 문경섭1, 정  신1, 이경화2, 김슬기3

P109 교모세포종으로 오인한 로사이 도르프만 병: 증례 보고
가천대 길병원 

이용재, 이기택, 유찬종, 김은영, 김명진

P110 급성 수막염으로 오인된 뇌하수체뇌졸중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정영하, 황  금, 허  철, 변진수, 홍순기, 조성민, 김종연, 구연무, 김소현, 최종욱

P111 2개월 내에 빠르게 재발한 역형성 뇌수막종: 증례 보고
을지병원 

박상필, 김재훈, 강희인, 김덕령, 문병관, 이승진, 김주승

P112 두개내 교모세포종의 척추전이 증례발표
건국대병원1, 영상의학과2, 병리과3

김수연1, 고영초1, 송상우1, 노홍기2, 임소덕3

P113 두개내 재발성 혈관주위세포종 환자의 요추 전이
건국대병원1, 영상의학과2, 병리과3

주명성1, 노영준1, 송상우1, 고영초1, 노홍기2, 임소덕3

P114 젊은 남자의 두개내 섬유육종 증례발표
건국대병원1, 병리과2, 영상의학과3

이현석1, 송상우1, 고영초1, 조  준1, 임소덕2, 문원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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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5 VEGF가 과발현된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 증례 보고
전북대병원

박정수, 이종명, 고은정, 최하영, 한주희

P116 JNK 억제제를 사용하여 LEWIS세포의 마우스 피하 모델에서 
 방사선 민감성을 증가할 수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이춘호, 임사회, 정  신

P117 감마나이프 수술후 재발한 양성 수막종에 대한 케이스 레포트
화순전남대병원

채용현, 정  신, 김인영, 문경섭, 정태영, 장우열, 박재영

P118 뇌실질에 위치한 신경절 교세포종의 뇌실 전이에 대한 케이스 발표
화순전남대병원

류한승, 정  신, 김인영, 문경섭, 정태영, 장우열, 박재영

P119 이차 신경교육종 환자에서 예후와 관련된 생물정보학 분석
서울대병원1, 아주대병원2

김요나1, 조벼리1, 허운학1, 신종연1, 이재민1, 문효은1, 박성혜1, 

윤혜원1, 이기영2, 김영수1, 서정선1, 김동규1, 백선하1

P120 수막종 수술 후 처음 발현된 경련 환자의 후향적 연구
분당서울대병원1, 울산대 서울아산병원2

황기환1, 주진덕1, 김영훈2, 김재용1, 한정호1

P121 부인과암 뇌전이 환자 20명 증례 분석: 단일기관 후향적 연구
분당서울대병원

김승빈, 황기환, 주진덕, 한정호, 김용범, 김재용

P122  요추 퇴행성 질환에 대한 경피적 이중포탈법에 의한 내시경적 수술법
윌스기념병원

이정현

P123 요추 유합술의 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한 형태학적 분류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서동광, 전상용

P124 흉추 및 흉요추의 외상성, 퇴행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후방흉추유합술의 임상적 결과 분석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서동광, 전상용

P125 요추부 퇴행성 디스크 질환에서 자가골을 이용한 1 또는 2분절 
 요추부 추체간 후방 유합술 후의 경과

고려대 구로병원

권우근, 김주한, 박윤관, 문홍주

P126 후방 이동된 거대한 요추부 수핵탈출증의 경피적 내시경적 황색인대 
 분리 추간 접근법: 중요 분절 구조 보존을 위한 Novel Technique- 
 증례 보고

나누리수원병원1, 나누리인천병원2, 나누리서울병원3

Byapak Paudel1, 김현성1, 장지수1, 최정훈1, 

정성균1, 이정섭1, 김정훈1, 오성훈2, 장일태3

P127 Bertolotti씨 증후군에 대한 경피적 완전 내시경적 절제술: 술기 기술
나누리수원병원1, 나누리인천병원2, 나누리서울병원3

Byapak Paudel1, 김현성1, 장지수1, 최정훈1, 정성균1, 

이정섭1, 김정훈1, 오성훈2, 장일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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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8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서의 상부 경추 아탈구와 
 연수경수 접합부의 압박

