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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신경외과학회(영문표기：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는 대
한민국 의료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유일한 신경외과 학술단체로서 신경외

과학 발전을위한 부단한 노력, 적절하고도 헌신적 의술을 실천할 수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양성 및 국제적 학문교류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
여한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현실적으로 가장 보편 타당한 이 분야 의학

지식을 보전하고 모든 회원에 숙지 시키며 발전되어 가는 학문의 임상적

용에 합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적절한 의
료행위를 수행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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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OF THE 35th ANNUAL SPRING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APRIL 13-15, 2017 05

1991.10.06. 제8차 아시아·대양주 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개최 (서울)
1993.03.20. 대한신경손상연구회 창립

1994.08.24.  대한두개저외과학회 창립

1994.11.30.  대전-충청지회 설립

1995.01.14.  재단법인 대한신경외과학 연구재단 발족

1996.04.18.  대한뇌혈관내수술연구회 창립

1996.12.11.  학회회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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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05. K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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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신경외과 초음파학회 분과학회 승인

2017.04.현재  수련기관 84개, 정회원수 3078명, 5개 지회 및 12개 분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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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어느새 국·내외적으로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새로

운 희망을 꿈꾸게 하는 2017년 정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절도 어김없이 무척이나 추

웠던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제35차 춘계

학술대회는 2017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Together for the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이

미 국제적 비즈니스 도시로 발돋움한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실적으로 점차 어려워져만 가는 전공의 수급상황과 수련환경, 

부정청탁방지법과 금품수수방지법,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다양한 의료질 평가 시스

템의 급격한 변동 등 급변하는 의료정책 들과 마주쳐야하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잠

시나마 학문적 갈등을 해소하고, 여러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며, 동시에 좀 

더 넓은 곳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자 관련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학술대회의 큰 변화를 살펴보면, 행사 진행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학술대회 

첫날의 Welcome Reception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Presidential Dinner로 통합하였고, 

‘Superstar KNS’ 선발 프로그램을 통해 Gala Dinner를 진행함으로서 회원 여러분들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학술적인 면에서는 

젊은 회원 여러분들께 앞으로 더 넓은 전공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더 넓은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신경외과 전문의로 다른 전문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경험과 

인생관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전공의 발표세션’을 별도로 마련하여 젊은 전공

의의 적극적인 학술발표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위원회가 주관하

여 Practical Workshop에서 Neurosurgical Fields에서 꼭 필요한 Essential Procedures

를 익히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김재민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장진우

개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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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Theme Symposium으로는 국내외 다기관 임상 Big Data 활용 및 Watson for 

Oncology라는 주제로 Big Data 및 Artifical Intelligence (AI) 활용에 대한 세션을 마

련하였고, ‘척추의가 알아야 할 새로운 의료법과 보험’에 대한 시간 및 ‘군진의학에서

의 외상학’에 대한 시간 등을 마련하여 회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

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해외 초청연자로는 뇌혈관분야의 Michael T. Lawton (USA), 

신경중환자분야의 Kiwon Lee (USA), 신경손상분야의 Brian Kwon (USA), Goeffrey 

Manley (USA), 정위기능분야의 Takamitsu Yamamoto (Japan), 종양·척추분야의 Hae 

Dong Jho (USA) 등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대하여 각 분야의 최신지견을 배우고, 학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눈에 띄는 학술프로그램 중 인문학 강좌로는 명사초청 강연으로 한국인보다 더 한

국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한·중·일 역사 및 문화를 비교 연구한 미국인 임마누엘 패스트라

이쉬 교수를 통해 본 ‘외국인이 보는 또 다른 대한민국’ 및 학회가 개최되는 인천에 대한 

지역적 특징에 대한 ‘인천과 전쟁’이라는 강의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저는 이번 제35차 춘계학술대회는 우리 학회가 후학들에게 현재의 시점에서 보이는 

영역보다는 한층 더 넓어진 ‘더 넓은 미래를 향하여 다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우리의 개척분야와 비젼을 제시하는 학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

나 이 학회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는 바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학회 참여가 있어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학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능

동적인 참여를 통해 학회 회원 상호간의 학문교류와 친목을 증진할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세혁 

학술이사님, 김우경 총무이사님, 학회 임원님, 전문 분과학회 회장님과 임원님, 각 지회 

회장님과 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대한신

경외과 서울·경인(강원·제주)지회 회장님과 임원님들께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기

를 기원합니다. 

2017년 4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    장  김 재 민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장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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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 명단

1961-6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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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6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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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6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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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6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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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6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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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6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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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6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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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6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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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7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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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7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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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72년도

회장 : 송진언 / 부회장 : 김선근 / 총무 : 허   곤 / 학술 : 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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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73년도

회장 : 이인수 / 부회장 : 김윤범 / 총무 : 허    곤 / 학술 : 우정현

1973-7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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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7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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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7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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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7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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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7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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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7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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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8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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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8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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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8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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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8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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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84년도

회장 : 강성구 / 부회장 : 최길수 / 총무 : 최길수 / 학술 :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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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85년도

이사장 : 최길수 / 회장 : 송두호 / 부회장 : 양승렬 / 학술: 이규창

1985-8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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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87년도

이사장 : 이규창 / 회장 : 이영우 / 부회장 : 정광진

1987-88년도

이사장 : 이규창 / 회장 : 정광진 / 부회장 : 최길수

1988-89년도

이사장 : 임   언 / 회장 : 최길수 / 부회장 : 김두원

상임이사 :  총무 : 최덕영 / 학술 : 이기찬 / 고시 : 최길수 
간행 : 정상섭 / 재무 : 김승래 / 보험 : 이영우 
특별 : 이제혁

1989-90년도

이사장 : 임   언 / 회장 : 김두원 / 부회장 : 김승래

상임이사 :  총무 : 이기찬 / 학술 : 최길수 / 고시 : 최덕영 
간행 : 정상섭 / 재무 : 김승래 / 보험 : 이영우 
특별 : 이제혁, 최창락

1990-91년도

이사장 : 이기찬 / 회장 : 김승래 / 부회장 : 최덕영

상임이사 :  총무 : 최창락 / 학술 : 정상섭 / 고시 : 최덕영 
간행 : 임   언 / 재무 : 이제혁 / 보험 : 이영우 
특별 : 최길수, 김승래

1991-92년도

이사장 : 이기찬 / 회장 : 최덕영 / 부회장 : 이화동

상임이사 :  총무 : 최창락 / 학술 : 정상섭 / 고시 : 최덕영 
간행 : 임   언 / 재무 : 이제혁 / 보험 : 김승래 
특별 : 이화동, 한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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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93년도

이사장 : 정상섭 / 회장 : 이화동 / 부회장 : 김인홍

상임이사 :  총무 : 정상섭 / 학술 : 최창락 / 고시 : 이기찬 
간행 : 한대희 / 재무 : 이제혁 / 보험 : 김승래 
특별 : 이화동, 임   언, 최덕영

1993-94년도

이사장 : 정상섭 / 회장 : 김인홍 / 부회장 : 황도윤

상임이사 :  총무 : 정상섭 / 학술 : 최창락 / 고시 : 이기찬  
간행 : 한대희 / 재무 : 이제혁 / 보험 : 김승래 
특별 : 최덕영, 심재홍, 김광명

1994-95년도

이사장 : 최창락 / 회장 : 황도윤 / 부회장 : 심재홍

상임이사 :  총무 : 최창락 / 학술 : 한대희 / 고시 : 이기찬 
간행 : 김광명 / 재무 : 박연묵 / 수련교육 : 이정청 
보험 : 변박장 / 특별 : 심재홍, 김영수, 김국기

1995-96년도

이사장 : 최창락 / 회장 : 심재홍 / 부회장 : 유태전

상임이사 :  총무 : 최창락 / 학술 : 한대희 / 고시 : 김국기 
간행 : 김영수 / 재무 : 박연묵 / 수련교육 : 김광명 
보험 : 변박장 / 특별 : 김형동, 이정청, 이훈갑

1996-97년도

이사장 : 한대희 / 회장 : 유태전 / 부회장 : 이정청

상임이사 :  총무 : 조병규 / 학술 : 김영수 / 고시 : 김국기 
간행 : 이훈갑 / 수련교육 : 김광명 / 보험 : 변박장 
재무 : 박연묵 / 윤리 : 강준기 / 진료심의 : 김형동 
기획홍보 : 김   윤 / 특별 : 이정청

1997-98년도

이사장 : 한대희 / 회장 : 이정청 / 부회장 : 김국기

상임이사 :  총무 : 조병규 / 학술 : 김영수 / 고시 : 김국기 
간행 : 이훈갑 / 수련교육 : 강삼석 / 보험 : 변박장 
재무 : 박연묵 / 윤리 : 강준기 / 진료심의 : 김형동 
기획홍보 : 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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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99년도

이사장 : 김영수 / 회장 : 김국기 / 부회장 : 이제혁

상임이사 :  총무 : 최중언 / 기획홍보 : 김 윤 / 학술 : 변박장 
국제교류 : 조병규 / 고시 : 강준기 / 수련교육 : 강삼석 
재무 : 이봉암 / 보험 : 박상근 / 진료심의 : 김형동 
법제윤리 : 조수호 / 회원관리 : 서중근 
개원의 : 정헌화 / 특별 : 김국기

별 정 직 :  고시위원장 : 강준기 
학술지편집위원장 : 이훈갑 
교과서편찬위원장 : 김달수

1999-2000년도

이사장 : 김영수 / 회장 : 이제혁 / 부회장 : 조수호

상임이사 :  총무 : 최중언 / 기획홍보 : 김  윤 / 학술 : 변박장 
국제교류 : 조병규 / 고시 : 강준기 / 수련교육 : 강삼석  
재무 : 이봉암 / 보험 : 박상근 / 진료심의 : 김형동  
법제윤리 : 조수호 / 회원관리 : 서중근 / 개원의 : 최낙원  
특별 : 이제혁

별 정 직 :  고시위원장 : 강준기 
학술지편집위원장 : 이훈갑 
교과서편찬위원장 : 김달수

2000-0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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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 :  총무 : 정희원 / 학술 : 김문찬 / 고시 :  강준기 
수련교육 : 최중언 / 재무 : 오석전 / 보험 : 박상근 
진료심의 : 김수한 / 법제윤리 : 최병연 
국제교류 : 변박장 / 회원관리 : 최창화 
기획홍보 : 김동호 / 개원의 : 최낙원 / 특별 : 조수호

별 정 직 :   고시위원장 : 강준기 
학술지편집위원장 : 이훈갑  
교과서편찬위원장 : 김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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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년도

이사장 : 조병규 / 회장 : 강준기 / 차기이사장 : 변박장 / 차기회장 : 김   윤
상임이사 :  총무 : 정희원 / 학술 : 김문찬 / 고시 : 최중언 

수련교육 : 김종현 / 재무 : 오석전 / 보험 : 박상근 
진료심의 : 김수한 / 법제윤리 : 최병연 
국제교류 : 변박장 / 회원관리 : 최창화 
기획홍보 : 김동호 / 개원의 : 최낙원

별 정 직 :  고시위원장 : 최중언 
학술지편집위원장 : 김동규 
교과서편찬위원장 : 정용구

2002-0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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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 :  총무 : 오석전 / 학술 : 정희원 / 고시 : 최중언 
수련교육 : 김종현 / 기획 : 조경기 / 재무 : 김태성 
보험 : 박상근 / 진료심의 : 김수한 / 법제윤리 : 최순관 
홍보 : 함인석 / 국제교류 : 김문찬 / 회원관리 : 최창화 
전산정보 : 김동호 / 개원의 : 최낙원 / 특별 : 서중근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김동규 
교과서편찬위원장 : 정용구

2003-0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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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 :  총무 : 오석전 / 학술 : 정희원 / 고시 : 최중언 
수련교육 : 김종현 / 기획 : 조경기 / 재무 : 김태성 
보험 : 박상근 / 진료심의 : 김수한 / 법제윤리 : 최순관 
홍보 : 함인석 / 국제교류 : 김문찬 / 회원관리 : 최창화 
전산정보 : 김동호 / 개원의 : 최낙원 / 특별 : 서중근, 최중언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김동규 
교과서편찬위원장 : 정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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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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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 :  총무 : 백민우 / 학술 : 오석전 / 고시 : 김종현 
수련교육 : 함인석 / 기획 : 서중근 / 재무 : 김태성  
보험 : 김주승 / 진료심의 : 김재휴 / 법제윤리 : 최순관 
홍보 : 이규성 / 국제교류 : 정희원 / 회원관리 : 최창화 
전산정보 : 김동호 / 의료정책 : 이상호 / 개원의 : 최낙원 
특별 : 김헌주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김동규 
교과서편찬위원장 : 이경석 
역사편찬위원장 : 황성남

2005-0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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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 :  총무 : 백민우 / 학술 : 오석전 / 고시 : 김종현  
수련교육 : 함인석 / 기획 : 서중근 / 재무 : 김태성 
보험 : 김주승 / 진료심의 : 김재휴 / 법제윤리 : 최순관 
홍보 : 이규성 / 국제교류 : 정희원 / 회원관리 : 최창화 
전산정보 : 김동호 / 의료정책 : 이상호 / 개원의 : 최낙원  
특별 : 김헌주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김동규  
교과서편찬위원장 : 이경석  
역사편찬위원장 : 황성남

2006-0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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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 :  총무 : 이규성 / 학술 : 김동규 / 고시 : 함인석 
수련교육 : 오세문 / 기획 : 박춘근 / 재무 : 백민우  
보험 : 김주승 / 진료심의 : 김재휴 / 법제윤리 : 김태성 
홍보 : 이정교 / 국제교류 : 오석전 / 회원관리 : 최휴진 
전산정보 : 정용구 / 의료정책 : 여형태 / 개원의 : 이재수  
특별 : 김태영, 송시헌, 이   언, 한종우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이경석 
교과서편찬위원장 : 허승곤 
역사편찬위원장 : 황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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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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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 : 총무 : 이규성 / 학술 : 김동규 / 고시 : 함인석

 수련교육 : 오세문 / 기획 : 박춘근 / 재무 : 백민우

 보험 : 김주승 / 진료심의 : 김재휴 / 법제윤리 : 김태성

 홍보 : 이정교 / 국제교류 : 오석전 / 회원관리 : 최휴진

 전산정보 : 정용구 / 의료정책 : 여형태 / 개원의 : 이재수

 특별 : 김태영, 송시헌, 이   언, 한종우, 함인석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이경석

 교과서편찬위원장 : 허승곤

 역사편찬위원장 : 황성남

특별위원회 : 회칙개정연구위원장 : 임영진

 자보업무위원장 : 김영백

 근거중심의학위원장 : 정천기

 국제화추진위원장 : 박정율

 의료행위관리포럼 : 박상근

2008-0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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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 : 총무 : 김주승 / 학술 : 정용구 / 고시 : 이상원

 수련교육 : 오세문 / 기획 : 공 석 / 재무 : 김오룡

 보험 : 임영진 / 진료심의 : 김재휴 / 법제윤리 : 김태영

 홍보 : 박춘근 / 국제교류 : 이규성 / 회원관리 : 최휴진

 전산정보 : 윤도흠 / 의료정책 : 여형태

 관련학회조정 : 고  용 / 개원의 : 장일태

 특별 : 박 관, 배학근, 송시헌, 이   언, 이정교, 정용태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이경석

 교과서편찬위원장 : 공   석
 학회사편찬위원장 : 황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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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년도
이사장 : 오석전 / 회장 : 이동열 / 차기이사장 : 이규성 / 차기회장 : 이상원
상임이사 : 총무 : 김주승 / 학술 : 정용구 / 고시 : 이상원
 수련교육 : 오세문 / 기획 : 공 석 / 재무 : 김오룡
 보험 : 임영진 / 진료심의 : 김재휴 / 법제윤리 : 김태영
 홍보 : 박춘근 / 국제교류 : 이규성 / 회원관리 : 최휴진
 전산정보 : 윤도흠 / 의료정책 : 여형태
 관련학회조정 : 고   용 / 개원의 : 장일태, 김문간
 특별 : 박   관, 배학근, 송시헌, 이   언, 이정교, 정용태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박정율
 교과서편찬위원장 : 김영준
 학회사편찬위원장 : 황성남

2010-11년도
이사장 : 이규성 / 회장 : 이상원 / 차기이사장 : 정용구 / 차기회장 : 김수한
상임이사 : 총무 : 임영진 / 학술 : 신용삼 / 고시 : 김태영
 수련교육 : 정천기 / 기획 : 홍용길 / 재무 : 장진우
 보험 : 박현선 / 진료심의 : 김오룡 / 법제윤리 : 김상진
 홍보 : 홍승철 / 국제교류 : 정용구 / 회원관리 : 정 신
 전산정보 : 김영백 / 의료정책 : 강재규 / 개원의 : 김문간
 특별 : 강동기, 권도훈, 송근성, 송시헌, 이경진, 이무섭
           이    언, 최천식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박정율
 교과서편찬위원장 : 김영준
 학회사편찬위원장 : 황성남

2011-12년도
이사장 : 이규성 / 회장 : 김수한 / 차기이사장 : 정용구 / 차기회장 : 여형태
상임이사 : 총무 : 임영진 / 학술 : 신용삼 / 고시 : 김태영
 수련교육 : 정천기 / 기획 : 홍용길 / 재무 : 장진우
 보험 : 박현선 / 진료심의 : 김오룡 / 법제윤리 : 김상진
 홍보 : 홍승철 / 국제교류 : 정용구 / 회원관리 : 정   신
 전산정보 : 김영백 / 의료정책 : 강재규 / 개원의 : 김문간
 특별 : 강동기, 권도훈, 김태영, 송근성, 송시헌, 이경진
           이무섭, 이    언, 최천식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박정율

 교과서편찬위원장 : 김영준

 학회사편찬위원장 : 황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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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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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 : 총무 : 전신수 / 학술 : 장진우 / 고시 : 김오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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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고   용 / 진료심의 : 송근성 / 법제윤리 : 문창택

 홍보 : 고도일 / 국제교류 : 임영진 / 회원관리 : 김우경

 전산정보 : 신형진 / 의료정책 : 정천기 / 개원의 : 김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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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박정율

 교과서편찬위원장 : 김범태

 학회사편찬위원장 : 이영배

특별위원회 : CNS창설위원회 : 오창완 경쟁력강화위원회 : 정진명

 보험관련총괄위원회 : 김주승 상대가치위원회 : 박현선

 여의사위원회 : 박문선 자문위원회 : 이상원

 자보위원회 : 박   관 재정위원회 : 이승훈

 회칙개정위원회 : 도재원

2013-1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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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 : 총무 : 전신수 / 학술 : 장진우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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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혁, 김오룡, 변진수, 염진영, 장일태,     
 정    신, 정용태, 최하영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박정율

 교과서편찬위원장 : 김범태

 학회사편찬위원장 : 이영배

특별위원회 : CNS창설위원회 : 오창완 경쟁력강화위원회 : 정진명 
 보험발전개선위원회 : 김주승 상대가치위원회 : 박현선 
 여의사위원회 : 박문선 자문위원회 : 이상원 
 자보위원회 : 박   관 재정위원회 : 이승훈 
 회칙개정위원회 : 도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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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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정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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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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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성, 변진수,  
 염진영, 장일태, 차승헌, 최하영, 황정현 

별 정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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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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년도 

이사장 : 장진우 / 회장 : 김재민 / 차기이사장 : 오창완 / 차기회장 : 강성돈 
상임이사 : 총무 : 김우경 / 학술 : 김세혁 / 고시 : 박인성 
 수련교육 : 김성호 / 기획 : 박정율 / 재무 : 김무성 
 보험 : 진동규 / 진료심의 : 박해관 / 법제윤리 : 황정현