한양대 서울병원1, 울산대 서울아산병원2

이건일1, 정재우2, 백광흠1, 고  용1, 이형중1, 김영수1, 최규선1, 전형준1

P129 천골 골절에서 천추체 성형술
윌스기념병원

최경철

P130  수술적 치료 없이 빠른 신경학적 증상 회복을 보인 자발성 척수강 내 
 경막외 출혈 환자: 증례 보고

한양대 서울병원

권형주, 백광흠, 고  용, 김영수, 이형중, 최규선

P131 후방 경추 유합술에서 Vancomycin powder 사용에 대한 비교 연구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권재열, 홍재택, 김일섭, 이정재, 성재훈, 이상원

P132 흉요추 골절에서의 후방유합술의 비교 분석
부산대병원

김동하, 남경협

P133 분쇄 골절 불유합 수술
순천향대 천안병원

김태훈, 심재준, 심재현, 도재원, 배학근, 이경석

P134 10년간 최적화된 척추상의세포종의 수술적 치료의 임상결과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이진영, 임승철

P135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MIS-TLIF의 
 임상적/영상의학적 결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형진, 김진성

P136  요추 척추전방전위증 환자에 대한 PLIF 수술 후 Sagittal banace의 
 변화와 하부요통에 대한 분석

조선대병원

김희열, 김석원, 주창일, 이승명, 왕희선, 김비오

P137 골다공성 골절 환자와 비골절 대조군에서 다열근의 형태학적 특성
분당제생병원 

손선용, 송정원, 조평구, 오성한

P138  경추 전방 고정술시 Bioglass ceramic cage와 allobone cage 
 사용군의 임상적 및 방사선적 소견-12개월 경과 비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두수, 윤도흠, 이  성, 신동아, 김긍년, 하  윤

P139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서의 수술과 신경 차단술: 임상 예후의 예측 
 인자로서의 영상의학적 요인에 대한 정량적 분석

고려대 안암병원

김주현, 허준석, 이장보, 박정율

P140 3주 손상에 있어서 경피적 나사못을 이용한 일시적 고정: 증례 보고
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원근수

P141 퇴행성 요추간판 질환에 대한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의 적용
나누리서울병원

우종윤, 안  용, 장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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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2 Zero-profile device를 이용한 경추 전방 유합술에서의 침강: 권고
분당제생병원 

이주형, 조평구, 오성한

P143 전방 경추 유합술 후 골절된 경추 동종골의 운명: 골절률, 유합률, 
 재수술률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주정혁, 조용은, 김근수, 진동규, 김경현, 구성욱

P144 Dekompressor(R)를 이용한 요추 추간판 감압수술의 후향적 
 임상결과에 대한 연구

국군수도병원

윤상훈, 함정식, 조병규

P145 양문 내시경 척추 수술법을 이용한 80대 이상 노인환자의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 치료에 대한 고찰

바른병원

장한진, 최대정, 정제태, 김용상, 유  방

P146 척수 손상 후 신경 줄기/선조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커큐민이 
 미치는 영향

경북대병원 

윤상열, 김경태, 서예진, 조대철, 성주경

P147 척수 유래 신경 전구/줄기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신경 성장 인자의 영향
경북대병원 

한영민, 김경태, 서예진, 조대철, 성주경

P148 경추 인공디스크치환술후 척추불안정증: 증례 보고
나누리병원

김기준, 강문수, 배정식, 장일태

P149 요-천추부 분절의 척추관 및 신경공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위한 
 극외측 접근법

나누리강서병원1, 나누리서울병원2

배정식1, 김기준1, 강문수1, 장일태2

P150 척추압박 골절환자에서 유전자 재조합 부갑상선 호르몬 사용 후 
 골표지자의 변화

부산대병원

김환수, 최병관, 한인호, 남경협, 김동하, 김동환

P151 임신 중 발생한 척추 혈관종의 압박 골절: 증례 보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최  일, 전효섭, 박정현, 신일영, 황형식

P152 미만성 특발성 골 비후증에 의한 연하장애 및 호흡곤란
경상대병원

이상협, 이영석, 강동호, 유채민

P153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에서 동반된 하지 방사통
대전우리병원

박정훈

P154 척추전방전위증과 동반된 인접부위의 추간공협착증에 대한 치료전략
인제대 부산백병원

안준형, 표세영, 김호수, 이영서, 이원희, 김성태, 

이근수, 팽성화, 정영균, 김무성, 정용태

P155 어린 환자에서 우연히 발견된 척추 경막외 지주막 낭종
국립중앙의료원

전형배, 좌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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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6 이분절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이용한 경추 퇴행성 척추병증의 치료
나누리강서병원1, 나누리서울병원2

강문수1, 배정식1, 김기준1, 장일태2

P157 1번 경추 후궁 무형성증 증례 발표
미래로21병원

정인호

P158 경추 후관절 주사 후 생긴 척추 주변 근육 및 경막외 농양
동국대 일산병원

한호균, 조근태

P159 낭종내 출혈 후 증상이 발현된 천추부 신경주위낭종
동국대 일산병원

한호균, 조근태

P160  경추 정렬의 형태학적 동향과 경추수술을 받은 298명 환자에서의 
 x-ray상 경추의 움직임 범위와 수술 전 임상적결과와의 상관관계 분석

나누리서울병원1, 나누리강서병원2, 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3, 연세대 보건대학원4

장일태1, 배정식2, 양윤수3, 박재은1, 김  호3, 이  솔1, 이  웅3, 김도관4

P161 양측 구상돌기관절 부분 절제가 전방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에서의 침하율에 미치는 영향

양산부산대병원

이수헌, 황종욱, 이준석, 성순기, 손동욱, 송근성

P162 요추 척추 옆 근육내 점액종의 수술적 제거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이민형, 권재열, 이정재, 김일섭, 홍재택, 성재훈, 이상원

P163 후방 요추부 추체간유합술 후의 생체활성 세라믹 cage의 후방 이탈 
 증례 보고

대구파티마병원

김현준, 강동기, 이민석, 서상준, 이윤수, 이정호

P164 염주 모양의 신경섬유종
전북대병원

양환서, 김희태, 오영민, 은종필

P165 척추강내로 이동한 형상기억합금루프 합병증
중앙보훈병원

오형석, 오한산, 김민기, 김태완, 박관호

P166 경추척수증 수술에 관련된 예후인자
중앙보훈병원

오한산, 오형석, 김민기, 김태완, 박관호

P167  요추 천자 이후 발생한 의인성 척수 지주막하 출혈: 증례 보고
고신대 복음병원

박민철, 김종열, 최재영, 김병섭, 조혁래, 박용석

P168 칸디다 알비칸스 척추염
을지대병원

이도성, 안장호, 박기석, 정승영, 김승민, 박문선

P169 9세 소아 환자에서 흉추부 신경초종 수술 후 진행되는 흉추부 측만증: 
 증례 보고

을지대병원

안장호, 이도성, 박기석, 정승영, 김승민, 박문선, 이승훈

P170 경추 재발성 chondroma 환자에서 전후방접근법을 통한 수술적제거
원광대병원

박종태,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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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1 척추동맥 루프로 인해 발생한 경추 신경병증과 마비
건국대병원