 홍보 : 권정택 / 회원관리 : 허   륭 / 전산정보 : 백광흠 
 의료정책 : 김은영 / 개원의 : 최세환 / 전문병원 : 박진규

 특별 : 고도일, 고현송, 김범태, 김성민, 김태선, 노성우, 문성근, 
 민경수, 조용준, 차승헌, 최하영, 홍승철

별 정 직 : 학술지편집위원장 : 문창택

 교과서편찬위원장 : 이선일

 학회사편찬위원장 : 이   언
특별위원회 : CNS창설위원회 : 백선하 경쟁력강화위원회 : 박현선

 미래위원회 : 정   신 보험분야발전위원회 : 도재원

 상대가치위원회 : 박봉진  여의사위원회 : 박문선

 자문위원회 : 박상근  자보위원회 : 김근수

 전공의근무환경개선위원회 : 서의교 척추분야발전위원회 : 장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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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회장 및 고문

명 예 회 장    임광세, 문태준, 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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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문  김형동, 김문찬, 정희원, 박상근, 오석전, 윤일규, 이동열, 
이규성, 이상원, 김수한, 정용구, 여형태, 최낙원, 임영진, 
김동호, 최창화 

◆ 대한신경외과학 연구재단 임원

이    사    장 오석전

이              사  김수한, 김재민, 백민우, 송시헌, 여형태, 이규성, 이상원, 
임영진, 장진우, 정용구, 정희원, 최낙원, 최창화

감              사  김주승, 장재칠 

◆ 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

이    사    장 장진우 회              장 김재민

차 기 이 사 장  오창완 차  기  회  장 강성돈

상  임  이  사  총무 - 김우경, 학술 - 김세혁, 고시 - 박인성,  
수련교육 - 김성호, 기획 - 박정율, 재무 - 김무성,  
보험 - 진동규, 진료심의 - 박해관, 법제윤리 - 황정현,  
홍보 - 권정택, 회원관리 - 허    륭, 전산정보 - 백광흠,  
의료정책 - 김은영, 개원의 - 최세환, 전문병원 - 박진규

  특별 - 고도일, 고현송, 김범태, 김성민, 김태선, 노성우, 
문성근, 민경수, 조용준, 차승헌, 최하영, 홍승철 

별    정    직  학술지편집 - 문창택, 교과서편찬 - 이선일, 학회사편찬 - 이  언 

특 별 위 원 회   CNS창설위원회 - 백선하, 경쟁력강화위원회 - 박현선, 
미래위원회 - 정    신, 보험분야발전위원회 - 도재원,  
상대가치위원회 - 박봉진,  여의사위원회 - 박문선,  
자문위원회 - 박상근, 자보위원회 - 김근수,  
전공의근무환경개선위원회 - 서의교,  
척추분야발전위원회 - 장일태 

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명단 (2016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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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이승명, 이정일

이              사  강성돈, 고도일, 고현송, 공민호, 공태식, 권정택, 김근수, 
김대현, 김동원, 김무성, 김범태, 김법영, 김상우, 김선환,  
김성민, 김성호, 김세혁, 김우경, 김은영, 김인수, 김인환,  
김재민, 김주승, 김태곤, 김태선, 김현우, 노성우, 도재원,  
문성근, 문재곤, 문창택, 민경수, 박관호, 박문선, 박봉진,  
박상근, 박세혁, 박승우, 박용석, 박인성, 박정율, 박종태,  
박진규, 박철웅, 박춘근, 박해관, 박현선, 박화성, 백광흠,  
백선하, 서의교, 성재훈, 송영진, 심찬식, 안영환, 양국희,  
양승엽, 오성한, 오세문, 오창완, 유찬종, 유    헌, 윤영설,  
은종필, 이명기, 이무섭, 이상구, 이상원, 이상평, 이선일,  
이    언, 이일우, 이정호, 이철희, 임종현, 임준섭, 장석정,  
장웅규, 장일태, 장재칠, 장진우, 정상봉, 정    신, 정을수,  
정의화, 정천기, 조도상, 조용은, 조용준, 진동규, 차승헌,  
최세환, 최은석, 최하영, 한동석, 허    륭, 허    철, 홍승철,  
황인석, 황정현 (총 100명) 

◆ 상설위원회(상임이사) 

총 무 위 원 회   김우경(위원장), 김주한(부위원장), 김긍년, 김덕령, 김상우,  
김태곤, 박관호, 박철웅, 성재훈, 오성한, 유   헌, 이정호,  
장재칠, 조도상, 장원석(간사)

학 술 위 원 회   김세혁(위원장), 고준석(부위원장), 강동호, 김경태, 김종현, 
류경식, 문경섭, 박영석, 박익성, 방재승, 이상원, 임용철, 
정현호, 최순규, 김명진(간사)

고 시 위 원 회   박인성(위원장), 현동근(부위원장), 고은정, 김상대, 김선환, 
김인영, 박성현, 심규원, 양국희, 이관성, 이기택, 이상원, 
이정길, 장철훈, 조성민, 진동규, 홍석호, 홍재택, 황선철, 
김용휘(간사) 

수련교육위원회  김성호(위원장), 강희인, 고은정, 권순찬, 김대현, 김상돈, 
김석원, 김승기, 박용숙, 양승호, 유찬종, 이상구, 이태규, 
이형중, 조원호, 최승원, 김승범(간사) 

기 획 위 원 회   박정율(위원장), 김재용, 김종현, 문승명, 심규원, 양국희, 
윤석만, 이형중, 정진환, 조보용, 최순규, 박동혁(간사) 

재 무 위 원 회  김무성(위원장)

보 험 위 원 회   진동규(위원장), 곽호신, 박봉진, 박춘근, 이종오(부위원장),  
강동기, 권현조, 김도형, 김선환, 김영진, 김종현, 김진경,  
김현우, 박경재, 박관호, 박석규, 박준범, 박진규, 손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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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신명훈, 심정현, 양승민, 이근수, 이재학, 조보영, 
조진모, 지규열, 최세환, 허    륭

 [간사: 김용배, 김진욱,  박은석, 신준재] 

진료심의위원회  박해관(위원장), 공두식, 김대원, 김세훈, 문승명, 손문준, 
손병철, 신동성, 심규원, 윤승환, 이관성, 이진석, 장경술, 
장태안, 정진영, 주성필, 최기환, 피지훈, 홍창기, 주원일

(간사)

법제윤리위원회  황정현(위원장), 강신혁, 김영준, 김용배, 이선호, 정태영, 
최석근, 한인호, 김대원(간사)

홍 보 위 원 회   권정택(위원장), 양승민(부위원장), 구성욱, 김경태, 김해유, 
김현성, 문경섭, 신동아, 신승훈, 심정현, 엄기성, 이형중, 
장경술, 장인복, 조준성, 조진모, 최승원, 최   율, 최   일, 
이승환(간사) 

회원관리위원회  허   륭(위원장), 조성진(부위원장), 김대원, 신동아, 신일영, 
장동규, 지규열, 한인보, 김지희(간사) 

전산정보위원회  백광흠(위원장), 유도성(부위원장), 강석구, 김대원, 김만수,  
김승민, 김승범, 김재훈, 문승명, 박동혁, 방재승, 손   성,  
조성진, 최승원, 최규선(간사)

의료정책위원회  김은영(위원장), 권현조, 김인영, 김재용, 김종현, 박석규, 
박용숙, 신준재, 이기택, 이형중, 임재관, 홍석호, 홍창기, 
손문준(간사)

개원의위원회 최세환(위원장)

전문병원위원회    박진규(위원장), 최은석(부위원장), 김재학, 박권희,  
신명주, 이동찬, 이재학, 지규열, 황인석, 백승호(간사) 

특  별  이  사 고도일(위원장), 구성욱(부위원장), 심정현, 전인호, 
(대외협력위원회) 조보영, 안풍기(간사) 

특  별  이  사  홍승철(위원장), 강석구, 김영준, 김은영, 김종현, 김창현,
(발전기금관리위원회) 박중철, 엄기성, 장경술, 정진환, 주성필, 설호준(간사)

특  별  이  사  김태선(위원장), 강동호, 공두식, 김대원, 김승기, 김종현,
(학 술 상) 김태곤, 김현우, 송영진, 장원석, 조대철, 한영민, 
 정태영(간사) 

특  별  이  사  차승헌(위원장), 강동호, 김승범, 류경식, 문승명, 진성철, 
(적정진료심의위원회) 홍석호, 이재일(간사)

특  별  이  사  고현송(위원장), 안재성(부위원장), 강동훈, 주성필, 
(전임의제도연구위원회) 현승재, 홍창기, 권현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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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이  사 민경수(위원장)
(의료보조인력대책위원회)

특  별  이  사 김범태, 김성민, 노성우, 문성근, 조용준, 최하영

◆ 별정직위원회

학술지편집위원회   문창택(위원장), 임동준(부위원장), 고현송, 권택현,  
김무성, 김범태, 김상대, 김승기, 김정훈, 박승원, 박재찬, 
성재훈, 송근성, 신용삼, 유   헌, 윤승환, 이기택, 이무섭, 
정현호, 최우진, 최하영, 송상우(간사) 

교과서편찬위원회   이선일(위원장), 이기택(부위원장), 권순찬, 김용휘, 
박재찬, 유   헌, 임동준, 정진환, 정태영, 정현호, 조병문, 
최병관, 최석근, 한정호, 홍재택, 황선철 

학회사편찬위원회   이   언(위원장), 김은영, 박익성, 손은익, 이경석, 이상구, 
정   신, 김명진(간사) 

◆ 특별위원회

C N S  창 설 위 원 회   백선하(위원장)

경쟁력강화위원회  박현선(위원장)

미 래 위 원 회   정   신(위원장), 김선환, 김승범, 김영돈, 박준범,  
박철기, 유   헌, 이기택, 이상평, 조원호, 주성필 

보험분야발전위원회 도재원(위원장) <보험위원과 공유>

상 대 가 치 위 원 회  박봉진(위원장) <보험위원과 공유>

여 의 사 위 원 회  박문선(위원장)

자 문 위 원 회   박상근(위원장), 유재광, 임영진, 조한호, 최창화, 
함인석

자 보 위 원 회  김근수(위원장)

전공의근무환경개선위원회 서의교(위원장)

척추분야발전위원회  장일태(위원장), 조용은(부위원장), 김경현, 
김진성 ,  박진규 ,  박철웅 ,  이선호 ,  조보영 ,  
최은석, 장재칠(간사)

◆ 분과학회

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안영환(회장), 정현호(총무), 백선하(학술)  
(2017.04-2018.03) 

뇌 종 양 학 회    이선일(회장), 김재용(총무), 이기택(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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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17.06) 
뇌 혈 관 외 과 학 회    박인성(회장), 고현송(총무), 박익성(학술) 

(2017.02-2018.02)
소 아 신 경 외 과 학 회    문재곤(회장), 김상대(총무), 심규원(학술) 

(2016.05-2017.05)
척 추 신 경 외 과 학 회    조용은(회장), 이상구(총무), 윤승환(학술) 

(2016.09-2017.09)
신 경 손 상 학 회    김인수(회장), 문승명(총무), 김용배(학술) 

(2016.06-2017.05)
뇌 혈 관 내 수 술 학 회    성재훈(회장), 유승훈(총무), 정진영(학술) 

(2015.12-2017.12) 
노 인 신 경 외 과 학 회    김성호(회장), 김승범(총무), 박익성(학술) 

(2017.04-2018.03)
신 경 통 증 학 회    윤영설(회장), 지규열(총무), 신동아(학술) 

(2016.06-2018.05)
말 초 신 경 학 회    장재칠(회장), 심재준(총무), 김일섭(학술) 

(2017.01-2018.01)
신경중환자의학회   정천기(회장), 박봉진(총무), 방재승(학술) 

(2016.12-2017.11)
신경외과초음파학회   박세혁(회장), 최순규(총무), 김문간(학술) 

(2016.11-2018.10)

◆ 지 회 

서 울 · 경 인 지 회   김범태(회장), 장재칠(총무) (2017.03-2018.02)
대 구 · 경 북 지 회   정을수(회장), 조대철(총무) (2017.01-2017.12)
부산· 울산· 경남지회  이선일(회장), 팽성화(총무) (2017.01-2017.12)
대 전 · 충 청 지 회   이일우(회장), 이진석(총무) (2017.01-2017.12)
호 남 지 회   정     신(회장), 정태영(총무) (2017.04-2018.03) 

◆ 파견대의원 및 대표

대한의학회 평의원 장진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장진우

대한병원협회 신임위원 장진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재민, 오창완, 김우경, 김세혁

세계신경외과학회 대의원 이규성, 박춘근, 오석전, 왕규창

아시아대양주학회 대의원 이규성, 박춘근, 오석전, 왕규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 근 심 사 위 원

오세문



Practical Workshop

Room 114-115 (1F) Room 107-109 (1F) Room 104-106 (1F) Room 117-118 (1F)

척추 

(13:00-16:20)

신경통증 

(13:00-15:00)

KANS/수련교육위원회 

(13:00-17:00)

학술위원회 워크샵 

(13:00-17:00) 

척추의가 알아야 할  
새로운 의료법과 보험 

Session I: 의료법
좌장: 조용은(연세대), 

 이상구(가천대) 

1. 보험사기 특별법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3.  그밖에 새로 개선된 의료 

특별법 

 장성환(전 의협 변호사)

Session II: 보험

좌장: 박춘근(윌스기념병원), 

 진동규(연세대) 

1. 실손보험

 서인석(의사협회 보험이사)

2. 급여기준

 도재원(순천향대) 

3. 상대가치

 박봉진(경희대)

Ultrasound Basics and Self-
Made Phantom

좌장: 유찬종(가천대), 

 강원봉(튼튼병원)

1.  How to Use the Ultrasound 

Machines 

 최순규(마디신경외과) 

2.  How to Make Gelatin-

Based Spinal Phantom 

 박상혁(연세바른병원)

3.  How to Perform Facet Joint 

Injections Using the Self-

Made Phantom 

 심정현(심정병원) 

지도전문의 교육

좌장: 김성호(영남대)
1.  전공의 연차별 수련 목표 및 

내용 

  김승범(경희대)

2.  전공의 수련교육 내용의 평가 

  이상구(단국대)

3.  전문의 자격시험 및 취득요건 

  김대현(대구가톨릭대) 

수련교육책임자 포럼

좌장: 왕규창(서울대), 

  박윤관(고려대) 

1.  수련교육 현황과 현안 보고 

  김성호(영남대) 

2.  수련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

  김성훈(가톨릭대 핵의학과)

3.  공통 및 전문역량 중심의  

수련교육 내용의 적용 

  강희인(을지대)

4.  역량 중심의 수련교육  

내용의 평가 및 반영 

  전신수(가톨릭대) 

KANS 총회 

(17:00-18:00)

Essentials in Neurosurgical 
Procedures 

좌장: 김세혁(아주대), 
  고준석(경희대) 

Session I

1.  Principles of Surgical 

Positioning and Planning 

  김명진(가천대)

2.  ICP Monitoring and EVD 

  방재승(서울대)

3.  Decompressive 

Craniectomy for IICP 

  김종현(고려대)

4.  VP Shunt 

  박영석(충북대)

5.  Lumbar Laminectomy  

and Discectomy 

  강동호(경상대)

6.  Cervical AIF 

  류경식(가톨릭대)

Break

Session II 

1.  Craniotomy and Clipping of 

Cerebral Aneurysm 

  박익성(가톨릭대)

2.  Endovascular Coiling of 

Cerebral Aneurysm

  임용철(아주대)

3.  Convexity Meningioma 

Removal 

  문경섭(전남대)

4.   Microvascular 

Decompression for 

Hemifacial Spasm 

  정현호(연세대)

5.  Introduction of Simulation-

Based Neurosurgical 

Training 

  박정율(고려대) 

이사회 (16:00-17:30) Room 107-109 (1F)

07:00-07:50 Satellite Symposium

뇌혈관외과 Room 114-115 (1F) 신경손상 Room 117-118 (1F)

 좌장: 박인성(경상대), 방재승(서울대)

Surgical Management of Brain AVMs 

Michael T. Lawton (UCSF, USA)

 좌장: 양희진(서울대)

Best Practices in the Management of Traumatic Brain Injury

 Geoffrey Manley (UCSF, USA)

Transfer

07:55-08:00 Opening (KNS 학술이사) Premier Ballroom (2F)

08:00-09:00 Plenary Session Premier Ballroom (2F) 

좌장: 강성돈(원광대), 오창완(서울대)

제한적 등쪽 척추갈림증: 일차 신경관 형성 과정의 고찰 이지연(서울대)

 지정토론자: 심규원(연세대)

신경계 종양의 2016 WHO 분류 전과 후: 교종 환자의 예후를 더욱 잘 예측하게 되었는가? 노태훈(아주대)

 지정토론자: 정태영(전남대)

낙상 인지를 위한 3축 가속도 센서를 기본으로 한 Prototype Medical Wearable Device 김동환(부산대)

 지정토론자: 홍재택(가톨릭대)

소송으로 본 뇌동맥류: 판례 평가 이경석(순천향대)

 지정토론자: 정영주(학회 자문변호사)

09:00-09:10 Opening Remark & Address (KNS 회장/이사장) Premier Ballroom (2F)

09:10-10:10 Main Theme Symposium :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remier Ballroom (2F)

좌장: 장진우(연세대)

국내외 다기관 임상 Big Data 활용 박래웅(아주대 의료정보학과)

Can Artificial Intelligence (AI) Provoke the Revolutionary Change in the Medical Field? 이 언(가천대)

10:10-10:30 Coffee Break & Poster View

10:30-11:50 Special Lecture I Premier Ballroom (2F)

좌장: 박인성(경상대)

Seven Bypasses: Tenets and Techniques for Revascularization Michael T. Lawton (UCSF, USA)

좌장: 김인수(계명대)

Translational Opportunities to Improve Care in Acute Spinal Cord Injury Brian Kw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좌장: 조 준(건국대)

Future Perspectives of the Neuromodulation Therapy  Takamitsu Yamamoto (Nihon University, Japan)

11:50-12:00 Commemorative Photo & Transfer

12:00-13:20 Luncheon Seminar

Room 117-118 (1F) Room 104-106 (1F) Room 102-103 (1F) Room 114-115 (1F) Room 113 (1F) Room 116 (1F) Room 107-109 (1F)

뇌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말초 뇌종양 초음파 노인 간호

13:20-13:40 Coffee Break & Poster View

13:40-14:00 초청강연 Premier Ballroom (2F)

좌장: 김범태(순천향대)

인천과 전쟁 정진오(경인일보 정치 부장)

14:00-14:50 Invited Guest Lecture (명사초청강연) Premier Ballroom (2F)

좌장: 김재민(한양대)

외국인이 보는 다른 대한민국 이만열(경희대 국제대학)

14:50-15:10 Coffee Break & Poster View

15:10-16:10 Room 114-115 (1F) Room 117-118 (1F)

신경외과 정책연구 선정 과제 발표 좌장: 홍승철(성균관대)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좌장: 박정율(고려대)

정책과제1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개선

김범태(순천향대)

신경외과 의사의 확장성 조동찬(의학전문기자)

정책과제2 대한민국 신경외과 전공의의 피로도에 대한 설문조사연구

최규선(한양대)

정책과제3 퇴행성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 및 침습적 치료의 임상진료지침

손문준(인제대)

Beyond Conventional Medicine  김동환(녹십자의료재단)

정책과제4 대한신경외과학회지 질적 향상을 위한 제안

문창택(건국대)

정책과제5 신경외과의 치매환자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박익성(가톨릭대)

변혁의 길목에서 김형일(광주과학기술원)

정책과제6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한 신경외과 영역의 수술 청구 실태조사

오창완(서울대)

16:10-16:20 Transfer

16:20-18:00 English Session Residents` Session I Residents` Session II

Room 114-115 (1F) Room 117-118 (1F) Room 104-106 (1F) Room 107-109 (1F) Room 113 (1F) Room 116 (1F) Room 102-103 (1F)

Tumor
Vascular/

Endovascular
Spine I Spine II 

Functional/

Pediatric/

Neurotrauma/

Geriatric/

Peripheral

종양/소아/통증/말초 척추

18:00-18:30 Transfer

18:30- Gala Dinner Premier Ballroom (2F)

Thursday, April 13 Friday, April 14 Saturday, April 15
08:00-09:20 Breakfast Seminar

09:20-09:30 Transfer

09:30-10:45 Special Lecture II  Premier Ballroom (2F)

좌장: 정천기(서울대)

Future of Therapeutic Hypothermia Ki Won Lee (Memorial Hermann Texas Medical Center, USA)

좌장: 조병문(한림대)

Coming Together for the Future of Clinical Trials in Traumatic Brain Injury: A Precision Medicine Approach

Geoffrey Manley (UCSF, USA)

좌장: 김영백(중앙대)

Together for the Future; Endoscopic Brain and Spine Surgery  Hae Dong Jho (Drexel University, USA)

10:45-11:10 Coffee Break & Poster View

11:10-13:00
Scientific Session

Residents` 

Session III

Residents` 

Session IV

Room 102-103 (1F) Room 117-118 (1F) Room 104-106 (1F) Room 107-109 (1F) Room 114-115 (1F) Room 113 (1F) Room 116 (1F)

종양/소아
뇌혈관외과/

뇌혈관내수술
척추 I 척추 II

정위기능/

신경손상/ 

신경중환자/

신경통증/ 

말초/노인

혈관/노인

정위기능/

신경손상/ 

신경중환자

13:00-14:00 Luncheon & 전공의 세션 시상  Premier Ballroom (2F)

Transfer

개원의 및 봉직의를 위한 프로그램 Room 107-109 (1F) 

14:00-14:05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이사장, 신경외과의사회 회장 인사말 

14:05-15:05 Session I  좌장: 이상형(서울대), 김문간(수락신경외과) 

경동맥 초음파의 임상적 유용성 권형민(서울대)

하지 정맥류 진단법 김우식(국립중앙의료원)

하지 정맥류 초음파 검사법 김우식(국립중앙의료원)

15:05-15:20 Coffee Break

15:20-16:40 Session II  좌장: 허철(연세대), 박진규(평택박병원)

쉽게 이해하는 임상 경추 해부학 홍석기(청주마디신경외과)

영상의학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경추통과 상지통의 진단 최순규(마디신경외과)

외래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초음파 유도하 신경블럭 및 프롤로 치료 정재현(대전마디신경외과)

쉽게 이해하는 임상 요천추-고관절 해부학 목영준(조은마디병원)

16:40-16:50 Coffee Break

16:50-18:00 Session III  좌장: 박정율(고려대), 고도일(고도일병원) 

영상의학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요통과 하지통의 진단  박정율(고려대)

외래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신경블럭의 구체적 방법 양승민(에스신경외과)

외래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경추와 요추의 도수 치료 정종필(교하제일의원)

Room 104-106 (1F)

척추

Room 114-115 (1F)

정위기능

Room 117-118 (1F)

뇌혈관외과

Room 102-103 (1F)

소아

Room 107-109 (1F)

신경통증

Room 116 (1F) 

신경중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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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Information    1F

사무국 Preview 
Room

VIP

로비 / lobby

등록데스크

Fill-up

Room Information    1F

사무국 Preview 
Room

VIP

로비 / lobby

등록데스크

Fill-up

분과홍보처

E-
po
st
er

Room Information    2F

A B
C

로비 / lobby

분과홍보처

E-
po
st
er

Room Information    2F

A B
C

로비 / lobby

102-103호 

– Luncheon Seminar (말초)

- Residents’ Session II (척추)

- Breakfast Seminar (소아)

- Scientific Session (종양/소아)

104-106호 

– Practical Workshop (KANS/수련교육위원회)

- Luncheon Seminar (신경손상)

- English Session (SpineⅠ)

- Breakfast Seminar (척추)

- Scientific Session (척추Ⅰ)

107-109호            

- 이사회
– Practical Workshop (신경통증)

- Luncheon Seminar (간호)

- English Session (SpineⅡ)

- Breakfast Seminar (신경통증)

- Scientific Session (척추Ⅱ)

- 개원의 및 봉직의를 위한 프로그램

113호 

- Luncheon Seminar (신경초음파)

- English Session 
  (Functional/Pediatric/Neurotrauma/Geriatric/Peripheral)

- Residents’ Session III (혈관/노인)

114-115호

– Practical Workshop (척추)

- Satellite Symposium I (뇌혈관외과)

- Luncheon Seminar (뇌종양)

- 신경외과 정책연구 선정 과제 발표
- English Session (Tumor)

- Breakfast Seminar (정위기능)

- Scientific Session
  (정위기능/신경손상/신경중환자/신경통증/말초/노인)

116호 

- Luncheon Seminar (노인)

- Residents’ Session I (종양/소아/통증/말초)

- Breakfast Seminar (신경중환자)

- Residents’ Session Ⅳ(정위기능/신경손상/신경중환자)

117-118호 

– Practical Workshop (학술위원회)

- Satellite Symposium II (신경손상)

- Luncheon Seminar (뇌혈관내수술)

-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 English Session (Vascular/Endovascular)

- Breakfast Seminar (뇌혈관외과)

- Scientific Session (뇌혈관외과/뇌혈관내수술)

110호 – 사무국

111호 – Preview Room

112호 – VIP Room

Lobby (1F) – 등록데스크

Premier Ballroom A, B        

- Plenary Session

- Main Theme Symposium :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Special LectureⅠ

- 초청강연

- Invited Guest Lecture (명사초청강연)

- Gala Dinner

- Special LectureⅡ

- Luncheon & 전공의 세션 시상

Lobby (2F)           
– E-poster

- 분과홍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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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학술대회 운영

•  금년 춘계학술대회는 등록데스크와 Preview room이 현장에서 운영됩

니다. 등록비는 상반기 연회비, 기본 등록비, 선택 등록비 등으로 구분

되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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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view room 장소: 송도 컨벤시아 1층 111호 

사전등록 안내

•  * 2016년부터 대한의사협회의 정책에 따라, 학술대회 현장에서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평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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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으로 

바코드발송
바코드 인식 후 

명찰출력

프로그램북 및 

기념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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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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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 처리)

-  하루에 여러 번 접촉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  자동출결관리시스템(바코드)의 운영 시간(프로그램 강의시간만 해당)

4월 13일(목) 13:00~17:00 (4점)
4월 14일(금) 07:00~18:00 (6점)
4월 15일(토) 08:00~18:00 (6점) 
 14:00~18:00 (4점) 

나. 출석에 해당되는 인정평점(바코드 확인 시) 

  : 평점은 학회기간 동안 당일(매일) 평점으로 인정

4월 13일(목): 4평점인 경우 인정 시간

□ 2시간 초과시 → 3평점

□ 3시간 초과시 → 4평점

4월 14~15일(금~토): 6평점 경우인 인정 시간

□ 2시간 초과시 → 3평점

□ 3시간 초과시 → 4평점

□ 4시간 초과시 → 5평점

□ 5시간 초과시 → 6평점

4월 15일(토): "개원의 및 봉직의를 위한 프로그램"만 신청하신 경우(4평점) 

□ 2시간 초과시 → 3평점

□ 3시간 초과시 → 4평점 

<주의사항 안내>

-  4월 13일(목) 선택등록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  

당일에 참석하셔도 평점이 이수되지 않습니다. 
- 바코드를 1회만 접촉할 경우 평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점 처리)
- 단, 스캔 간격은 1시간을 초과해야만 함. 

**  최근 평점관리가 엄격합니다. 회원님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꼭 참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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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등록 안내

• 현장등록 (On-Site Registration)

 등록부스 위치는 1층 로비(주출입문 앞)에 있습니다. 
 등록비와 등록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절차

1. 현장등록 신청서를 작성

2. 현장등록 데스크에 제출하고 총 금액을 지불

3. 명찰 및 Final Program 수령

* 등록시간

2017년 4월 13일(목) 12:00-17:00
2017년 4월 14일(금) 06:30-17:00
2017년 4월 15일(토) 07:30-17:00
 
*현장등록비 

현장등록 

기본 등록비 상반기 연회비 

정회원 100,000원 70,000원 

전공의, 군의/공보의 60,000원 30,000원 

특별회원, 비회원 180,000원

간호회원 100,000원

※  명예회장, 고문, 전임 회장, 전임 이사장 그리고 원로 회원(만65세 이상)은 연회

비, 등록비, 만찬 참가비가 면제됩니다. 단, 세미나 참가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명찰 수령과 동시에 

입실 출석 인식

프로그램북 및 

기념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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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전체 초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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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la Dinner Ticket, Seminar Ticket이 들어 있습니다. 
 2. 수령 후 내용물을 필히 확인하십시오

 3.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 안내

•  만찬 Gala Dinner 
 * 4월 14일(금) 오후 6시 30분, 프리미어볼룸 (2F) 
 *  대한신경외과학회 제35차 춘계학술대회를 축하하는 만찬을 준비하

였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Application 안내

•  Application
 1.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KNS 2017" 검색 후 다운로드 → 실행 
 2. 아이폰 
     구글마켓에서 "KNS 2017" 검색 후 다운로드 →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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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안내

1. 만찬경품안내 

•  경품응모방법

  명찰 수령 후 뒤에 있는 경품 추첨권을 만찬장 입장시 응모함에 넣어주세요. 
• 경품추첨방법

  14일(금) 만찬시간에 응모함에 제출하신 경품권을 추첨하여 다양한 경품을 
드립니다.

2. 부스투어경품응모방법

명찰과 함께 수령하신 부스투어 경품권을 지정된 업체에 스티커를 모두  
받으신 후에 응모함에 넣어주세요. 

• 부스투어경품추첨방법

14일: 15시10분 Coffee Break & Poster View까지 응모한 회원분들에 한해 
추첨 진행

15일: 11시10분 Coffee Break & Poster View까지 응모한 회원분들에 한해 
추첨 진행

경품당첨 확인은 각 세션룸에 슬라이드로 발표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1층 사무국(110호)에서 명찰확인 후 경품을 수령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안내

 1. 전시업체 전시물 설치 장소

  1층 로비, 2층 로비

2. 전시물 설치 기간

  4월 13일(목요일) 18:00-22:00 

3. 전시기간

   * 개장시간: 4월 14일(금요일) 07:00-18:00
 4월 15일(토요일) 08: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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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 Room 진행 및 연제발표 안내

1.  발표 PPT file 주의사항 

•  발표 연제의 PPT 파일 현장 Preview room으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발표시간 2시간 전까지 제출)

•  파워포인트 2007, 2010, 2013, 2016으로 작성된 PPT 파일만 가능합니다.

•  일반연제(6분발표)는 12페이지 이내(파일크기 12Mb 이내)를 권장합니다. 

•  동영상 파일 첨부 시 화면 크기는 1024×768픽셀 이하, file format는 
WMV, 비트 전송률은 3Mbps 이하(DVD 수준, 분당 22 Mb)의 규격을 
지켜 주십시오. 동영상 편집에 사용된 프로그램 이름과 버전, 코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십시오. 파일용량이 50M 이상일 때는 

인코딩을 통해 compression(압축)을 하여 업로드 해주시길 바랍니다.

•  학술대회장에서 원활한 파일의 재생을 위해서 되도록 기본 폰트(특수 
폰트는 깨져서 안 보이거나 다른 폰트로 대치됨)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2. 발표시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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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시간은 5분입니다. 

• ES연제 발표 시간은 8분, 질문 시간은 4분입니다. 

• SS연제 발표 시간은 6분, 질문 시간은 4분입니다. 

• 전공의 세션 발표 시간은 4분, 질문 시간은 3분입니다. 

•  포스터는 이전과 동일하게 홈페이지상에서 업로드 하여주시기 바라

며, 학술대회 중 지정된 시간에 업로드된 파일이 자동으로 presentation
됩니다. 발표를 하실 연자께서는 해당시간에 포스터 룸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pecial Lecture, English Session을 제외한 모든 발표는 국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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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준수사항

☞ 발표와 토론을 위하여 할당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발표시간 토론 

Special Lecture 25분 (토론포함) 

Plenary Session 10분 5분 (패널 토론) 

Seminar 각 세미나별로 할당  

English Session 8분 4분

Scientific Session 6분 4분

전공의 세션 4분 3분 

• Seminar 
1.  시간을 엄격히 지켜 주십시오. (연제 종료시간 30초 전에 실내조명

이 한 번 밝아지며 할당시간이 경과하면 전원이 차단됩니다.) 

2. 한두 사람에 의하여 독점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3.  토론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좋은 토론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주십

시오. 

4.  좌장의 발언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져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
십시오. 

5.  주제를 벗어난 부적절한 발언이나 토론 내용은 즉시 제지시켜 주십

시오. 

6.  Seminar는 모든 발표가 끝난 후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토론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시작시간 및 발표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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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T. Lawton M.D.

SPECIAL LECTURE I FRIDAY, APRIL 14, 2017

Department of Neurological 
Surger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SA 

BIOGRAPHY
Michael Lawton MD is the Tong-Po Kan endowed chair, professor, and 
vice-chairman of the Department of Neurological Surger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He is chief of vascular neurosurgery, 
specializing in the surgical treatment of aneurysms, arteriovenous 
malformations, arteriovenous fistulas, cavernous malformations, and 
cerebral revascularization, including carotid endarterectomy. As chief of one 
of the busiest cerebrovascular searvice on the West coast for over 18 years, 
he has experience in surgically treating over 4000 brain aneurysms and over 
750 AVMs. He is also practices the endovascular treatment of aneurysms.

Dr. Lawton co-directs and conducts his research at the UCSF Center for 
Cerebrovascular Research (CCR), a collaborative research group funded by 
grants from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that investigates the physiology 
of cerebral circulation and the pathophysiology of vascular malformations. 
His basic science investigations study the formation, underlying genetics, 
and rupture of brain AVMs, as well as the hemodynamics, rupture, and 
computational modeling of brain aneurysms. His clinical investigations 
study the anatomy of microsurgical approaches to vascular lesions and 
the outcomes of aneurysm, AVM, and bypass surgery. He is the principle 
investigator of a NIH U54 grant and program director of the Brain 
Vascular Malformation Consortium (BVMC), a multicenter group studying 
malformations associated with Hereditary Hemorrhagic Telangiect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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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ernous malformations, and Sturge Weber Syndrome.

He has published over 450 peer-reviewed articles, over 70 book chapters, 
and 3 textbooks, including Seven AVMs: Tenets and Techniques for 
Resection and Seven Aneurysms: Tenets and Techniques for Clipping , 
which has won numerous awards and sold more copies than Yasargil’s 
Microneurosurgery. His awards include the Young Neurosurgeon Award 
from the World Federation of Neurological Societies, the Harold Rosegay 
Teaching Award, and the Diane Ralston Clinical and Basic Science Teaching 
Award. He has given over 600 invited lecture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cluding visiting professorships at over 40 neurosurgical institutions. He 
has been active in resident teaching, directing the CNS Anatomy Course 
for Senior Residents, co-directing the AANS Vascular Skills Course, and 
directing industry-sponsored anatomy courses. He sponsors an observership 
in vascular neurosurgery that has hosted more the 100 neurosurgeons and 
resident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He co-founded Mission: BRAIN, a 
teaching mission to raise the level of neurosurgery practiced in developing 
countries, and has conducted 7 missions in Mexico and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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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K. Kwon, MD, PhD, FRCSC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Current Position
• Canada Research Chair in Spinal Cord Injury
• Dvorak Chair in Spine Trauma
• Professor, Department of Orthopaedic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Attending Spine Surgeon, Vancouver General Hospital
• Research Scientist,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Repair Discoveries

Awards / Honours
• J. Eduoard Samson Award, Canadian Orthopaedic Foundation, 2013
• American-British-Canadian (ABC) Traveling Fellow, 2011
•  Kappa Delta Young Investigator Award, (AAOS / Orthopaedic Research 

Society), 2010 
•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New Investigator, 2009 
• Business in Vancouver’s Top 40 under 40, 2009
• Michael Smith Foundation for Health Research Scholar, 2007
• Hibbs Award in Basic Science Research, SRS Meeting, 2006
• Whitecloud Award in Clinical Research, IMAST, 2005
• North American Traveling Fellow, 2003

Research Grants Awarded As Principal or Co-Investigator (Last 5 Years)
• ~CDN$16.2 Million  

Invited Presentations and Lectureships 
• 140  (29 Plenary/Keynote) 

SPECIAL LECTURE I FRIDAY, APRIL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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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amitsu Yamamoto MD, PhD

Professor, Division of Applied System Neuroscience, 
Department of Neurological Surgery 
Chairman, Department of Neurological Surgery, 
Nih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ducation 
1. MD: Nih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70-1976)
2. Certificate as Neurosurgeon: The Japan Neurosurgical Society (1982)
3. Ph D: Nih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3)
4.  Dept Neurosurgery and Pharmacology, Medical College of Virginia 

(1983-1984)

Appointments 
1.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eurological Surgery, Nihon Univ. School 

of Medicine (1991)
2.  Associate Professor, Dept. of Neurological Surgery, Nihon Univ. School 

of Medicine (1999)
3.  Professor, Division of Applied System Neuroscience, Dept. of 

Neurological Surgery, Nihon Univ. School of Medicine (2005)
4.  Chairman, Department of Neurological Surgery, Nih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015) 

Fields of specialty 
1.  Treatment of involuntary movement disorders, intractable pain, motor 

weakness, vegetative state, and minimally conscious state.
2.  Clinical application of deep brain stimulation, motor cortex stimulation, 

spinal cord stimulation, and rTMS for neuromodulation.
3.  Clinical neurophysiology and intraoperative monitoring of motor function.