노영준, 최우진

P172 경추 과굴곡 손상 후 발생한 경수 완전 절단: 증례 보고
을지대병원

안장호, 이도성, 박기석, 정승영, 김승민, 박문선, 이승훈

P173 신경성 종양을 모방한 척수 경막외 모세혈관종: 
 증례 보고 및 문헌 고찰

한양대 서울병원

하병진, 전형준, 고  용, 김영수, 백광흠, 이형중, 최규선

P174 경추 신경초종을 닮은 전이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 증례 보고
을지대병원

이도성, 박기석, 정승영, 김승민, 박문선, 이승훈

P175 경추에 발생한 아령모양의 골연골종
분당제생병원

강재성, 조평구, 오성한

P176 척추강과 두개강내에 발생한 교모세포종
분당제생병원

이주형, 조평구, 오성한

P177 척추체 성형술 후 척추강내 Cement 유출로 인한 신경손상
분당제생병원

신지현, 조평구, 오성한

P178 악성 척추 종양과 유사한 모습을 가진 경막외 신경초종
전남대병원

김주휘, 문봉주, 최기영, 이정길

P179 반복적인 요추부 수술 이후 발생한 지주막염으로 오인된 요추부 
 경막내수외 신경초종

충북대병원

이건석, 김동호, 김영규, 이무섭, 민경수, 최재호, 김홍래, 박영석

P180 불안정성 환추 골절 (제퍼슨 골절)에서 경추1번-2번 나사못 고정술 후 
 발생한 소뇌 경색증

인제대 상계백병원

신준재, 김태홍, 신형식, 황용순, 박상근

P181 골시멘트보강 경피적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이용한 초고령 
 쿰멜환자의 치료

나누리주안병원1, 나누리수원병원2, 나누리인천병원3, 나누리서울병원4

이  근1, 김현성2, 이광래1, 오성훈3, 김진욱3, 장일태4

P182 제5 요추-천추 간부 부분석회화된 거대 경막내 요추간판탈출증의 
 재건적 제5 요추 후궁절제술에 의한 치험

동국대 경주병원

정주호

P183 아령형 척추 종양으로 오인된 퇴행성 신경공 추간판 탈출증
양산부산대병원

송근성, 이수헌, 황종욱, 이준석, 성순기, 이상원, 손동욱

P184 상부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호너 증후군: 증례 보고
양산부산대병원

손동욱, 이수헌, 황종욱, 이준석, 성순기, 송근성,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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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5 후종인대골화가 동반된 원인불명 흉수탈출증의 수술적 치료
대구가톨릭대병원

김태훈, 김상영, 최기환, 김대현

P186 경추 척추경나사법을 이용한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경추체 골절 치료: 
 증례보고 및 골절체 오버래핑 정복 기법

울산대 서울아산병원1, 울산대 강릉아산병원2

전해민1, 박진훈2

P187 요추부 척추 유합술 이후 발생한 인접분절 질환의 치료: 
 수술적 치료의 임상경과

양산부산대병원

손동욱, 황종욱, 이수헌, 이준석, 성순기, 송근성

P188 퇴행성 요추 질환에 대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의 안정성 및 효과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권영준, 원유삼, 신현철, 양재영, 최천식

P189 다발성 신경초종증 증례발표
청주성모병원

임우정

P190 철근에 의해 관통된 경추 척추 손상의 사례 및 치료
인제대 부산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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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91 불인성 요천추에서 경막외지방종 환자와 연관된 척추측만증
인제대 일산백병원

한성록

P192 요추 4번-5번 분절에 대한 최소침습적 TLIF과 OLIF 수술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결과 비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조현진, 류경식, 김진성

P193 전방접근법에 의한 경추유합술후 황색인대에 의해 발생한 배측 척수 
 압박-황색인대 손상과 후관절 손상이 동반된 경추의 골절-탈구 증례

강원대병원

김지하, 박병주

P194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후 발생한 신경주위 낭종
전북대병원

김기완, 김희태, 오영민, 은종필

P195 특발성 비대 척추 경수막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주정균, 조탁근, 김창현, 이호국, 문재곤, 최종일