SPECIAL LECTURE I FRIDAY, APRIL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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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in the following scientific societies (among others) 
1. International Neuromodulation Society (Japan Chapter President)
2.  Asian Australasian Society of Stereotactic and Functional Neurosurgery 

(Secretary General)
3.  WFNS Neurorehabilitation and Reconstractive Neurosurgery (Secretary 

General)
4.  Editor of the Journal of Japanese Association for Study of Pain (Pain 

Research) 

SPECIAL LECTURE I FRIDAY, APRIL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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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오 

충남대학교 철학 문학사

경인일보 정치부장

INVITED LECTURE FRIDAY, APRIL 14, 2017

주요 경력

2000.10.  이달의 기자상(제122회)
2007.12. 이달의 기자상(제208회)
2008.02. 이달의 기자상(제210회)
2012. 한국신문상 

2013.06. 이달의 기자상(제274회)

저서 

‘세월을 이기는 힘, 오래된 가게’(2015), ‘인천문학전람’(공저, 2015), ‘세
계사를 바꾼 인천의 전쟁’(공저, 2012), 
‘인천인물 100인’(공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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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열(李萬烈,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Emanuel Pastreich)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대학원 

INVITED LECTURE FRIDAY, APRIL 14, 2017

학력사항

1992-1998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 학위 취득

  논문 주제: “한일 중국통속소설 수용 과정 비교연구”
  동아시아 언어 및 문명학

1988-1991 일본 동경 대학 석사 학위 취득

   논문 주제: “19세기 일본 한시 시인 타노무라 치쿠덴 

(田能村竹田)”
  비교 문학

1983-1987 미국 예일 대학교 학사 학위 취득

  중국 문학 전공, 우등 졸업

1985-1986 국립 대만 대학 유학

  학부 3학년 재학중, 중국 문학 전공

경력사항  
2013-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전임부교수

2011-2012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2007-2011 우송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2009-2010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이사장 고문

2007-2008 충청남도 도지사 국제교류 보좌관

2005-2007 주미워싱턴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

   공식 웹사이트 “Dynamic Korea” 편집국장 겸 KORUS 
포럼 코디네이터

2006-2007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역사학과(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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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6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동아시아학센터(객원연구원)

1998-2004  미국 일리노이대학(어바나 샴페인) 동아시아 언어 및 

문명학과 조교수 겸 일본어 프로그램 디렉터

1998 상반기  한국 외교안보연구원(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외교관 훈련 코스 강사

1997 하반기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동아시아언어  

(객원강사)

1995-1996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중국과 한국문학

기타활동  
2013-현재 문화융성위원회(위원)

2010-현재 한국산업융합협회위원회(발기인)

  한국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회원)

2008-2010  생명공학연구원, 지질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객원연구원)

  대전광역시 시정협력단(회원)

  광주 광역시 국제화위원회(회원)

  대전 광역시 국제투자유치위원회(회원)

연구과제  
2012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1.06-2011.08  Strategies for Promoting Successful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Convergence Technologies, 서울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2011.03-2011.11  융합기술연구의 글로벌화를 위한 효과적 방안 연구, 

표준연구원

2009.11-2010.04  동남아 국가의 원자력안전규제 인프라 조사분석,  

원자력안전기술원

2008.10-2009.09 소각재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환경적 평가, 지질연구원

2009.05-2009.12 해외 과학시술 국제협력 모델 분석, 생명공학연구원

2008.09-2009.05 생명공학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생명공학연구원

필진

2014년-현재 중앙일보 정기 칼럼

2013년 하반기 조선일보

INVITED LECTURE FRIDAY, APRIL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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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동아일보

2012년 하반기 국민일보

2011년 상반기 한국경제신문

2010년 하반기 문화일보

2010년 상반기 매일경제신문

INVITED LECTURE FRIDAY, APRIL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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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won Lee, MD, FACP, FAHA, FCCM

Vice Chairman of Neurosurgery for Critical Care
Associate Professor, Neurosurgery and Neurology
Head, Division of Critical Care
Director, Neuroscience and Neurotrauma-ICU
The University of Texas McGovern Medical School
Memorial Hermann-Texas Medical Center
The Mischer Neuroscience Institute, Houston, Texas

SPECIAL LECTURE ll SATURDAY, APRIL 15, 2017

Faculty Biography
Dr. Lee is an academic neuro-intensivist. A graduate of Columbia 
University, he received formal training in cerebrovascular disease, 
neurological and neurosurgical critical care from Harvard Medical School 
–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and Brigham and Women’s Hospital in 
Boston, Massachusetts. He joined Jefferson Medical College of Thomas 
Jefferson University, Philadelphia in 2005 and served as the Director of 
Neuro-Intensive Care Unit and Program Director of the Neuro-Critical Care 
Fellowship training. He served as a faculty staff at the Jefferson Stroke 
Center where he had an active role in acute management of all stroke 
victims. 

In 2007, he was recruited to Columbia University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in New York. As a full time faculty attending for the Neurological 
Intensive Care Unit at Columbia Presbyterian Medical Center, he has treated 
all critically ill, acute brain injury patients using the latest breakthrough in 
ICU technologies. He has trained multiple generations of both neurology 
and neurosurgery trainees as well as a large group of critical care fellows 
including neurocritical care, anesthesia surgical critical care fellows and 
pulmonary critical care fellows. He has served on hospital quality assurance 
committee and multidisciplinary, interdepartmental stroke and critical care 
committees at the New York Presbyterian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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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Dr. Lee has taken a leadership position as the Chief of Critical 
Care, Director of Neurocritical Care and Neuroscience Intensive Care Unit 
at the Memorial Hermann Texas Medical Center and Associate Professor 
of neurology and neurosurgery, as well as Vice Chairman for Critical Care 
at the Departments of Neurosurgery and Neurology at the University of 
Texas Medical School at Houston. He is currently head of the critical care 
division. He holds key leadership role at the Mischer Neuroscience Institute 
as the lead physician at the Texas Medical Center and directs multiple west 
campus medical centers’ neuroscience programs. He is the editor-in-chief of 
a formal textbook in neurocritical care, the Neuro-ICU Book, and has more 
than 200 peer-reviewed abstract articles, book chapters and original clinical 
research publications. Dr. Lee is involved in many ongo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earch projects. His research focuses on acute interventional 
stroke therapies and advanced treatment of delayed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s after subarachnoid hemorrhages. He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hemostasis research as well as advanced cardiac output monitoring 
research for severe brain injury patients. He has been invited to give 
numerous keynote speeches and grand rounds, as well as continued medical 
education and special lectures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He has chaired countless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ademic sessions at the 
medical/surgical society congress meetings and directed national medical 
conferences. He has mentored and trained many academic neurologists, 
neurosurgeons, intensivists, anesthesiologists and emergency medicine 
physicians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He is a reviewer for several leading medical journals including the 
Neurology, Cerebrovascular Disease, Neurocritical Care, Journal of 
Intensive Care Medicine, and Critical Care Medicine. He is the editor for 
neurological critical care for the critical care year book publication of the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He is an active member of the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American Heart Association, American Stroke 
Association, Neurocritical Care Society and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He is on the editorial advisory board for the journal of Hospital 
Practice. He has been named a fellow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American Stroke Council,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and American 
College of Critical Car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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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ffrey T. Manley, MD,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SA 

Geoffrey T. Manley, MD, PhD is the Chief of Neurosurgery at San Francisco 
General Hospital and Professor and Vice Chairman of Neurosurger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CSF). He co-directs the UCSF 
Brain and Spinal Injury Center. Dr. Manley is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expert in neurotrauma. He has published over 200 manuscripts that reflect 
a wide range of research interests from molecular aspects of brain injury to 
the clinical care of traumatic brain injury (TBI) patients. He has helped to 
define new molecular mechanisms and develop advanced neuromonitoring 
and informatics tools for TBI. He currently leads national and international 
efforts, funded by public-private collaborations, to create a modern 
precision medicine information commons. This information commons 
integrates clinical, imaging, proteomic, genomic, and outcome biomarkers 
of TBI to drive the development of a new TBI disease classification system. 
As demonstrated in other diseases, a more precise classification of TBI 
could revolutionize diagnosis, direct patient-specific treatment, and improve 
outcomes. His many honors include the Trauma Research Award from the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and the General Motors Trauma Research 
Award. He has served as a Consultant for the Prehospital Guidelines 
Committee fo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on numerous clinical 
research committees for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SPECIAL LECTURE ll SATURDAY, APRIL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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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Dong Jho, M.D., Ph.D.

Professor and Chairman, 
Department of Neuroendoscopy 
Director, 
Jho Institute for Minimally Invasive neurosurgery
Allegheny General Hospital, 
Drexel University Medical College, USA 

Hae-Dong Jho, M.D., Ph.D., serves as professor and chairman of Neuroendoscopy 
and is the director of the Jho Institute for Minimally Invasive Neurosurgery at 
Allegheny General Hospital. 

Before moving his practice to Allegheny General Hospital in 2001, Dr. Jho 
was a professor of neurosurgery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School. He also served as director for the Center for Minimally Invasive 
Innovative Microneurosurgery at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 
(UPMC) Health System. A native of South Korea, Dr. Jho received his 
medical degree at Chonnam University Medical School in South Korea. 
After serving military duty as a medical officer, he completed post-graduate 
training with a residency in neurosurgery at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in Seoul, South Korea. He earned a doctorate in neurobiochemistry 
from Hanyang University Medical School in Seoul. Then, he moved to 
U.S.A. and took a fellowship in microneurosurgery followed by a full-
course of neurosurgery residency training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

Dr. Jho has published more than 110 scientific papers in peer-reviewed 
journals, 150 abstracts and 20 book chapters. Dr. Jho has clinical and 
research interest i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endoscopic 
neurosurgical techniques for treating a spectrum of neurological conditions, 
including cerebral aneurysms and other cerebral vascular disorders, complex 

SPECIAL LECTURE ll SATURDAY, APRIL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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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ull base brain tumors and various spinal disorders. He has pioneered in 
developing endoscopic cranial nerve surgery, minimally invasive cervical 
spine surgery without spinal fusion, minimally invasive endoscopic thoracic 
spine surgery and minimally invasive endoscopic lumbar spine surgery. 
Minimally invasive nature of his brain and spine surgery enabled patients to 
recover quickly with short hospital stay. 

Dr. Jho is certified by the American Board of Neurological Surgeons and is 
currently on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American Board of spine Surgery.

SPECIAL LECTURE ll SATURDAY, APRIL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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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6:20

Practical Workshop Room 114-115 (1F)

척추 

척추의가 알아야 할 새로운 의료법과 보험

Session  I: 의료법  좌장: 조용은(연세대), 이상구(가천대) 

PW-A01  보험사기 특별법 
PW-A0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PW-A03  그밖에 새로 개선된 의료 특별법 
 장성환 변호사(전 의협 변호사)

Session II: 보험 좌장: 박춘근(윌스기념병원), 진동규(연세대)  

PW-A04  실손보험 서인석(의사협회 보험이사)
PW-A05  급여기준 도재원(순천향대) 
PW-A06  상대가치 박봉진(경희대)  

13:00-15:00

Practical Workshop Room 107-109 (1F)

신경통증 

Ultrasound Basics and Self-Made Phantom

좌장: 유찬종(가천대), 강원봉(튼튼병원)

PW-B01 How to Use the Ultrasound Machines 
최순규(마디신경외과)

PW-B02 How to Make Gelatin-Based Spinal Phantom 
박상혁(연세바른병원)

PW-B03  How to Perform Facet Joint Injections Using the Self-Made Phantom
 심정현(심정병원) 

PRACTICAL WORKSHOP   THURSDAY, APRIL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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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7:00

Practical Workshop Room 104-106 (1F)

KANS/수련교육위원회

지도전문의 교육

좌장: 김성호(영남대)

PW-C01 전공의 연차별 수련목표 및 내용  김승범(경희대) 
PW-C02 전공의 수련교육 내용의 평가  이상구(단국대) 
PW-C03 전문의 자격시험 및 취득요건  김대현(대구가톨릭대) 

수련교육책임자 포럼

좌장: 왕규창(서울대), 박윤관(고려대)

PW-C04 수련교육 현황과 현안 보고  김성호(영남대) 
PW-C05 수련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 
  김성훈(가톨릭대 핵의학과)
PW-C06 공통 및 전문역량 중심의 수련교육 내용의 적용 
 강희인(을지대)
PW-C07 역량 중심의 수련교육 내용의 평가 및 반영 
 전신수(가톨릭대) 

17:00-18:00  KANS 총회 

PRACTICAL WORKSHOP   THURSDAY, APRIL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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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7:00

Practical Workshop Room 117-118 (1F)

학술위원회 워크샵

Essentials in Neurosurgical Procedures

좌장: 김세혁(아주대), 고준석(경희대)

PW-D01 Principles of Surgical Positioning and Planning 
김명진(가천대)

PW-D02 ICP Monitoring and EVD  방재승(서울대)

PW-D03 Decompressive Craniectomy for IICP  김종현(고려대)

PW-D04 VP Shunt  박영석(충북대)

PW-D05 Lumbar Laminectomy and Discectomy
  강동호(경상대)

PW-D06 Cervical AIF  류경식(가톨릭대)

PW-D07 Craniotomy and Clipping of Cerebral Aneurysm 
박익성(가톨릭대)

PW-D08 Endovascular Coiling of Cerebral Aneurysm
  임용철(아주대)

PW-D09 Convexity Meningioma Removal  문경섭(전남대)

PW-D10 Microvascular Decompression for Hemifacial Spasm 
정현호(연세대)

PW-D11 Introduction of Simulation-Based Neurosurgical Training 
박정율(고려대)

PRACTICAL WORKSHOP   THURSDAY, APRIL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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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SYMPOSIUM FRIDAY, APRIL 14, 2017

07:00-07:50

Satellite Symposium I  Room 114-115 (1F)

뇌혈관외과 

좌장: 박인성(경상대), 방재승(서울대)

Surgical Management of Brain AVMs
Michael T. Lawton (UCSF, USA)

07:00-07:50

Satellite Symposium II  Room 117-118 (1F)

신경손상 

좌장:  양희진(서울대)

Best Practices in the Management of Traumatic Brain Injury
Geoffrey Manley (UCSF,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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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SESSION FRIDAY, APRIL 14, 2017

08:00-09:00

Plenary Session Premier Ballroom (2F)

좌장: 강성돈(원광대), 오창완(서울대)

PS-01 제한적 등쪽 척추갈림증: 일차 신경관 형성 과정의 고찰 
이지연(서울대)

지정토론자: 심규원(연세대)

PS-02  신경계 종양의 2016 WHO 분류 전과 후: 교종 환자의  
예후를 더욱 잘 예측하게 되었는가? 

노태훈(아주대)
지정토론자: 정태영(전남대)

PS-03  낙상 인지를 위한 3축 가속도 센서를 기본으로 한 
Prototype Medical Wearable Device 

 김동환(부산대)
지정토론자: 홍재택(가톨릭대)

PS-04 소송으로 본 뇌동맥류: 판례 평가

 이경석(순천향대)
지정토론자: 정영주(신경외과학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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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FRIDAY, APRIL 14, 2017

09:10-10:10

Main Theme Symposium  Premier Ballroom (2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좌장:  장진우(연세대)  

MTS-01 국내외 다기관 임상 Big Data 활용

 박래웅(아주대 의료정보학과)

MTS-02  Can Artificial Intelligence (AI) Provoke the 
Revolutionary Change in the Medical Field? 

이   언(가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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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LECTURE I FRIDAY, APRIL 14, 2017

10:30-11:50

Special Lecture I  Premier Ballroom (2F)

좌장: 박인성(경상대)

SL(Ⅰ)-01  Seven Bypasses: Tenets and Techniques for Revascularization
Michael T. Lawton (UCSF, USA)

좌장: 김인수(계명대)

SL(Ⅰ)-02  Translational Opportunities to Improve Care in Acute 
Spinal Cord Injury
Brian Kw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좌장: 조   준(건국대)

SL(Ⅰ)-03 Future Perspectives of the Neuromodulation Therapy
Takamitsu Yamamoto (Nihon Universit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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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EON SEMINAR  FRIDAY, APRIL 14, 2017

12:00-13:20

Luncheon Seminar  Room 117-118 (1F)

뇌혈관내수술

뇌혈관내수술 진료지침 최신 업데이트 

좌장: 김범태(순천향대), 성재훈(가톨릭대)   

LS-A01 Asymptomatic Carotid Stenosis 강현승(서울대)

LS-A02 Endovascular Treatment of Cerebral Aneurysms
박석규(순천향대)

LS-A03 Endovascular Treatment of Acute Ischemic Stroke
김창현(계명대)

12:00-13:20

Luncheon Seminar  Room 104-106 (1F)

신경손상

Traumatology in Military Medicine 

좌장: 안종성(국군의무사령관), 김인수(계명대)   

LS-B01 군내 외상 환자 대응 현황과 국군외상센터의 개념 및 계획

신홍경(육군본부 보건정책과)

LS-B02 군내 신경계 외상환자의 경험 및 현황

조병규(국군수도병원)

LS-B03 군내 폭발상 환자에 대한 경험 및 현황

나기태(국군수도병원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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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EON SEMINAR  FRIDAY, APRIL 14, 2017

12:00-13:20

Luncheon Seminar  Room 102-103 (1F)

말초

Updates in Management of Peripheral Nerve Tumors 

좌장: 손병철(가톨릭대), 한인보(CHA의과학대) 

LS-C01 Surgical Management of Benign Peripheral Nerve Tumors 

김일섭(가톨릭대) 

LS-C02 Surgical Management of Malignant Peripheral Nerve Tumors 

조용준 (한림대)

LS-C03 Radiosurgery for Peripheral Nerve Tumors 

손문준(인제대)

12:00-13:20

Luncheon Seminar  Room 114-115 (1F)

뇌종양

Managing Patients with Metastatic Brain Tumors

좌장: 이선일(인제대), 정   신(전남대)   

LS-D01 Surgical Treatment for Brain Metastases 이기택(가천대)

LS-D02 Radiosurgery for Brain Metastases 한정호(서울대)

LS-D03 Management of Leptomeningeal Carcinomatosis 
곽호신(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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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EON SEMINAR  FRIDAY, APRIL 14, 2017

12:00-13:20

Luncheon Seminar  Room 113 (1F)

초음파

초음파를 이용한 수근관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 

좌장: 박세혁(한림대), 허   철(연세대)   

LS-E01 초음파의 기초 목영준(조은마디병원)

LS-E02 초음파를 이용한 수근관증후군의 진단 허    철(연세대)

LS-E03 초음파를 이용한 수근관증후군의 치료 박세혁(한림대)

12:00-13:20

Luncheon Seminar  Room 116 (1F)

노인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제도와 신경외과 의사의 역할 

좌장: 김성호(영남대), 이   언(가천대)   

LS-F01 우리나라 노인환자 진료 현황과 과제  박상근(인제대)

LS-F02 신경외과 학회의 대응 전략과 방향 박정율(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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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EON SEMINAR  FRIDAY, APRIL 14, 2017

12:00-13:20

Luncheon Seminar  Room 107-109 (1F)

간호

좌장: 박희라(경희의료원)   

LS-G01 척추신경외과 병동 간호사 응급상황 대처 향상활동

김명신(강남세브란스병원)

LS-G02 대학병원 간호사의 욕창간호지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

전진희(고려대 구로병원)

LS-G03  신경외과 Prone Position 적용 환자의 압박 욕창 발생  
감소를 위한 개선활동 

채미혜(서울아산병원) 

LS-G04  신경계중환자실 효율적 간호업무를 위한 개선활동,  
간접간호시간 개선활동 

서정훈(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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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FRIDAY, APRIL 14, 2017

13:40-14:00

초청강연 Premier Ballroom (2F)

좌장: 김범태(순천향대)   

인천과 전쟁  정진오(경인일보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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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초청강연 FRIDAY, APRIL 14, 2017

14:00-14:50

Invited Guest Lecture  Premier Ballroom (2F)

좌장: 김재민(한양대)   

외국인이 보는 다른 대한민국  이만열(경희대 국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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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정책연구 선정 과제 발표 FRIDAY, APRIL 14, 2017

15:10-16:10
신경외과 정책연구 선정 과제 발표 Room 114-115 (1F)

좌장: 홍승철(성균관대) 

정책과제1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개선

 김범태(순천향대)

정책과제2  대한민국 신경외과 전공의의 피로도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

 최규선(한양대)

정책과제3  퇴행성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 및 침습적 치료의 임상

진료지침

 손문준(인제대)

정책과제4 대한신경외과학회지 질적 향상을 위한 제안

 문창택(건국대)

정책과제5  신경외과의 치매환자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

그램 개발

박익성(가톨릭대)

정책과제6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한 신경외과 영역의 수술 
청구 실태조사

오창완(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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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FRIDAY, APRIL 14, 2017

15:10-16:10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Room 117-118 (1F)

좌장: 박정율(고려대)   

SY-01 신경외과 의사의 확장성        
조동찬(의학전문기자)

SY-02 Beyond Conventional Medicine 
김동환(녹십자의료재단)

SY-03 변혁의 길목에서

김형일(광주과학기술원)



PROGRAM OF THE 35th ANNUAL SPRING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APRIL 13-15, 2017 63

16:20-18:00
ES-A 

Tumor 
Chairpersons: Jeong Hoon Kim (Ulsan University), 

 Jeong Hyun Hwa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S-A01  Local Recurrence of Brain Metastasis Reduced by Intraoperative 
Hyperthermia Treatment 