P196 척추세 생검
순천향대 천안병원

김태훈, 심재준, 심재현, 오재상, 윤석만, 도재원, 배학근, 이경석

P197 수술중 pull-out 된 screw에 대한 ceemeent 이용한 교정
원광대병원

박종태, 이준형, 길진상, 강성돈, 김태영

P198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 후 신경공 협착에 의한 하지 방사통에 대한 
 경피적 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술

조선대병원

주창일, 김희열, 김석원, 이승명,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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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9 L5-S1 편측후방요추체간유합술 후 발생한 나사못 부러짐과 재수술
나누리수원병원1, 나누리서울병원2

최정훈1, 장지수1, 이정섭1, 장일태2

P200 척추 수술 후 발생한 증상을 동반한 경막외 액종, 유착방지제와의 
 관련 가능성

서울대병원1, 서울대 보라매병원2

고용산1, 양희진2, 박성배2, 손영제2, 이상형2, 정영섭2

P201 경피적 디스크 감압술 이후 발생한 후복강내 출혈
부산대병원

김동환, 김동하, 김환수, 남경협, 최병관, 한인호

P202 척추 추간판염 관련 적정 항생제 선택
고려대 안산병원

이양원

P203 대요근으로부터 침범된 척추 경막외 공격성 섬유종증
충남대병원

정희원, 최승원, 송시헌, 염진영, 고현송, 김선환, 권현조, 임정욱

P204 흉추의 황색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사례
대구 우리들병원

이충남, 이경규, 강민수, 신용환

P205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서의 척추체 성형술 중 시행하는 골생검의 유용성
서울의료원

김성훈, 김정희, 송관영, 강동수, 공민호, 장세연

P206 유합술이 시행된 분절에서 외상이후 발생한 지연성 신경공 
 협착증에 대한 증례 발표

나누리서울병원

우종윤, 공병준, 임재현, 장일태

P207 증례 발표: 흉추의 전이성 골종양에 대한 혁신적인 추체 절골법
나누리서울병원

우종윤, 임재현, 장일태

P208 경수의 척수병증을 동반한 제3후두상괴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박재원, 박종화, 이종영

P209 거대 낭종성 흉추 신경초종: 증례 보고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전치만, 이선호, 김은상, 어  환

P210 요추부 단일 골성 섬유화이형성증: 증례 보고
국군수도병원

윤상훈, 함정식, 조병규

P211 Brucella discitis in cervical spine: a case report
단국대병원

정인호, 이우주, 윤정호, 윤경욱, 고정호, 김영진, 조준성, 김영준, 이상구

P212 Long segment hemangioblastoma in thoracolumbar junction: 
 a case report

단국대병원

정인호, 이우주, 윤정호, 윤경욱, 고정호, 김영진, 조준성, 김영준, 이상구

P213 다발성 경추 후종인대골화증의 치료에서 상부경추의 확장적 
 후궁성형술의 효용성

인제대 일산백병원

권혁진, 손문준, 이창현, 한성록, 이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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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4 요추 척추협착증에 대한 경피적 내시경 감압술의 예비결과
수원 윌스기념병원1, 안양 윌스기념병원2

황진섭1, 이동찬2, 이동근1, 허동화1, 박춘근1

P215 사경을 보이는 소아 제1-2경추 회전형 탈구: 증례 보고
메리놀병원

김우재, 이명기, 총배기, 이건상, 조봉수, 김호상, 김정호, 김윤석

P216 감염성 동맥류의 특징과 이상적인 치료: 사례 보고
전남대병원

류현승, 김성현, 김태선, 주성필 

P217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치료시 새로운 
 뇌실천자술 지점

을지병원

김주현, 김재훈, 강희인, 김덕령, 문병관, 이승진, 김주승

P218 원위부 전대뇌동맥류 수술적 치료 전략: 대뇌낫과 정맥동을 어떻게 할까
경희대병원

이성호, 최석근, 정연구, 장세훈, 김태성, 이봉암

P219 전방순환계 복잡 뇌동맥류에 대한 투명시트를 이용한 결찰술의 
 장기 추적 결과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박익성, 김  훈, 김영우, 김성림