 Yoon Hwan B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S-A02  The Usefulness of Newly Designed Pituitary Retractor in the 
Endoscopic Endonasal Pituitary Surgery 

  Wan Soo Yoon, Myeong Soo Song, Byung Rae Cho, Kyung Sool Jang, Young Sup 

Park, Dong Sup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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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A03  Prognostic Impact of 2016 WHO Classification in Anaplastic 
Gliomas 

  Je Beom Hong1, Ju Hyung Moon2, Hun Ho Park2, Tae Hoon Roh2, Eui Hyun Kim2, 

Seok Gu Kang2, Se Hoon Kim2, Jong Hee Chang2 

  CHA University Hospital1,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2

ES-A04  Analysis of Recurred Glioblastoma Including Immune Status 
Alteration 

  Kyoung Su Sung1, Ju Hyung Moon1, Eui Hyun Kim1, Seok Gu Kang1, Sun Ho 

Kim1, Jong Hee Chang1, Tae Hoon Roh2, Se Hoon Kim3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1, Ajou University Hospital2, Department of 
Pathology,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3 

ES-A05  Long-term Outcomes of Surgically-treated Jugular Foramen 
Schwannomas: A Series of 29 Cases in a Single Institute

  Sung Mo Ryu, Ho Jun Seol, Jung Il Lee, Kwan Park, Jung Won Choi, Doo Sik 

Kong, Do Hyun Nam, Han Shin Jeong, Yang Sun Cho 

  Sungkyunkwan University Samsung Medical Center 

ES-A06  Maximum Surgical Resection and Adjuvant Intensity-Modulated 
Radiotherapy with Simultaneous Integrated Boost for Skull 
Base Chordoma 

ENGLISH SESSION FRIDAY, APRIL 14, 2017

Room 114-115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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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 Won Kim2, Chang Ok Suh4, Chang Ki Hong1, Eui Hyun Kim3, Ik Jae Lee2, Jae 

Ho Cho4, Kyu Sung Lee1 

  Yonsei University Gangnam Severance Hospital1, Radiation Oncology2,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3, Radiation Oncology4 

ES-A07  Diagnostic Challenge of Adult Pilocytic Astrocytoma with a 
Thousand Faces

  Heui Seung Lee1, Jeong Hoon Kim2

 MyungJi Hospital1, Ulsan University Seoul Asan Medical Center2 

ES-A08  Surgical Experiences of Anterior Petrosal Approach for Skull 
Base Tumor Resection in a Single Institution

  Su Young Hur, Ho Jun Yi, Jung Jae Lee, Sang Uk Kim, Dong Hoon Lee, Young Il 

Kim, Chul Bum Cho, Il Sup Kim, Jae Taek Hong, Jae Hoon Sung, Sang Won Lee, 

Seung Ho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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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18:00
ES-B 

Vascular/Endovascular 

Chairpersons: Seok Mann Yoon (Soonchunhyang University), 
 Jae Chan Par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S-B01  Intuitive Assessment of Perfusion Change After STA-MCA Bypass 
by Time to Peak Volume Methods 

  Jin Eun, Kang Hyeok Park, Hoon Kim, Ik Seo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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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B02  Influence of Parent Artery Segmentation and Boundary Conditions on 
Hemodynamic Behaviors of Intracranial Aneurysms 

 Yong Bae Kim1, Yufeng Hua2, Hyo Jae Jeon2, Je Hoon Oh2 

  Yonsei University Gangnam Severance Hospital1, Hanyang University Mechanical 
Engineering2 

ES-B03  Long-Term Outcome and Risk Factors for Ipsilateral Stroke After 
Carotid Artery Stenting 

  Jae Hyun Shim, Seok Mann Yoon, Jae Sang Oh, Hack Gun Bae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Hospital 

Room 117-118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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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B04  Bypass Surgery Versus Medical Treatment for Symptomatic Moyamoya 
Disease in Adults 

  Dong Kyu Jang1, Kwan Sung Lee2, Hyoung Kyun Rha3, Pil Woo Huh4, Ji Ho Yang5, 

Ik Seong Park6, Jae Geun Ahn7, Jae Hoon Sung8, Young Min Han1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St. Mary's Hospital1,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2,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Yeouido 
St. Mary's Hospital3,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Uijeongbu St. Mary's 
Hospital4,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aejeon St. Mary's Hospital5,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St. Mary's Hospital6,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oeul St. Paul's Hospital7,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Vincent's Hospital8

ES-B05  Therapeutic Strategies of Multiple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s 
– Clinical Experience of 26 Anterior-Posterior Circulation Cases 

  Sung Han Kim, Jung Hoon Kim, Jeong Han Kang, Keun Young Park, Jae 

Whan Lee, Seung Kon Huh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  

ES-B06  Indication of Drilling of Sphenoid Ridge in Supraorbital Key Hole 
Approach 

 Chae Heuck Lee 
 Inje University Ilsan Paik Hospital 

ES-B07  Endovascular Versus Surgical Treatment in Individuals Age of 75 
and Older: Does Age Still Limit the Treatment Strategy? Single 
Institute Experiment and Literature Review 

  Jae Woo Chung, Jae Sung Ahn, Jung Cheol Park, Won Hyoung Park, Byung 

Duk Kwun 

 Ulsan University Asan Medical Center

ES-B08  Cosmetic Reconstruction of Frontotemporal Depression Using 
Polyethylene Implant after Pterional Craniotomy

 Sang Hyuk Im1, Eun Young Rha2, Young Min Han2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1,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St. Mary's Hospita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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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8:00
ES-C 

Spine I

Chairpersons: Yong Eun Cho (Yonsei University), 
 Ho Gyun Ha (Cheonan Chungmu Hospital)

ES-C01 큰 바위 정환영선생님 

 오석전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ES-C02 정환영 선생님과 척추신경외과 창립에 대한 회고 
 김영수

 김영수병원

ES-C03 Personal Reminiscence of Professor Chung Hwan Yung 
 Hae Dong Jho 

 Drexel University, USA 

ES-C04 정환영교수님을 기리며 
 백광흠

 한양대 서울병원

ES-C05  Clinical and Radiological Outcome of Vertical Reduction Technique 
for the Treatment of Basilar Invagination: Is It Possible to Predict 
Clinical Outcome by Radiologic Measurement 

  Jong Hyeok Park1, Jae Taek Hong2, Il Sup Kim2, Sang Won Lee2 

  Sungkyunkwan University Samsung Medical Center1,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Vincent’s Hospital2 

ES-C06  Longitudinal Change of Cervical Spine Curvature after Laminoplasty 
in Patients Who Had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Without 
OPLL or with Segmental Type of OPLL: Minimum 2-Year Follow-Up

 Jung Hyeon Moon, Chun Kee Ch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S-C07   Predicting Occipito-Cervical Sagittal Alignment Change on Cervical 
Computed Tomography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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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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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m 104-106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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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8:00
ES-D 

Spine II 

Chairpersons: Geun Sung S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Sung Min Kim (Kyung Hee University) 

ES-D01  Neutrophil Elastase Inhibition Prevents Vascular Damage and 
Attenuates Neuropathic Pain in Rat Model of Spinal Cord Injury

  Hemant Kumar, Min Jaw Jo, Hye Min Choi, Se Il Sohn, Soo Hong Lee, In Bo 

Han 

 CHA University Hospital 

ES-D02  Proper Position of Drainage Catheter in Lumbosacral Pyogenic 
Spondylodiscitis

  Se Young Pyo, Kee Chang Lee, Seong Min Kim, Won Hee Lee, Seong Tae Kim, 

Gun Soo Lee, Seong Hwa Paeng, Yeong Gyun Jeong, Moo Seong Kim, Yong Tae Jung

 Inje University Busan Paik Hospital 

ES-D03  314 Minimally Invasive Oblique Lateral Interbody Fusion for 
L4-5: Clinical Outcomes and Perioperative Complications.

 Javier Quillo Olvera, Jin Sung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ial 

ES-D04  Analysis of Clinical Result in Three Different Route of 
Percutaneous Endoscopic Transforaminal Lumbar Discectomy 
Approach for Lumbar Herniated Disc

  Hyeun Sung Kim1, Farid Yudoyono2, Byapak Paudel1, Jee Soo Jang1, Jeong 

Hoon Choi1, Sung Kyun Chung1, Jeong Hoon Kim1, Il Tae Jang3, Seong Hoon 

Oh4, Jae Eun Park3, Sol Lee3 

  Nanoori Suwon Hospital1, Hasan Sadikin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Padjadjaran 
University Bandung2, Nanoori Hospital3, Nanoori Incheon Hospital4

ES-D05  Comparative Study Between Pedicle Subtraction Osteotomy 
(PSO) and Closing-Opening Wedge Osteotomy (Fish-Mouth 
PSO) for Sagittal Plane Deformity Correction

 Jong Hwa Park1, Seung Jae Hyun2, Ki Jeong Kim2, Tae Ahn Jahng2 

  Hallym University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1,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2 

Room 107-109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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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06  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ICER) Between Surgical 
Methods for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Disease: 
Nation-Wide Cohort Study

  Jong Myung Jung1, Chi Heon Kim1, Chun Kee Chung1, Myo Jeong Kim2, Seo 

Kyung Han3, Yun Hee Choi4, Min Jung Kim4, Jun Ho Lee5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1,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3, Division of Medical 
Statistics, Medical Research Collaborating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4,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5 

ES-D07  Bone Cement-Augmented Percutaneous Screw Fixation for 
Malignant Spinal Metastases: Is It Feasible?

 Seok Won Kim, Chang Il Ju, Sung Myung Lee, Hui Sun Wang

 Chosun University Hospital 

ES-D08  Hemorrhagic and Granulomatous Ligamentum Flavum Cyst 
of Lumbar Spine, Analysis of Clinical and Radiologic 
Characteristics

 Dong Hwa Heo, Choon Keun Park 

 The Leon Wiltse Memorial Hospital 

16:20-18:00
ES-E 

Functional/Pediatric/Neurotrauma/Geriatric/Peripheral

Chairpersons: Ha Young Choi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ae Yo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ES-E01  The Proper Surgical Head Rotation in Preparing Microvascular 
Decompression for Hemifacial Spasm: Should It Be Uniformly 
10 Degree Away from Affected Side? 

  Seung Hwan Lee, Jun Seok Koh, Hak Cheol Ko, Hee Sup Shin, Dae Jean Jo, 

Sung Min Kim 

 Kyung Hee University GangDong Hospital

ES-E02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in Dorsal Root 
Entry Zone Lesioning for Brachial Plexus Avulsion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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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m 113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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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1, Chosun University 
Hospital2, Eulji General Hospital3  

ES-E03  Correlation Between the Change in Latency Period and 
Amplitude of Wave V Occurring Intraoperatively During MVD 
Surgery

  Hridayesh P. Malla, Bong Jin Park, Sung Ho Lee, Jun Ho Lee, Seok Keun 

Choi, Sung Bum Kim, Young Jin Lim, Bong Arm Rhee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ES-E04  Reappraisal of Pediatric Diastatic Skull Fracture in 3 
Dimensional CT Era: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Comparison 
of Diagnostic Accuracy of Simple Skull X-Ray, 2 Dimensional 
CT and 3 Dimensional CT

 Sook Young Sim1, Sung Min Cho2, Soo Han Yoon3 

  Inje University Seoul Paik Hospital1, Yonsei University Wonju Severance Christian 
Hospital2, Ajou University Hospital3

ES-E05  A Method of Posterior Fossa Dural Incision to Minimize 
Hemorrhage from the Occipital Sinus: the "Mosquito" Method 

 Hee Chang Lee, Kyu Chang W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S-E06  Cognitive Impairment in Cerebral Amyloid Angiopathy-
Related Intracerebral Hemorrhage

  Soon O Hong, Min Ho Kong, Se Youn Jang, Jung Hee Kim, Dong Soo Kang, 

Kwan Young Song 

 Seoul Medical Center

ES-E07  Comparison of The Surgical Outcome of Direct Endoscopic 
Carpal Decompression with Prior Local Corticosteroid 
Injection and Subsequent Surgery 

 Hong Suk Ahn, Se Hyuck Park, Soo A Nam, Dong Sik Park 

 Hallym University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ES-E08  Prognostic Role of Copeptin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Observational Studies

  Kyu Sun Choi, Yong Ko, Young Soo Kim, Koang Hum Bak, Hyeong Joong Yi, 

Hyoung Joon Chun, Joo Yul Beack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ENGLISH SESSION FRIDAY, APRIL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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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20

Breakfast Seminar  Room 104-106 (1F)

척추

신경외과 의사가 알아야 하는 Ankylosing Spondylitis

좌장: 윤승환(인하대), 임수빈(순천향대)   

BS-A01 General Overview and Pathophysiology of AS: 진단 
박형기(순천향대)

BS-A02 Medical Treatment of AS: Update of New Drugs
조대철(경북대) 

BS-A03  Surgical Treatment of AS Considering Combined 
Severe Osteoporosis and Deformity  조대진(경희대)  

08:00-09:20

Breakfast Seminar  Room 114-115 (1F)

정위기능

Practical Differences and Appilcations of Each Stereotactic 
Radiosurgical Devices

좌장: 안영환(아주대), 백선하(서울대)   

BS-B01 Novalis Radiosurgery  김영수(한양대)

BS-B02 Cyberknife Radiosuregry  이태규(가톨릭대)

BS-B03  Gamma Knife Radiosurgery 장원석(연세대)

BS-B04 RapidArc Radiation Therapy 김지희(한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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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20

Breakfast Seminar  Room 117-118 (1F)

뇌혈관외과

Intraoperative Study and Monitoring in Neurovascular Surgery 

좌장: 박인성(경상대), 정영균(인제대)

BS-C01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 Monitoring (IOM) 
연제영(성균관대)

BS-C02 Micro Doppler (and/or TCD)  김대원(원광대) 

BS-C03 ICG and Flow Related Image  조원상(서울대)

BS-C04 Intra Operative DSA  김   훈(가톨릭대)

08:00-09:20

Breakfast Seminar  Room 102-103 (1F)

소아

Endoscopic Surgery in Pediatric Neurosurgery

좌장: 문재곤(한림대), 김동석(연세대)   

BS-D01  Endoscopic Third Ventriculostomy: Complication 
정태영(전남대)

BS-D02  Endoscopic Third Ventriculostomy: Prevention of 
Complications  왕규창(서울대)

BS-D03  Multiloculated Hydrocephalus: Endoscopic or Open 
Craniotomy?  양국희(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BS-D04 Neuroendoscopy: Current and Future Perspectives 
최중언(차움병원, 연세대 소아신경외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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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20

Breakfast Seminar  Room 107-109 (1F)

신경통증

Facet Joint Pain

좌장: 서중근(청담참튼튼병원), 한동석(서울신경외과의원)

BS-E01 The Utility of SPECT in Diagnosing Facet Joint Pain
신동아(연세대)

BS-E02  Radiofrequency Neurotomy for Lumbar Zygapophysial 
Joint Pain  이창현(인제대)

BS-E03 Non-Operative Treatment for Facet Joint Instability 
안풍기(참포도나무병원)

08:00-09:20

Breakfast Seminar  Room 116 (1F)

신경중환자

Traumatic Brain Injury

좌장: 고   용(한양대), 권정택(중앙대)   

BS-F01 BTF Guideline for TBI Management  이상구(단국대)

BS-F02 Korean Trauma Data Bank System 장인복(한림대)

BS-F03 Trauma Center in Korea 조원호(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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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45

Special Lecture II  Premier Ballroom (2F)

좌장: 정천기(서울대)

SL(Ⅱ)-01  Future of Therapeutic Hypothermia
Kiwon Lee (Memorial Hermann Texas Medical Center, USA)

좌장: 조병문(한림대)

SL(Ⅱ)-02  Coming Together for the Future of Clinical Trials in 
Traumatic Brain Injury: A Precision Medicine Approach

 Geoffrey Manley (UCSF, USA)

좌장: 김영백(중앙대)

SL(Ⅱ)-03  Together for The Future: Endoscopic Brain and Spine 
Surgery 

Hae Dong Jho (Drexel University, USA) 

SPECIAL LECTURE II SATURDAY, APRIL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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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3:00
SS-A [종양/소아] 

좌장: 이채혁(인제대), 민경수(충북대) 

SS-A01  두개골조기유합증의 삼차원 CT 영상의 형태 표식자를 이용하여 
두개골 형태이상의 자동 분류와 정량적 분석

 심규원1, 박은경1, 이민진2, 홍헬렌2

  연세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1, 서울여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2

SS-A02  조기유합증에서 최소침습봉합선제거술 및 수술 후 헬멧치료의 
성적

 정상준, 왕규창, 피지훈, 이지연, 김승기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

SS-A03  펩타이드 핵산에 바탕을 둔 마이크로어레이 방법을 이용한 신경

교종에서의 마이크로 RNA 발현 분석 연구

 김영준1, 김기욱2, 김대철2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1, 동아대병원2

SS-A04  메포민에 의한 교모세포종의 테모달 저항성 극복

 양승호1, 섕  랸2, 김동현2, 제이 쥬2, 잉  유2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1, 텍사스의대2 

SS-A05  교모세포종 참윤을 위한 종양간엽줄기유사세포의 세포외기질 
신호 전달 단서 

  강석구1, 임은정2, 서용준2, 이지현1, 문주형1, 김의현1, 김선호1, 장종희1, 

이수재2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 한양대 생명과학과2

SS-A06  추체사대 병변에 대한 Transcrusal 접근법

 홍제범1, 정봉섭2, 김한규2

 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1, 분당제생병원2 

SS-A07  교모세포종의 장기생존자에 대한 고찰: 핍지교종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 

 김영주, 박재성, 전신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SS-A08  체질량 지수에 따른 수막종 특징 분석

  이수헌, 성순기, 송근성, 손동욱, 이상원, 김영하, 김영수, 이준석,  

김창현, 황종욱

 양산부산대병원

SCIENTIFIC SESSION SATURDAY, APRIL 15, 2017

Room 102-103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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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09  뇌와 척수에 생긴 상의세포종의 유전체 메타분석

 이창현1, 정천기2, 김치헌2 

 인제대 일산백병원1, 서울대병원2 

SS-A10  두개내 고립성 섬유종과 혈관주위세포종의 임상결과:  
2016 중추신경계 세계보건기구 분류에 따른 분석

 김병섭1, 공두식2, 남도현2, 이정일2, 설호준2

 고신대 복음병원1,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2

SS-A11  안구주변을 침범한 뇌수막종의 수술적 목표 
 오지웅, 이규성, 홍창기, 박현호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11:10-13:00
SS-B [뇌혈관외과/뇌혈관내수술] 

좌장: 고현송(충남대), 유승훈(울산대) 

SS-B01  뇌실질내 출혈 모델에서 수소흡입이 산화스트레스와 자가세포사

멸에 미치는 영향

 최규선, 이건일, 고  용, 김영수, 백광흠, 이형중, 전형준 

 한양대 서울병원

SS-B02  상태가 나쁜 뇌지주막하 출혈 환자에서 저체온요법의 유용성 및 
안정성에 관한 전향적 연구

 권순찬, 김민수, 박은석, 박준범, 심홍보, 여인욱

 울산대병원

SS-B03  혈전 제거술에서의 Solitaire 스텐트와 Trevo 스텐트의 임상적 및 
영상학적 결과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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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SS-B04  모야모야병이 진단된 환자에 대해, SPECT 를 이용한 뇌관류상태를 
기반으로 한, 임신 및 주산기동안 뇌혈관 허혈성 증상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