P220 전방순환계 비파열동맥류에 대한 측두골키홀 수술의 결과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박익성, 김  훈, 김영우, 김성림

P221 경막 동정맥누공의 드문 발현: 반복적 재발을 보인 만성 뇌경막하혈종
계명대 동산의료원

김  엘

P222 두개외 기저동맥 박리와 동반된 후하소뇌동맥 뇌경색 증례
이화여대 목동병원

황승균, 양나래

P223 한쪽 내경동맥 말단부를 제외한 양측 내경동맥 무발생
세명기독병원 뇌신경센터

김명수, 김기성, 조상희, 최범진

P224 비파열 중대뇌동맥류 치료를 위한 눈썹절개수술과 테리온수술의 
 기술적 난이도를 평가하기 위한 경막내 수술 시간의 측정

경북대병원

최연주, 손원수, 박기수, 박재찬

P225 뇌출혈 환자에서 증가된 교감 신경계는 갈색세포종을 숨길 수 있다
동국대 일산병원

김병철, 최현호

P226 국소 중뇌 경색에 의한 동안신경마비의 증례보고
대구파티마병원

김현준, 이윤수, 이민석, 서상준, 이정호, 강동기

P227 두부 수상후 한달 후 발생한 말단 후하소뇌동맥의 가성 동맥류
국립중앙의료원1, 경희대병원2

문종언1, 이성호2, 전형배1, 최윤석1, 정상봉1, 한대희1

P228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 결과: 1231개 동맥류 치료 경험 보고
건양대병원1,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2

송지혜1, 신용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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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9 고령 환자에서 뇌동맥류 안정화와 당뇨의 연관 가능성: 
 수술 소견 바탕으로 분석

건양대병원1,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2

송지혜1, 신용삼2

P230 뇌실내출혈을 동반한 양측 경동맥과 척추동맥의 레테 미라빌레: 
 증례 보고

한양대 서울병원

하병진, 최규선, 고  용, 김영수, 백광흠, 이형중, 전형준

P231 자발성 뇌내출혈 환자의 입원 후 출혈량증가에 대한 예측 인자 분석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김준환, 원유삼, 최천식, 양재영, 신현철, 권영준, 박극규, 이종주

P232 상처 감염 예방을 위한 layering 테크닉의 원리: 천측두동맥 박리법에 
 따른 비교연구

경희대병원

정연구, 이성호, 장세훈, 최석근, 여명기

P233 비정상적 기원의 후경막동맥과 관련된 출혈성 추골동맥 박리
대구가톨릭대병원

김태훈, 김해민, 조재훈

P234 무반응성 뇌혈관연축 환자에서 동맥내 니모디핀 주입과 관련된 
 임상 인자들

대구가톨릭대병원

박태준, 김상영, 김영돈, 김기홍

P235 심장 점액종에서 기원한 다발성 뇌동맥류
대구가톨릭대병원

진봉현, 김해민, 김영돈, 김기홍

P236 후하소뇌동맥의 원위부에 발생한 방추상동맥류 파열: 증례 보고
국립중앙의료원1, 경희대병원2

문종언1, 이성호2, 정상봉1, 전형배1, 최윤석1, 한대희1, 최석근2

P237 전두개와 뇌수막종 수술 후 원거리에서 발생한 신생 뇌동정맥기형
건국대병원 

박동선, 조  준, 문창택

P238 급성뇌경색으로 오인된 뇌지주막하출혈 후 뇌혈관연축: 증례 보고
고려대 안산병원

임동준, 진성원, 하성곤, 김원형, 이승환, 김범준, 김상대, 김세훈

P239 혈관내 시술중 발생한 뇌혈관내 공기 색전의 자연적인 흡수: 
 2개의 증례

제주대병원

양태기

P240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환자에 합병된 다발성 자발적 지주막하출혈 
 증례보고

인제대 일산백병원

김도형, 구해원, 이창현, 한성록, 최찬영, 손문준, 이채혁

P241 뇌내출혈을 일으키는 코골이: 증례 보고
순천향대 부천병원

오명진, 황선철

P242 심부뇌교에서 발생한 출혈성 해면상 혈관종의 측두하접근법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

고려대 안암병원1, University of Washington2

박동혁1, Laligam Sekha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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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3 단단 혈관문합술을 이용한 거대 파열성 중대뇌동맥류의 수술적 치료
고려대 안암병원1, University of Washington2

박동혁1, Laligam Sekhar2

P244 자기공명영상촬영상에서 척추동정맥기형 및 전 경막상 정맥의 확장 
 소견을 보인 한 임신여성 치료경험에 대한 증례보고

인제대 일산백병원

최윤혁, 손문준

P245 비파열성 뇌동맥류 수술후 발생한 치명적인 원발성 소뇌출혈
전북대병원

박정수, 고은정, 최하영, 한주희

P246 두개강 동맥류의 혈관내 치료 후 지연성 코일의 전위가 발생에 대한 치료
전남대병원

류현승, 김성현, 주성필, 김태선

P247 증상이 있는 척추동맥의 해리성 뇌동맥류에 대한 뇌혈관내 치료
고려대 안산병원

한진솔, 임동준, 하성곤, 진성원, 김세훈

P248 만성 단독 중대뇌동맥 폐쇄 환자에서 뇌혈관조영술 양상에 따른 
 환자 치료방침의 결정: 언제 뇌혈관 재관류술이 필요한가?

강동경희대병원

고학철, 고준석, 신희섭, 이승환

P249 지주막하출혈 환자에서 발생한 뇌혈관연축에 대한 뇌실내배액술의 
 예방적 효과

인제대 상계백병원

백승환, 김태홍, 박상근, 황용순, 신형식, 신준재

P250 뇌동맥류 파열이 있는 환자 중 혈관연축을 진단하기 위한 뇌관류 
 CT와 경두개초음파도플러와의 상관 관계

인제대 상계백병원

유재천, 김태홍, 박상근, 황용순, 신형식, 신준재

P251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복잡뇌동맥류의 혈관 문합과 외과적 
 동맥류 폐색술의 증례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안홍석, 전홍준, 이종영, 조병문, 박세혁

P252 좌측 눈썹위 절개를 통한 거대 뇌하수체 선종 및 좌측 중대뇌동맥과 
 우측 후교통동맥 동맥류의 수술: 증례 보고

광주기독병원

임준섭, 조규용, 임병찬, 최태민, 이주석

P254 중뇌동맥 근위부에서 발생한 거대 동맥류의 치료 경험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박원형, 안재성, 박중철, 권병덕

P255 뇌동맥류 파열에 기이한 심폐정지 환자의 치료 후 예후에 관한 고찰
아주대병원

최미선, 임용철

P256 원위부 후대뇌동맥의 동맥류에 대한 혈관내수술
동국대 경주병원1, 고신대 복음병원2, 인제대 백병원 영상의학과3

승원배1, 박용석2, 정해웅3, 김진욱1

P257 경동맥 협착증으로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 후 신경학적 예후에 
 대한 고찰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최종욱, 홍순기, 허  철, 변진수, 황  금, 조성민, 구연무, 김소현, 김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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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8 넓은 기반의 뇌저동맥 뇌동맥류에서 미세와이어/미세도관 도움 
 코일 색전술

순천향대 부천병원

문종현, 박종현, 신동성, 김범태

P259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혈관 내 치료: 단일 기관의 임상 결과 보고
순천향대 부천병원