 이시운1, 정영섭2, 오창완1, 권오기1, 방재승1, 황교준1, 반승필1, 김택균1

 분당서울대병원1, 서울대 보라매병원2

SS-B05  뇌동맥류 클립 결찰술을 위한 이중 채널 인도시아닌 형광 혈관조

영술의 유용성에 대한 임상시험결과

Room 117-118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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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상1, 김정은1, 강현승1, 이충희2

 서울대병원1, 한국전기연구원 러시아과학센터2

SS-B06  동양인에게서 흔한 동맥경화증 뇌경색과 높은 뇌혈관만곡도의 관련성

  이성호1, 김범준1, 이경미1, 김혁기1, 정연구1, 최석근1, 김의종1, 장대일1, 

김종성2

 경희대병원1, 울산대 서울아산병원2 

SS-B07  감압성 두개절제술을 시행 받은 악성 대뇌경색 환자의 기능적 결
과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나이

 박재찬 

 경북대병원

SS-B08  치료한 비파열성 뇌동맥류와 치료하지 않은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파열위험도를 근거로 한 특징 비교분석

 박진우, 박경재, 강신혁, 정용구, 박정율, 박동혁 

 고려대 안암병원

SS-B09  전방 순환 대 혈관 폐색 환자에서 기계적 혈전 제거술 후 예후 인자

로서의 관류 CT의 유용성

 문병후, 장경술, 박상규, 장동규, 한영민, 조병래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SS-B10  소뇌 경색에 대한 예방적 후두하두개감압술: 후향적 보정 환자-
대조군 연구 

 김명진1, 정준호2, 신용삼3

 가천의대 길병원1,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2,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3

SS-B11  뇌동맥류 결찰을 위한 통상적인 전측두엽 개두술에서 테리온 키홀 
개두술로 어떻게 바꾸어 나갔나

 박익성, 백민우, 김  훈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11:10-13:00
SS-C [척추 I] 

좌장: 김영백(중앙대), 도재원(순천향대) 

SS-C01  근육섬유모세포와 황색 인대 비후 활동성

 허준석, 이장보, 조태형, 박정율

 고려대 안암병원 

SS-C02  골절편 간 압박력의 생역학적 비교: 전방접근하 치상돌기 나사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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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술 시 래그 나사못과 허버트 나사못의 차이 비교분석

 조대철1, 이경민1, 신동욱1, 성기웅2, 김경태1, 성주경1

 경북대병원1, 의공학과2

SS-C03  골다공증 척추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모양을 가진 개창형 골시멘트 
주입용 척추경 나사못의 인장강도 연구

 윤상훈1, 이예솔2, 곽대순3, 함정식1

 국군수도병원1, 디오메디컬연구소2,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3

SS-C04  대한신경외과학회지 게재 논문의 통계학적 방법 유형과 오류

 최선규, 정인경, 하  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SS-C05  한국에서 뼈형성 단백질을 사용하여 최소 절개 척추 뼈유합술을 실행

 임광훈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SS-C06  성인 척추 변형 수술후에 근위부 후만증의 위험 요인으로서의 
Rod Stiffness: 코발트 크롬을 이용한 Multiple-Rod Construct와  
티타늄 합금의 Two-Rod Construct의 비교 연구

 한상현1, 현승재1, 김기정1, 장태안1, 임승철2, 이수범2

 분당서울대병원1, 울산대 서울아산병원2

SS-C07  화농성 척추감염에서 생검 배양 접종 방법에 따른 동정률 비교 연구

 김환수1, 최병관2, 한인호2

 부산힘찬병원1, 부산대병원2

SS-C08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경추 불안성 위험을 예측하는 요인

 류제일1, 한명훈1, 정진환1, 김재민1, 김충현1, 전형준2, 백광흠2

 한양대 구리병원1, 한양대 서울병원2

SS-C09  요추 신경공 협착증에서 자기공명영상 등급체계와 수술소견 간의 
상관관계

 정태석1, 안  용1, 이상구1, 김우경1, 손  성1, 권정화2

 가천의대 길병원1, 나누리병원2 

SS-C10  한국 신경외과 의사 및 정형외과 의사의 ISSG 증례리뷰를 통한 
성인 척추 변형 수술 전략 비교

 강지인, 하  윤, 윤도흠, 김긍년, 이  성, 신동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SS-C11  척추 경막내 척수외 신경초종과 수막종의 제거에 대한 편측 후궁

절제술적 접근: 추간공 침범과 다단계 척추 침범한 경우를 포함하여

 박종혁, 어  환, 김은상, 이선호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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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13:00
SS-D [척추 II] 

좌장: 정용태(인제대), 김은상(성균관대) 

SS-D01  경추다분절후방유합술 이후 흉추1번 입사각-경추전만각의 임상적 
효과: 장기추시결과

 현승재, 김기정, 장태안, 김현집

 분당서울대병원

SS-D02  경추부 척수증 환자에서의 수술전후 배뇨기능의 변화

  김일섭1, 이동섭2, 홍재택1, 권재열1, 이정재1, 조철범1, 양승호1, 성재훈1, 

이상원1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1,  비뇨기과2 

SS-D03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에서 수술 후 기능적 회복과 수술 전 제1번 
흉추 경사각과의 임상적 관계

 김병우1, 윤도흠2, 하  윤2, 이  성2, 신동아2, 이동엽1, 안풍기1, 김긍년2

 참포도나무병원1, 연세대 세브란스병원2

SS-D04  요추부 후방 유합술에서 당뇨환자의 혈당조절과 수술 후 감염 발
생의 상관관계

 황종욱, 손동욱, 송근성, 이상원, 성순기, 이준석, 이수헌

 양산부산대병원

SS-D05  미봉책에 대한 대가: 인접마디 병변에 대한 불유합수술의 경과

 김경현, 박정윤, 구성욱, 진동규, 김근수, 조용은, 류달성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SS-D06  고도하방이탈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서 상경주위개시술을 이
용한 경피적내시경하추간공수핵제거술

  김현성1, 유도요노파리드2, 파우델바야팍1, 장지수1, 최정훈1, 정성균1, 

김정훈1, 장일태3, 오성훈4, 박재은3, 이  솔3

 나누리수원병원1, 하산사디킨병원2, 나누리병원3, 나누리인천병원4

SS-D07  경추 전방 유합술과 경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의 비용-효용 분석

 김의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SS-D08  경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후방 감압술 시행 후의 재발 위험인자

 이정재, 홍재택, 김일섭, 권재열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SS-D09  외상성 척추체 골절환자에서 후방고정술 결과 비교: 고식적 척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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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못 고정술 vs 극돌기간 압박고정기 추가한 척추경 고정술

 이   남1, 김도영2, 이  성2, 하  윤2, 김긍년2, 신동아2

 동의의료원1, 연세대 세브란스병원2

SS-D10  전방경추유합술에서 이식골 침하의 요인 분석

 김원형, 김세훈, 김상대, 임동준, 하성곤, 김범준 

 고려대 안산병원

SS-D11  단일 레벨 척추 분리성 및 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증을 위한 최소 
침습적 경추간공 요추부 유합술: 수술 기법 및 하위 그룹 분석

 하승만, 이승철

 바른세상병원

11:10-13:00
SS-E [정위기능/신경손상/신경중환자/신경통증/말초/노인] 

좌장: 이정일(성균관대), 양희진(서울대) 

SS-E01  광유전학 기술을 이용한 파킨슨 병의 새로운 동물 모델: 빛 자극 
강도 조절을 통한 여러 질병 단계 표현의 간편성

 이은정1, 전상용2, 윤형호2

 한림대 동탄성심병원1, 울산대 서울아산병원2

SS-E02  안와하 신경의 만성 협색으로 만들어진 삼차신경통 모델에서 전
대상피질의 halorhodopsin에 의한 광학 불활성화

 문형철2, 허원익3, 김윤지4, 원소윤2, 이윤주5, 박영석1 

  충북대병원1, 충북의대2, 수의학대3, 생물학과4, 대전성모병원5

SS-E03  반측성 안면경련증을 위한 미세혈관 감암술 시행 후 나타나는 편
분산반응의 예후 유용성

 정나영, 김민수, 박창규, 장원석, 정현호, 장진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SS-E04 홑신경절차단술에 의한 회음주변 암성통증의 단기적 완화

 양세연, 이태규, 이상복, 유도성, 허필우, 조경석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SS-E05 운동성장애환자에서 심부뇌자극전극골절

 김무성, 이원희, 표세영, 정영균, 정용태

  인제대 부산백병원 

Room 114-115 (1F)



PROGRAM OF THE 35th ANNUAL SPRING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APRIL 13-15, 201780

SCIENTIFIC SESSION SATURDAY, APRIL 15, 2017

SS-E06 뇌실질내 출혈 후 발생한 혈종 주변의 부종에 대한 치료 전략

 조광욱, 김  훈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SS-E07  질병 발병원인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키아리 기형, 척수공동증 
및 특발성 측만증은 척수결박으로부터 야기된다

 박정하

 안산중앙병원

SS-E08  감압 개두술 시행한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두개골 성형술,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까?: 후향적 다기관 연구

 양나래1, 윤경욱2, 송지혜3, 서의교1 

  이화여대 목동병원1, 단국대병원2, 건양대병원3 

SS-E09  주관절의 척골신경에서 발생한 Intraneural Ganglion Cyst, 
Addressing the Articular Branch 

 최진규, 조학철, 손병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SS-E10 신경외과 의사의 지역적 분포

 박혜란, 장재칠, 조성진, 박형기, 박석규 

 순천향대 서울병원 

SS-E11  신경통성 근위축증: 척추신경외과의사의 관점에서 본 임상적 및 
역학적인 양상

 조용준, 강석형, 최혁재, 전진평, 양진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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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8:00
RS-I [종양/소아/통증/말초] 

좌장: 문경섭(전남대), 박영석(충북대) 

RS(I)-01  모야모야 환자에게 있어 간접문합술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김우현, 박은경, 김동석, 심규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RS(I)-02  증례보고: 중간두개와에 발현된 신경장낭

 김준회, 김승기, 왕규창, 이지연, 정상준

 서울대병원 

RS(I)-03  패혈증이 동반된 감염성 두개혈종: 증례보고 및 문헌고찰

 엄태웅, 박은석, 박준범, 김민수, 오기원, 이경원, 심홍보 

 울산대 울산대병원

RS(I)-04  시상동 주변 및 궁륭부 수막종 수술에 있어 수술전 3D-CTV를 이
용한 종양 주변 정맥 평가의 유용성

 김재광, 정  신, 장우열, 정태영, 문경섭, 김인영

 화순전남대병원

RS(I)-05  고등급 교종 생검조직의 무게에 따른 종양간엽줄기유사세포의 분리

  유지환1, 공순행2, 이지현1, 성경수1, 박소희3, 문주형1, 김의현1, 김선호1, 

장종희1, 강석구1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 의학과2, 생물통계학과3 

RS(I)-06  추체부 수막종에 대한 수술 결과

  여명기, 박봉진, 말라 리다예시, 이성호, 이준호, 최석근, 김승범, 이봉암, 

임영진

 경희대병원

RS(I)-07  전뇌방사선치료를 받은 소세포성 폐암의 뇌 전이 환자들에 대한 
감마나이프수술 결과분석

 박정원1, 권도훈1, 이도희1, 정상엽2

 울산대 서울아산병원1, 의과대학2

RS(I)-08  전이성 뇌하수체종양에 대한 저분할 방사선수술 요법

 전해민, 윤경준, 권도훈, 김창진, 조영현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RS(I)-09  수술 후 방사선 치료 없이 전이뇌암 수술 및 관찰

 천영준, 송태욱, 김인영, 정  신, 정태영, 장우열, 문경섭

 화순전남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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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I)-10  폐암의 전이성 뇌종양에서 감마나이프의 효과

 조성우, 김선환

 충남대병원

RS(I)-11  외상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두개골 절제술 후 수두증 발생의 위험

인자 
 김   한1, 허   원1, 안성열1, 이희승2

 명지병원1, 울산대 서울아산병원2  

RS(I)-12  요부 경막외신경차단술후 지주막하출혈양 조영증강

 이주석, 임병찬, 임준섭, 조규용, 이래섭

 광주기독병원 

16:20-18:00
RS-II [척추] 

좌장: 류경식(가톨릭대), 강동호(경상대)

RS(II)-01  척추 비수술치료의 과별. 기관별 이용 형태 분석

 소재영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RS(II)-02  전방 경추 디스크 제거 및 유합수술에서 1레벨 2레벨 3레벨 간의 
차이가 있는가?

 유범석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RS(II)-03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경추 불안성과 관련한 후방 치아돌기  
연부조직의 두께와 임상적 요인과의 영향

 방지훈1, 류제일1, 한명훈1, 정진환1, 김충현1, 김재민1, 전형준2, 백광흠2

 한양대 구리병원1, 한양대 서울병원2

RS(II)-04  연속형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에서 후궁절제술 및 후궁성형술의 
수술 결과비교: 골화된 인대의 후만변형 예방 가능성

 유선준, 유승준, 류달성, 최홍준, 조용은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RS(II)-05  Flanged Mesch Cae를 이용한 경추추체제거 및 재건술 후 침강률 
추적관찰 보고

 오명진, 임수빈, 전세일

 순천향대 부천병원 

RESIDENTS` SESSION II FRIDAY, APRIL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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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S` SESSION II FRIDAY, APRIL 14, 2017

RS(II)-06  치상돌기 분리증의 원인분석

 윤기용, 이경석, 심재준, 윤석만, 도재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RS(II)-07  축추골절의 역학 및 관리

 안재민, 이경석

 순천향대 천안병원

RS(II)-08  다구간 요천추 유합술 이후 발생한 초기 스트레스성 천추 골절

  이명석1, 강동호1, 한종우1, 정진명1, 박인성1, 황수현2, 이철희1, 박  현2,  

김성권2, 이영석1, 박영섭2, 이광호1, 유채민1

 경상대병원1, 창원경상대병원2

RS(II)-09  흉추 후방 고정술 이후 발생한 경막외 혈종에 대한 자기 공명 영상

에서의 특징적 소견

 김민우1, 신홍경1, 최  일2, 노성우1, 임승철1, 전상용1

 울산대 서울아산병원1, 한림대 동탄성심병원2

RS(II)-10  흉추부위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증상있는 척수병증환자에서 
임상적 결과

 류현승, 박재영, 최기영, 문봉주, 이정길

 전남대병원

RS(II)-11  척추 수술 환자의 수술부위 감염 감별 진단에서의 Myeloperoxidase 
Index의 유용성 연구 

 김나영, 홍순기, 허  철, 황  금, 김종연, 구연무, 최종욱, 조성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RS(II)-12  중증기저함입을 가진 정복 불가능한 환추 축추 탈구 환자에서 내
시경을 이용한 다포탈 전방 환추 축추 감압술 및 후방 감압술과 후
방 고정술: 증례보고

 명민승, 박종혁, 김은상, 공두식, 이선호, 어  환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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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S` SESSION III SATURDAY, APRIL 15, 2017

11:10-13:00 
RS-III [혈관/노인] 

좌장: 박익성(가톨릭대), 임용철(아주대)

RS(III)-01  Proximal Ventriculoperitoneal Shunt Catheter를 정확하게 위치  
시키기 위한 Technique 

 이중구, 은  진, 박준상, 박익성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RS(III)-02  정상뇌압수두증 환자에서 수술 전 MRI의 예후 예측 가치

 김도현, 이지혜, 이선주, 오인호, 김민기, 김태완, 박관호

 중앙보훈병원

RS(III)-03  후방요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받은 70세 이상 고령 환자 및 75세 
이상 초고령 환자에서의 수술 전후 결과 및 합병증의 비교

 최종민1, 김승범1, 최만규2, 박봉진1, 임영진1

 경희대병원1,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2

RS(III)-04  골든타임 허혈성 뇌졸중 모델에서의 퍼플 페릴라(깻잎 추출물)의 
효과연구

 김성훈, 김정희, 장세연, 강동수, 송관영, 김도희

 서울의료원

RS(III)-05  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환자에서 호중구-림프구 비, 
혈소판-림프구 비와 초기 뇌손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한건희, 고  용, 김영수, 백광흠, 이형중, 전형준, 최규선

 한양대 서울병원

RS(III)-06  와파린 복용환자의 경막하 출혈 발생시 두개골 천공술 이후 조기 
와파린 복용과 재발의 관계

 류성모, 남택민, 김종수, 홍승철, 연제영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RS(III)-07  고령환자에서 뇌지주막하출혈 후 단락 의존성 수두증 진행과  
관련된 요소들

 김우석, 유찬종, 김우경, 이기택, 김은영, 김명진

 가천의대 길병원

RS(III)-08  불량한 예후를 가진 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에서의 비교적 
분석: 감압술과 클립결찰술을 동시에 시행하는법과 코일색전술 
이후에 감압술을 시행했을 때의 비교 

 조용학, 신희섭, 이승환, 고준석, 조대진,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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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S` SESSION IV SATURDAY, APRIL 15, 2017

 강동경희대병원

RS(III)-09  박리성 및 방추성 중대뇌동맥 동맥류의 치료

  서동욱1, 방재승1, 권오기1, 황교준1, 반승필1, 김정은2, 강현승2, 조원상2, 

오창완1

 분당서울대병원1, 서울대병원2

RS(III)-10  젊은 환자에서의 ICH 발생 환자에서 미세 출혈에 대한 유병률과 
특징에 관한 고찰

 최윤혁, 구해원, 권혁진

 인제대 일산백병원

RS(III)-11  Broad Based 기저동맥류의 Microwire/Catheter 보조 코일색전술

의 6례 증례보고 
 오명진, 박종현, 문종현, 신동성, 김범태 

 순천향대 부천병원 

RS(III)-12  뇌동정맥과 뇌연막 동정맥루의 코일 색전술 후 과혈류증후군: 증례보고 
 김미경, 임용철, 최미선

 아주대병원

11:10-13:00 
RS-IV [정위기능/신경손상/신경중환자]

좌장: 김종현(고려대), 정현호(연세대) 

RS(IV)-01  중증 뇌외상에서 일산화질소 흡입 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한 고찰

 황의현, 노태훈, 유남규, 김세혁

 아주대병원

RS(IV)-02  만성 경막하 혈종 환자의 수술시 경막하공간 세척 여부에 따른 결과 
및 재발률 비교에 대한 고찰

  김병오, 홍순기, 허  철, 변진수, 황  금, 조성민, 김종연, 오지웅,  

구연무, 김선진, 최종욱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RS(IV)-03  뇌내출혈이 있던 만성 환자에서의 시상 재구성-후향적 단면 연구

 박소희, 김성호, 장성호, 장철훈, 정영진, 김종훈, 홍지현

 영남대병원 

RS(IV)-04  Craniplomy와 Cranioplasty 후 두개골 유합율 및 흡수율 비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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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뇌 컴퓨터단층촬영 분석

 한지훈, 강석형, 전진평, 양진서, 조용준, 최혁재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RS(IV)-05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두개골절제술 후 발생한 지연성 두개내 
혈종으로인한 양측성 감압 개두술의 임상적 특성과 예후 임상적 
특성과 예후

 최영환, 임태규, 이상구

 가천의대 길병원 

RS(IV)-06  상부위장관 진행암 환자의 돌발통증 조절에 대한 복강신경총차단술의 
효과

 장서량, 이태규, 양세연, 이상복, 유도성, 허필우, 조경석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RS(IV)-07  맥락막 혈관종에 대한 감마나이프방사선 수술

  정규선, 박창규, 정나영, 김민수, 장원석, 정현호, 장종희, 장진우,  

박용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RS(IV)-08  경정맥공 신경초종의 감마나이프수술 이후 발생한 급성 하부 뇌신경 
기능 장애 및 관련 인자에 대한 연구

 김정화, 박창규, 정현호, 장종희, 장진우, 박용구, 정나영, 장원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RS(IV)-09  청신경종양 치료에 있어 일차치료로써 뇌정위적 방사선 수술의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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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향대 천안병원