박종현, 신동성, 김범태

P260 비파열성 두개강내 추골동맥박리성동맥류의 성장과 
 고해상도자기공명영상소견

인제대 부산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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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61 뇌동맥류성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뇌혈관 중재술 시기와 장기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김소현, 김종연

P262 급성 내경동맥폐색에 대한 기계적 혈전제거술을 이용한 
 혈관내수술의 치험 결과

강동경희대병원

신희섭, 고준석, 이승환, 고학철

P263 전두극 뇌동정맥기형에 대한 동맥 경유 풍선 도움하의 Onyx 색전술: 
 증례 보고

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

김태곤, 김상흠, 조경기, 정상섭

P264 양측 경동맥해면정맥동루를 그라프트 스텐트를 이용한 치료: 
 증례 보고

순천향대 천안병원

김태훈, 심재현, 오재상, 윤석만, 배학근

P265 혈관 내 시술로 성공적으로 치료된 뇌저동맥에 발생한 수포형 뇌동맥류
제주한라병원

권현묵, 백진욱, 이동우, 이상평

P266 박리에 의한 폐색된 경동맥에서 자발적 재관류에 대한 증례 보고
건양대병원

윤재언, 이철영, 서진호, 송지혜, 김종현, 김현우

P267 중대뇌동맥 거대사행성동맥류의 중재적 치료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김종연, 홍순기, 허  철, 변진수, 황  금, 조성민

P268 속목동목에서 기시한 premamilary artery의 방추형 동맥류에 대한 
 혈관내 치료: 증례 보고

인하대병원

김삼열, 오세양, 심유식, 현동근

P269 혈관내수술에서 혈전색전증 발생과 PRU(P2Y12 reaction unit)와의 
 상관관계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허  연

P270 모야모야병 환자에서의 렌즈핵선조체동맥 파열에서 Onyx 색전술로 
 치료한 증례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김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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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1 혈관내수술로 치유된 에스상 정맥동 게실: 증례 보고
고려대 안산병원

임동준, 진성원, 김원형, 하성곤, 김상대, 김범준, 이승환, 김세훈

P272 파열성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발생한 모동맥폐쇄의 스텐트치료: 
 증례 보고

고려대 안산병원

임동준, 진성원, 하성곤, 이승환, 김원형, 김상대, 김범준, 김세훈

P273 경막동정맥루 색전술을 위한 상안정맥으로의 직접적 접근법
경희대병원

최종민, 정연구, 이성호, 최석근, 김의종

P274 경막동정맥루 환자에서 정맥배액양상의 변화를 보인 후 시행한 
 Onyx 색전술 증례보고

경희대병원

정연구, 강일호, 김의종, 이성호, 최석근, 김태성

P275 근위부와 원위부의 지지를 통한 Distal A2에 생긴 thrombus의 
 흡입혈전제거

전북대병원

박정수, 이종명, 고은정, 최하영, 한주희

P276 Penumbra 카테터를 사용한 반복적인 혈전제거술 후의 
 가성뇌동맥류 발생

충남대병원

정은오, 권현조, 송시헌, 염진영, 고현송, 김선환, 최승원

P277 외상후 후방교통동맥에 발생한 파열성 박리동맥류 혈관내 치료: 
 사례 보고

강원대병원

위성현, 김강민, 이승진

P278 중대뇌동맥 경색의 혈전제거술 1주일 내 발생한 반대편 
 중대뇌동맥에서의 뇌경색: 증례 보고

분당제생병원

손선용, 이주형, 정봉섭, 오성한, 신승훈

P279 급성기 뇌졸중 치료시, 일차성 스텐트 삽입술 후 항혈소판제제 투여를 
 하지않고 정맥내 티로피반 투여의 유용성

분당제생병원

신승훈, 이주형, 손선용, 정봉섭, 오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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