RS(IV)-10  편평상피폐암에서 기원한 전이뇌암에 대한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

 김주휘, 장우열, 정태영, 문경섭, 정  신, 임사회, 김인영 

 화순전남대병원

RS(IV)-11  어깨 위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동시 신경병증의 신경박리술에 대한 
증례보고

 안재민, 심재준

 순천향대 천안병원 

RESIDENTS` SESSION IV SATURDAY, APRIL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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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및 봉직의를 위한 프로그램 SATURDAY, APRIL 15, 2017

14:05-15:05

Session I  Room 107-109 (1F)

좌장: 이상형(서울대), 김문간(수락신경외과)

S(I)-01 경동맥 초음파의 임상적 유용성 권형민(서울대)

S(I)-02 하지 정맥류 진단법 김우식(국립중앙의료원)

S(I)-03 하지 정맥류  초음파 검사법 김우식(국립중앙의료원) 

15:20-16:40

Session II  Room 107-109 (1F)

좌장: 허철(연세대), 박진규(평택박병원)

S(II)-01 쉽게 이해하는 임상 경추 해부학

 홍석기(청주마디신경외과)

S(II)-02 영상의학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경추통과 상지통의 진단 
 최순규(마디신경외과)

S(II)-03  외래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초음파 유도하 신경블럭 및 
프롤로 치료

정재현(대전마디신경외과)

S(II)-04 쉽게 이해하는 임상 요천추-고관절 해부학

목영준(조은마디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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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및 봉직의를 위한 프로그램 SATURDAY, APRIL 15, 2017

16:50-18:00

Session III   Room 107-109 (1F)

좌장: 박정율(고려대), 고도일(고도일병원) 

S(III)-01 영상의학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요통과 하지통의 진단

박정율(고려대)

S(III)-02 외래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신경블럭의 구체적 방법

양승민(에스신경외과)

S(III)-03 외래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경추와 요추의 도수 치료 
정종필(교하제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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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노인 환자에서 종양 내 출혈을 동반한 비정형 뇌수막종: 증례보고 

 이중구1, 안호영2, 양지호2, 이진석2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1,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2 

P-002  80세 이상의 급성 뇌경색 환자에서 회수성 스텐트를 이용한 기계적 

혈전 제거술의 결과 

 김삼열1, 오세양1, 심유식1, 박희권2, 현동근1, 박현선1 

  인하대병원1, 신경과2

P-003  80세 이상 노인 중대뇌동맥 뇌경색 환자에서 감압 개두술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호균, 조근태, 양승엽, 김병철, 최현호, 고은정 

  동국대 일산병원 

P-004  골다공성 압박골절 환자에서 다열근의 형태학적 변화

 손선용, 오성한 

 분당제생병원 

P-005 노인성 골다공성 압박골절에서 한국형 FRAX의 유용도 

 이주형, 오성한 

 분당제생병원 

P-006 수술 중 신경계 감시를 이용한 상완 신경초종 제거술: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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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병원

P-007 쇄골하 근육에 의한 신경인성 흉곽탈출 증후군

 김형열, 김성환, 백진욱, 류경수, 이상평 

 제주한라병원 

P-008 이상근 근염에 의한 좌골 신경통: 증례보고

 정인호 

 미래로21병원

P-009 제1형 키아리기형과 성장호르몬결핍증

 손병철, 최진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P-010 기저골절로 인한 경정맥 혈전 형성 후 발생한 뇌간 경색: 증례보고

 황선철, 서수지

 순천향대 부천병원

P-011  인공경막을 이용한 두개골 성형술 직후 발생한 급성중증혈소판감소증 1례 

 정유남

 제주대병원

P-012  결핵성 뇌수막염의 지연성 합병증으로 발생한 유착성 지주막염과 동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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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공동증의 수술적 치료

 우준범, 송근성, 손동욱, 이상원, 성순기, 이준석, 이수헌, 황종욱

 양산부산대병원

P-013 외상성 뇌출혈 환자에서 출혈형태와 기전에 따른 예측 인자 분석

 이치형, 손동욱, 송근성, 이상원, 성순기, 이준석, 이수헌, 황종욱 

 양산부산대병원

P-014 양측 만성 경막하 혈종의 발생 관련 위험 인자에 관한 연구

 김영일, 이호준, 김상욱, 이동훈, 양승호, 김일섭, 홍재택, 성재훈, 이상원, 조철범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P-015 노인환자에서 만성 경막하 혈종의 천공 배액술 및 두개골 절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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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 부산백병원

P-016  경도의 외상성뇌손상 환자에서 주관적인 주간의 과다수면 증상과 시상

하부손상의 연관성

 추윤희1, 김성호1, 이지현2, 권혁규3, 장성호3

  영남대병원1, 영상의학과2, 재활의학과3

P-017 수두증을 유발한 송과체의 석회화: 증례보고

 홍순오, 장세연, 공민호, 강동수, 김정희, 송관영 

 서울의료원

P-018 지연성 급성 경막하출혈에 대한 고찰: 사례분석

 홍순오, 강동수, 장세연, 김정희, 공민호, 송관영

 서울의료원

P-019  수술 전 전산화단층활영 혈관조영술에서 확인된 손상된 후경부 근육 

내의 울혈된 정맥이 후방접근 경추 수술 중 실혈에 미치는 영향

 최혁진, 하만정, 김병철, 허채욱, 이재일, 조원호

 부산대병원

P-020 신경차단술 후 발생한 척수손상: 2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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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병원 

P-021  급성 외상성 경막상출혈환자에서 동시에 발생한 외상성 둔상에 의한 

급성 뇌경색의 잘못된 진단 및 치료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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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병원

P-022 난치적 재발성 만성뇌경막하혈종의 드문 급양혈관이 원인인 천측두동맥

 김   엘

 계명대 동산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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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3 경도의 두부 손상 후 지연성으로 발생된 운동성 실어증

 좌철수, 최윤석

 국립중앙의료원 

P-024  뇌실-복강 단락술환자의 배액압 조절 후 발생한 압력조절기 이탈에 

의한 과배액 증례보고 

 이윤수, 김현준, 이민석, 서상준, 이정호, 강동기 

 대구파티마병원 

P-025  중증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 심장감시 장치와 뇌압가미 장치를 동시에 

사용한 환자에 대한 임상적인 유용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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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병원

P-026 성인에서 뇌간에 발생한 다발성 뇌농양

 김병준, 황정현, 박성현, 황성규

 경북대병원 

P-027 두개골 결손이 있는 창상 감염에서 유리피판의 효과: 증례발표 

 문재곤1, 서인석2, 이재갑3, 서유빈3, 이호국1, 김창현1, 조탁근1, 최종일1

  한림대 강남성심병원1, 성형외과2, 감염내과3 

P-028 아트로바스타틴 복용과 만성경막하 혈종의 재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한건희, 고   용, 김영수, 백광흠, 이형중, 전형준, 최규선

 한양대 서울병원 

P-029 뇌실염과 뇌염을 동반한 뇌농양의 비특이적 진행

 김경민, 윤준호, 이상형

 서울대 보라매병원

P-030  에리스로포이에틴 투여가 외상성 뇌손상에 미치는 영향: 체계적 고찰 

및 메타 분석 

 최규선, 고   용, 김영수, 백광흠, 이형중, 전형준

 한양대 서울병원

P-031 척추수술후 불인성 통증 환자에서 척수강내 모르핀 치료

 김도현, 오형석, 김민기, 김태완, 박관호

 중앙보훈병원

P-032 요추 수술후 증후군 환자에서 척수자극기 치료 

 박관호, 오형석, 김태완, 김도현 

 중앙보훈병원

P-033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에 있어 PET-CT의 영상등록

 박상진, 박성현, 황정현, 황성규 

 경북대병원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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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34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중추성 신경병성 통증에서 버스트형 척수신경

자극술의 효과: 증례보고 

 김덕령, 박상필, 문병관, 김재훈, 강희인, 이승진, 김주승 

 을지병원 

P-035 DBS 시 치아임플란트가 미치는 영향: 자석틀니 

 오영규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P-036  내측 담창구 자극술에 따른 글루타메이트 변화 양상

 조철범, 김일섭, 양승호, 홍재택, 이상원, 김영일, 이동훈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P-037  요천수척수의 Dorsal Root Entry Zone (DREZ) Lesioningd에서 수술중 

신경감시 경험과 역할

 안종호, 최진규, 손병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P-038  Relatively Low dose Gamma Knife Radiosugery for Remnant Pituitary 
Adenoma after Surgical Treatment

 고은정, 한주희, 최하영

 전북대병원

P-039  거대 척골기저동맥이 유발한 안면경련에 대한 슬링 수술법 적용: 증례보고

 김경모, 조성애, 안영환

 아주대병원

P-040  11C-MET PET 이미지를 이용한 감마나이프 치료 계획에 대한 기하학적 

정확도 분석 

 임사회, 정태영, 김인영, 정   신, 문경섭, 장우열

 화순전남대병원 

P-041  요추신경의 대상포진후 신경통치료를 위한 고주파근절제술: 증례보고 

 이태규, 양세연, 이상복, 유도성, 조경석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P-042 랫드 행동조절을 위한 LCP전극기반의 뇌 피질과 심부 자극 연구

 윤민식1, 고진수1, 신재우1, 공찬호1, 안승희2, 이지현1, 장원석1, 정현호1, 장진우1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 서울대 공과대학2 

P-043  뇌신경 7번 8번 사이에 Lipoma가 동반된 안면편측경련 사례: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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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병원 

P-044  위암 기원의 전이 뇌암에 대한 정위방사선수술과 Pembrolizumab 
(Keytruda®) 공동치료 효과: 증례보고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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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휘, 김인영, 배우균, 박승진, 정   신, 임사회

 화순전남대병원 

P-045 자발성 뇌출혈 후 병적 웃음

 좌철수, 최윤석

 국립중앙의료원 

P-046  정위적 방사선 수술을 시행받은 전이성 뇌종양 환자에게서 종양 주변

부의 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 

 김민수, 박성호, 박은석, 박준범, 권순찬, 여인욱, 심홍보

 울산대병원 

P-047 뇌수막종에 대한 분할성 감마나이프수술에 대한 후향적, 단일기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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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향대 서울병원1, 서울대병원2, 분당서울대병원3 

P-048  난치성 강박장애 환자에 대한 심부뇌자극술 4례

 박혜란1, 한재욱3, 강혜진4, 이동수4, 김동규2, 백선하2

  순천향대 서울병원1, 서울대병원2, 정신건강의학과3, 핵의학과4

P-049 파킨슨 병 뇌심부자극 수술에서의 경로 각도 수정

 박성철, 이정교, 김석민, 이종식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P-050  전신마취하 뇌심부자극술시 수술 중 CT와 자체제작한 프레임 고정장

치의 활용  

 조경래, 정재근, 이정일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P-051  삼차신경의 탈구심성 신경병성통증에서 VPM Thalamic DBS의 기계적 

효과

 손병철, 최진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P-052  뇌 퇴행성 질환과 병합된 정상압 수두증에 대한 단락술: 수술결과와 

병리학적 소견과 신경대사영상과의 연관성 

 박창규1, 정나영1, 김민수1, 장원석1, 예병석2, 김세훈3, 정현호1, 장진우1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 신경과2, 병리과3

P-053  노발리스를 활용한 두개내 경막 동정맥루의 분할 정위 방사선치료:  

증례보고 및 단기 결과 

 이건일, 김영수, 고   용, 백광흠, 이형중, 전형준, 최규선

 한양대 서울병원

P-054  광배근 천공지 피판과 재건성 두개성형술의 동시 시행: 단일 기관 경험

 이건일, 이형중, 고   용, 김영수, 백광흠, 전형준, 최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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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 서울병원

P-055  뇌심부 자극 수술에서 첫 번째 수술 측과 두 번째 수술 측의 정위수술 

정확도 비교

 박성철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P-056  Temporal squaamous bone에서 발생하여 안면종괴로 발견된 Primary 
extradural meningioma

 김동빈, 최진규, 손병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P-057 후두개와에 발생한 투명세포수막종

 이창섭, 양태기, 임종국

 제주대병원

P-058  뇌하수체 농양과의 감별 진단이 필요하였던 후기 아급성기 뇌하수체

졸중의 증례

 구연무1, 홍순기1, 허   철1, 변진수1, 조성민1, 김종연1, 오지웅2, 최종욱1, 황   금1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1, 연세대 세브란스병원2 

P-059 거대 상상돌기 수막종에서의 미세수술 전략

 손선용, 홍제범, 김한규

 분당제생병원

P-060 소뇌에 발생한 Anaplatic Oligoastrocytoma의 수술적 제거: 증례보고

 소진섭, 윤정호, 윤경욱, 고정호, 조준성, 김영준, 이상구

 단국대병원

P-061 침습성 아스퍼질루스 부비동염의 안와 및 두개내 침범에 관한 케이스

 최윤혁

 인제대 일산백병원

P-062 고령환자에서 두개강내 우연종의 급속한 진행: 증례보고

 한명훈1, 김충현1, 정진환1, 김재민1, 오영하2

 한양대 구리병원1, 병리과2 

P-063 45세 여성의 두피 악성 흑색종

 강동기, 김현준, 이민석, 서상준, 이윤수, 이정호

 대구파티마병원 

P-064 7세 여아의 거대 비종자종성 배아세포종 증례

 강동기, 김현준, 이민석, 서상준, 이윤수, 이정호

 대구파티마병원  

P-065  안신경 주변부 종양에 대한 저분할 방사선수술: 종양 조절 및 시각 기능에 

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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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범, 조영현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P-066 점액성 유두상 상의세포종의 뇌하수체 줄기의 전이: 증례발표

 이동현, 임재준, 조경기

 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

P-067 GBM로 오인된 뇌염 환자의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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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병원

P-068 시신경 수막종으로 오인된 시신경관 라스케열 낭종

 박상필, 김재훈, 강희인, 김덕령, 문병관, 이승진, 김주승

 을지병원 

P-069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에서 인두부 수막류의 증례

 김태진, 양승엽

 동국대 일산병원

P-070 완치된 신장세포암의 뇌수막종으로의 전이에 대한 증례보고

 주동균1, 조경래1, 서연림2, 이정일1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1, 병리과2 

P-071 두개내 생식세포종양의 치료: 36 환자 치료 경험 

 임재준, 조경기

 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

P-072 간세포암종의 두개골 전이에 의한 자발성 경막외출혈

 박재후, 김종규, 하상우

 조선대병원 

P-073  새롭게 진단된 두개 내 수막종에서 향후 관찰 실패의 위험도에 따른  

"두고 보기" 전략 

 이은정1, 김정훈2

 한림대 동탄성심병원1, 울산대 서울아산병원2 

P-074 탈수초성 질환과 유사한 원발성 중추 신경계 림프종

 박선호, 문경섭, 장우열, 정태영, 김인영, 정   신

 화순전남대병원 

P-075  생체내, 생체외실험에서 교모세포 세포주에 대한 테모졸로마이드와 SMA 
salt 병합치료의 효과 

 김   준

 분당서울대병원

P-076 내시경적 요추 추간판 제거술 후 발생한 후복강내 혈종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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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우리병원 

P-077 씨알모양 부분석회화 황색인대의 증후성 파열

  김현성1, 유도요노파리드2, 파우델바야팍1, 장지수1, 최정훈1, 정성균1, 김정훈1, 

장일태3, 오성훈4, 박재은3, 이   솔3

  나누리수원병원1, 하산사디킨병원2, 나누리병원3, 나누리인천병원4 

P-078  퇴행성 경추부 척추증으로 인해 유동적 추골동맥 압박에 기인한 척추

뇌저동맥부전 증상을 보인 환자와 그의 수술적 감압에 대한 증례보고

 박창규, 김형석, 박진규

 PMC 박병원 

P-079 성인에서 발견된 척수원추부위의 섬유지방종

  이자명1, 강동호1, 황수현2, 한종우1, 정진명1, 박인성1, 이철희1, 박  현2, 김성권2, 

이영석1, 유채민1 

 경상대병원1, 창원경상대병원2

P-080  경추간공 요추 추체간 유합술을 받은 골다공증 환자에서 한쪽 후관절 

절제술과 양측 후관절 절제술 간의 3D CT를 이용한 추체 간 유합 성공률의 

비교

 박창규, 박진규

 PMC 박병원

P-081  숨겨진 간세포암 전이에 의해 발생한 흉추방출성골절 환자에 대한 흉추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 후 발생한 파종혈관내응고에 의한 사망에 

대한 보고

 지승훈, 여명기, 최종민, 김승범, 이준호 

 경희대병원 

P-082  골 파제트병으로 오진된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서 다발성 병적 골절 후 

발생한 지연성 척추 경막외혈종에 대한 증례보고

 이민석, 김현준, 서상준, 이윤수, 이정호, 강동기

 대구파티마병원 

P-083  양측 신경공협착증을 가진 93세 노인을 척추외측 신경감압수술로 치료한 

증례보고

 이동엽, 정훈재

 서울부민병원  

P-084  신경공협착증이 원인인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을 경추간공 척추유합수술로 

치료한 증례보고

 이동엽1, 정훈재2 

 서울부민병원1, 정형외과2  

P-085  T-L junction fracture 수술 후 발생한 acute cholecystitis: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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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선용

 분당제생병원 

P-086 고성능초음파 치료후 발생한 요추 신경근증

 조용재, 김상진

 이화여대 목동병원

P-087 양성 척삭세포 종양

 조용재, 김상진

 이화여대 목동병원

P-088 요추 경막내 척수외강 모세혈관종: 증례보고

 이동엽1, 정훈재2 

 서울부민병원1, 정형외과2 

P-089 OLIF에서 발생한 요관 손상 합병증: 증례보고

 이형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P-090  광범위한 자발성 척추 경막상 출혈

 장형규, 김기완, 오영민, 은종필

 전북대병원

P-091 Primary spinal intramedullary lymphoma에 대한 케이스

 김영진, 이종주, 이종원, 허진우, 이현구

 가톨릭대 청주성모병원 

P-092  요추 유합 수술에서 CRP 및 백혈구의 변화 양상: 1차 수술과 재수술 

비교

 강경탁, 송근성, 손동욱, 이상원, 성순기, 이준석, 이수헌, 황종욱

 양산부산대병원

P-093  경추 전방 접근 수핵 제거 및 융합술 후 외익골절의 형성: 유한 요소법 

분석

 김준회, 김치헌, 정천기

 서울대병원 

P-094  요추 협착증 환자에서 신경성형술 및 선택적 신경 차단술의 비용 효용 

분석 

 강지인, 김의철, 신동아, 하   윤, 김긍년, 이   성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P-095  경추 전방 유합술시 Zero-profile, Stand-alone cage와 cervical anterior 
plate와 자가장골 간의 수술적 결과 

 강재성, 오성한, 조평구

 분당제생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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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96 노인에서의 척추체 압박골절에서의 경피적 척추성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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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 부산백병원

P-097 경막외 척추지주막낭종: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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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병원

P-098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경피적 신경공경유 척추내시경으로 치료할 때 

극복해야 하는 3가지 문제인 신경구멍의 협소와 디스크 탈출증과 외측

함요의협착을 한 차례의 골 리밍술기로 극복하는 방법

 공병준, 장일태

 나누리병원 

P-099 옆구리 통증 환자에서 발견된 흉추의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의 증례보고

 이경규, 이신영, 박찬홍

 대구우리들병원 

P-100 다발성신경병증에 의한 흉추척추신경병증

 이제형, 공민호, 장세연, 김정희, 강동수, 송관영

 서울의료원

P-101  L4-5 극외측 디스크탈출증이 동반된 L5-S1 후외측 디스크탈출증 및 

L5-S1 척추공외 종양이 동반된 L4-5 디스크 탈출증에 대한 수술적 접근: 
Combined approach of conventional midline approach and paramedian 
Wiltse approach

 김성훈, 공민호, 강동수, 김정희, 장세연, 송관영

 서울의료원

P-102 추간공 디스크 탈출의 내시경적 수술

 이충남, 이신영, 박찬홍

 대구우리들병원 

P-103 뇌와 척수에 발생한 교모세포종

 강재성, 오성한

 분당제생병원

P-104  Vertebroplasty 이후 생긴 T12 Tuberculotic Spondylitis에 의한 양측 Foot 
Drop

  김필수, 김동환, 김동하, 이재일, 한인호, 조원호, 최병관, 차승헌, 남경협

 부산대병원 

P-105 Bacillus cereus에 의한 수술 후 척추 추간판염: 증례보고 

 성한유, 김기훈, 김형복, 임양선, 이동엽, 정훈재

 서울부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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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6 세균성 감염 이후 병발한 척추 결핵 1례

 고용산1, 양희진2, 박성배2, 손영제2, 이상형2, 정영섭2

 서울대병원1, 서울대 보라매병원2

P-107 반복된 요추 수술후 발생한 지주막염처럼 보인 신경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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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병원 

P-108  기뇌증: 경막내 척수외 종양 수술 후 두통의 원인 

 이재호, 유동우, 전익찬, 김상우

 영남대병원 

P-109 고령에서 경추 척추성 척수병증의 치료결과

 김도현, 김민기, 김태완, 박관호

 중앙보훈병원 

P-110 척추관 내 통풍결절에 대한 증례보고

 김태신, 김세훈, 김범준

 고려대 안산병원

P-111 경추 협착증과 뇌내 수막종이 동반된 환자의 최선의 치료: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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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병원 

P-112 TAK1 차단이 변성디스크 세포의 변성억제와 통증 조절을 유발한다

 권영준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P-113 요추 협착증 수술시 척추경을 중심으로 한 충분한 신경근 감압의 정도

 임성빈, 권영준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P-114 척추감염 환자의 치료효과 판정에 있어서 PET/MRI의 유용성

 추윤희, 전익찬, 김상우

 영남대병원 

P-115  경추 손상 환자의 경추 전방 유합술 후 발생한 식도 천공과 경부 심부 

감염의 치료 전략 

 박경제, 유남규, 김상현, 조기홍

 아주대병원 

P-116 조기에 빈번하게 재발하는 횡단성 척수염의 치료 경험

 좌철수, 최윤석

 국립중앙의료원 

P-117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갑작스런 하지마비로 내원한 동시에 발생된 형질

세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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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철수, 최윤석

 국립중앙의료원 

P-118  ACDF 수술 시 allospacer 모양(H-beam과 rim)에 따른 임상적 결과 및 

이에 대한 FEM study에 관한 연구

 박경덕

 한국병원 

P-119 요추부 기구고정술 후에 발생한 금속 과민반응: 증례보고 

 배정식1, 김기준1, 강문수1, 장일태2

 나누리강서병원1, 나누리병원2

P-120  경흉추 접합부위로 전위된 경추부 추간판 탈출의 임상적 특징과 이분절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이용한 치료

 강문수1, 배정식1, 김기준1, 장일태2

 나누리강서병원1, 나누리병원2 

P-121 경막외 통증시술 후 발생한 사지위약을 초래한 경추부 경막외혈종

 조용준, 강석형, 최혁재, 양진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P-122  심한 척추체 압박 골절 치료를 위한 Double Ballooning eggshell technique
 신상훈, 이종석 

 국립암센터 

P-123 신경공 경유 요추체간 유합술 중 대동맥 손상

 조탁근, 주정균, 김창현, 최종일, 이호국, 문재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P-124  70세 이상 환자에서의 요추 수술 후 재입원하게 되는 위험인자에 대한 

분석

 김두수, 윤도흠, 김긍년, 이   성, 하   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P-125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좌골 신경초종

 이동근, 박춘근, 김병우

 수원윌스기념병원 

P-126 흉수 경막내 혈관주위세포증의 드문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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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 부산백병원

P-127  두 개의 케이지 삽입을 통한 편측 추간공경유 척추체간 유합술의 술기 

및 효과

 이정현

 윌스기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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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8  모딕씨병을 동반한 만성요통에 대한 추간공경막내시경 추골저신경 

레이저삭마술 

  유도요노파리드1, 김현성2, 파우델바야팍2, 장지수2, 최정훈2, 정성균2, 김정훈2, 

장일태3, 오성훈4, 박재은3, 이   솔3

 하산사디킨병원1, 나누리수원병원2, 나누리병원3, 나누리인천병원4 

P-129  만성요통에 대한 추간공경막내시경 동척신경레이저삭마술 후 디스크 

높이의 증가

  파우델바야팍1, 김현성1, 유도요노파리드2, 장지수1, 최정훈1, 정성균1, 김정훈1, 

장일태3, 오성훈4, 박재은3, 이   솔3

  나누리수원병원1, 하산사디킨병원2, 나누리병원3, 나누리인천병원4 

P-130  요추간판탈출증의 수술곤란등급에 따른 경피적내시경하 수핵제거술의 

결과 

  파우델바야팍1, 김현성1, 유도요노파리드2, 장지수1, 최정훈1, 정성균1, 김정훈1, 

장일태3, 오성훈4, 박재은3, 이   솔3 

  나누리수원병원1, 하산사디킨병원2, 나누리병원3, 나누리인천병원4 

P-131  요추부 척추관협착증에서 반대측, 일측접근, 양측 감압을 통한 경피적

완전내시경 요추부 협착감압술 

  김현성1, 파우델바야팍1, 유도요노파리드2, 장지수1, 최정훈1, 정성균1, 김정훈1, 

장일태3, 오성훈4, 박재은3, 이   솔3 

  나누리수원병원1, 하산사디킨병원2, 나누리병원3, 나누리인천병원4 

P-132  요추 4-5번 퇴행성 척주전방전위증 환자의 몸통근육상태에 대한 평가: 

CT검사를 통한 복부근육 분석결과

 김성진, 김진성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P-133 경흉추이행부에 발생한 황색인대의 양측성 결절종

 최진규, 손병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P-134 반대쪽 증상을 일으키는 요추간판탈출증 분석

 정세호, 김석원

 조선대병원

P-135  경추부위 경막외 신경초종 절제술 중 발생한 추골동맥 손상 증례보고 

및 문헌고찰

 이수범, 임승철, 노성우, 전상용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P-136  노인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경막외마취 하 신경감압수술: 주술기 합병증에 

중점을 둔 예비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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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엽1, 정훈재2

 서울부민병원1, 정형외과2  

P-137  요추체간 유합술에서 골 충전재로서의 탈회골기질(DBM): DBM과 자가골의 

동시 이식술을 통한 전향적 비교 연구 

 김범준, 김세훈, 이해빈, 이승환, 김원형, 진성원 

 고려대 안산병원

P-138 수술 중 CT를 이용한 C1 나사못 삽입

 원근수, 한인보, 손세일

 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

P-139 경추 후궁성형술 후 경추 후만 변화의 정도 및 예측 인자 분석

 이준석, 손동욱, 송근성, 이상원, 성순기, 이수헌, 황종욱

 양산부산대병원 

P-140  구상돌기 절제 면적 측정 방법과, 구상돌기 절제가 전방 접근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에서 분절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수헌, 손동욱, 송근성, 이상원, 성순기, 이준석, 황종욱

 양산부산대병원

P-141  일측 추간공협착증으로 인한 일측 방사통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추간

접근법을 통한 내시경적 반대측 추간공 및 외측함요감압술의 조기 결과

  김현성1, 파텔라비쉬2, 파우델바야팍1, 장지수1, 최정훈1, 정성균1, 김정훈1, 장일태3, 

오성훈4, 박재은3, 이   솔3

  나누리수원병원1, 봄베이병원2, 나누리병원3, 나누리인천병원4  

P-142  극 하방전위된 요추부 추간판 수핵 탈출증에서 추간공을 경유한 수핵제거

술에 실패한 이후 즉각적인 척추경접근을 통한 성공적 수핵제거의 가능성

 공병준, 장일태

 나누리병원 

P-143  추간공 협착증에 대한 경피적 내시경 수술의 결과보고: 추간공 추간판 

제거 및 SAP 절제술

 주창일, 김학성, 김석원, 이승명

 조선대병원 

P-144 골다공증성 골절에 미치는 근감소증의 역할

 김우현, 오성한, 김병우, 하  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P-145  극간 고정기기를 사용한 요추 감압술 이후에 추체 유합술을 받은 환자들에서 

그 원인에 대한 분석

 오형석1, 박상준1, 이상진1, 전상협1, 이상호2

 부산우리들병원1, 강남우리들병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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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6  요추 감압수술 및 디스크 제거수술 이후 발생안 화농성 감염의 치료에서 

PEEK 유합체 사용한 전방경유 추체 유합술의 결과

 오형석1, 박상준1, 이상진1, 전상협1, 이상호2

 부산우리들병원1, 강남우리들병원2 

P-147  일차성 척추 종양 환자에 있어 편측성 후궁절제술과 전 후궁 절제술과의 비교

 이현곤, 팽성화, 정용태, 표세영

 인제대 부산백병원

P-148  두 분절 척추성형술 후의 인접 골절에 대한 고찰: 사이에 위치한  

척추체는 재골절의 경향이 있는가?

 이현호, 한   석, 장일태

 나누리병원 

P-149  뇌지주막하출혈의 동맥류 결찰술 후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비특이적 

혈관 협착 증례보고

 박진우, 박경재, 강신혁, 박정율, 정용구, 박동혁

 고려대 안암병원

P-150  목이 넓은 기저동맥 분지 뇌동맥류에서의 Looping Technique을 통한 

Transverse Stenting
 안홍석, 박재원, 전홍준, 이종영, 조병문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P-151  Unpredictable Acute Subdural Hematoma as a Consequence of Spinal 
Anesthesia for Total Knee Replacement

 이선주, 김도현, 김태완, 박관호

 중앙보훈병원 

P-152  경막하 혈종을 동반한 혈관 육종의 중경막 동맥 색전술의 성공적인 치료

  이동훈, 성재훈, 이호준, 김상욱, 김영일, 조철범, 양승호, 김일섭, 홍재택, 이상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P-153 중뇌동맥에 발생한 뇌동맥류로 오인한 뇌동맥 박리

 최상빈, 백진욱, 류경수, 김성환, 이상평 

 제주한라병원

P-154 전방접근 감압수술을 통한 회전성 추골동맥 증후군의 치료: 증례보고

 오명진, 임수빈, 문종현, 신동성

 순천향대 부천병원  

P-155  안구증상을 동반한 해면정맥동부 뇌동맥류의 혈관내색전술을 통한 치료: 

증례보고

 오명진1, 신동성1, Rady Se2, 김범태1 

  순천향대 부천병원1, Preah Ket Mealea Hospital, Phnom Pehn, Cambodi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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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6  전교통동맥 동맥류에 클립 시행 이후 발생한 양측 휴브너 되돌이동맥 

뇌경색

  이상협1, 이철희1, 한종우1, 정진명1, 박인성1, 강동호1, 이영석1, 이광호1, 황수현2, 

박   현2, 김성권2, 박영섭2

  경상대병원1, 창원경상대병원2 

P-157 모야모야병에서 동반된 동맥류 파열에 의한 두개강내 출혈의 치료

 류한승, 주성필

 전남대병원 

P-158  50mL 이상의 뇌내출혈에서 다수의 카테터를 이용한 최소 침습 정위 

뇌혈종배액술

 박현석, 최재형, 허재택

 동아대병원 

P-159  우측중대뇌동맥 폐색이 있는 환자의 뇌동맥류 수술 후 생긴 예측하지 

않은 동측 다량의 뇌경색

 유재천, 김태홍, 황용순, 신형식, 신준재, 정선윤

 인제대 상계백병원

P-160  폐색성 뇌혈관 질환에 있어 후두동맥 이식편을 이용한 double-barrel 
혈관문합술: 증례보고

  여명기, 임영진, 박봉진, 최석근, 김승범, 이준호, 이성호, 정연구, 유지욱

 경희대병원 

P-161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된 환자군에서의 뇌동맥류 발생에 대한 연구

  김장훈, 김현곤, 권택현, 윤원기

 고려대 구로병원

P-162  천막상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 후 발생한 원위부 소뇌 출혈에 대한 증례

보고 3례

 최종일1, 이호국1, 임동준2, 하성곤2, 진성원2

 한림대 강남성심병원1, 고려대 안산병원2

P-163  코일 색전술에서 미세도관 선택을 위한 상상돌기 주위 뇌동맥류의  

기하학적인 분류

 지승훈, 임영진, 박봉진, 최석근, 김승범, 이준호, 이성호 

 경희대병원  

P-164  지주막하 출혈 이후 발생되는 뇌혈관연축 진단을 위한 디지털 감산 혈관

조영술과 비교 시의 컴퓨터 단층 혈관조영술 최대투사기법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

 엄재성, 김종훈, 정영진, 장철훈

 영남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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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5 증례: 동정맥 누공의 수술적 절제술 치험례 

 장준수, 남택민, 연제영, 김종수, 홍승철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P-166 고립성 뇌피질 정맥 혈전증과 폐혈전증을 동반한 단백S결핍 환자 1례

 한건희, 고   용, 김영수, 백광흠, 이형중, 전형준, 최규선 

 한양대병원

P-167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은 자발성 뇌출혈의 뇌농양으로의 변화

 김종연, 허   철, 황   금, 조성민, 구연무, 최종욱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P-168  경동맥 노인환자에 있어 내경동맥스텐트시술과 내경동맥내막절제술의 

치료 결과 및 합병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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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안산병원 

P-169  두 차례의 동맥류 치료 후 다시 자라난 동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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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병원 

P-170 적극적 약물치료에 의한 두개내 동맥 협착의 호전

 이주석, 임준섭, 조규용, 이래섭, 임병찬, 김보석

 광주기독병원 

P-171  지속적 전방 대뇌겸상막동과 발달성 정맥기형을 동시에 가진 환자에 

대한 케이스

 구해원

 인제대 일산백병원 

P-172 뇌지주막하 및 뇌실출혈로 발현된 전뇌동맥(A2)의 박리 환자 증례

 황승균

 이화여대 목동병원

P-173 비뇌동맥류성 궁륭부 지주막하출혈로 발현된 PRES 증례 3례 

 황승균

 이화여대 목동병원

P-174 횡정맥동의 지주막 과립 환자 증례

 황승균

 이화여대 목동병원

P-175 두피종괴로 발현된 해면상 혈관종 증례

 김명철, 황승균

 이화여대 목동병원 

P-176  The usefullness of intraoperative microscopic fluorescent angiogram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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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ical treatment of angiographic pseudonegative cerebral arteriovenous 
malformations after Gamma knife surgery: Case report

 김비오, 장석정

 조선대병원 

P-177  지속성 원시성 후각동맥과 관련된 파열성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증례보고

 김현준, 서상준, 이민석, 이윤수, 이정호, 강동기

 대구파티마병원 

P-178  작은 개두술을 통해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 혈종의 내시경적 제거

 박민철, 박용석, 조혁래, 김병섭, 김종열, 최재영, 박정현

 고신대 복음병원

P-179 파열성 전교통동맥류 환자에서 코일색전술 후 발생한 조기 재출혈

 박지훈, 배학근, 심재현, 오재상, 윤석만

 순천향대 천안병원

P-180 박동성 경부종괴로 발현된 외경동맥의 감염성, 가성동맥류

 김주현, 김재훈, 강희인, 김덕령, 문병관, 이승진, 김주승

 을지병원

P-181 뇌동맥류 수술 후 발생한 반대측 대뇌경색: 증례보고

 서대석, 박경재, 강신혁, 박정율, 박동혁 

 고려대 안암병원

P-182 시각교차에 위치한 해면혈관종에 대한 케이스리포트

 김혜선

 서울대병원

P-183 2,30대 젊은 뇌동맥류 환자의 파열과 관련한 위험 인자에 관한 고찰

 최미선, 임용철

 아주대병원 

P-184  천측두동맥-중대뇌동맥 문합술 후 수술 결과 예측인자로서의 양측 천측

두동맥 유속에 대한 분석

 진성원, 하성곤, 이해빈, 김상대, 김세훈, 임동준

 고려대 안산병원

P-185  Carotid Cavernous Fistulas의 치료에 있어서 Covered Coronary Stent 
Grafts를 사용한 경험 및 추적검사 결과

 정승영, 장세훈, 박문선

 을지대병원 

P-186 척추유합후 인접 마디 질환을 위한 양문 내시경 수술

 장한진, 김용상, 정제태, 유   방, 최대정

 바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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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7 모야모야 병 환자에서 임신 및 출산시 발생한 신경학적 증상

 박원형, 정재우, 안재성, 박중철, 권병덕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P-188  상상돌기주변 뇌동맥류의 코일 색전술후에 스텐트내 혈전의 결과는 

무엇일까?: 사례보고 

 김병철

 동국대 일산병원 

P-189 오닉스 혈관 색전술 후 발생한 뇌신경마비: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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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P-190 정신분열증을 일으킨 경막 동정맥루의 치료

 문종언1, 이성호2, 정상봉1, 전형배1, 최윤석1, 한대희1

 국립중앙의료원1, 경희대병원2

P-191  Y-스텐트 보조 색전술을 이용한 분지부위의 넓은 목을 가진 뇌동맥류의 

치료

  이광호1, 한종우1, 정진명1, 박인성1, 황수현2, 이철희1, 강동호1, 박   현1, 김성권1, 

박영섭1, 이영석1

 경상대병원1, 창원경상대병원2 

P-192  작은 입자를 이용한 뇌수막종의 색전치료: 증례보고

 김태곤, 조경기, 김상흠 

 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

P-193  급성 기저동맥 및 후대뇌동맥 폐색에 대한 기계적 혈관 내 혈전제거술의 

함의

 신동성, 문종현, 박종현, 김범태, 이현녕

 순천향대 부천병원 

P-194 경피적 대퇴 동맥 혈관 조형술시 초음파 사용의 안정성과 정확성

 이주형1, 오성한1, 최재호2

 분당제생병원1, 충북대병원2 

P-195 광범위한 뇌정맥동 혈전증 환자에서의 혈관내 기계적 혈전제거술

 박동선1, 문창택1, 전영일1, 노홍기2

 건국대병원1, 영상의학과2

P-196  내경동맥 혈액수포유사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실패와 혈관내 내경동맥 

포획술: 사례보고

 김병철

 동국대 일산병원 

P-197  Life threatening iodide mumps after endovascular coil emboliz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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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ebral abeurysm
 장형규, 고은정, 박정수, 최하영, 한주희

 전북대병원

P-198  뇌혈관질환에 대한 혈관중재술시에 발생한 Trigeminocardiac reflex에 

대한 증례보고

 허   연, 박원형, 박중철, 안재성, 권병덕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P-199 박동성 이명을 동반한 내경동맥 추체부 동맥류

 이창영

 계명대 동산의료원

P-200 LVIS Jr. 스텐트를 이용한 전/중대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임상 시험

 김성림, 김영우, 김   훈, 박익성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P-201 경동맥 접근이 어려운 대동맥궁을 극복하기 위한 목신전의 가능성

 김상욱, 이동훈, 이호준, 김영일, 조철범, 양승호, 성재훈, 이상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P-202  뇌동맥류파열에서 클립결찰술과 코일색전술의 치료효과 비교: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업데이트

 최규선, 고   용, 김영수, 백광흠, 이형중, 전형준

 한양대병원 

P-203  3년 이상의 추적관찰을 시행한 파열된 뇌동맥류의 치료 결과

 신희섭, 고준석, 이승환, 고학철

 강동경희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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