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1년 2월 21일(일) 08:30~17:30

장 소 : 삼정호텔 라벤더홀(2층)

제12회 대한말초신경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말초신경통증 치료의 뉴노멀

Einmal ist keinmal !!
Welcome to Join with Us as a Member of KPNS

http://www.kpns.or.kr                https://www.thenerve.net

존경하는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COVID-19로 인하여 전세계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어수선한 중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대한말초신경학회가 2008년 12월 6일 김동호 초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구자들의 주도로 설립되어 2009년 11월 15일 제1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로, 올해는 창립 12주년을 맞이하였으며, 말초신경학도 신경외과학의 한 분야임을 뚜렷이 밝히고, 

우리 학회가 대한신경외과학회의 분과학회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속되고 있는 COVID-19 방역 지침에 따라, 애초 2021년 1월 17일(일)로 계획하였던 제12회 

대한말초신경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를 한 달 가량 늦추어 2021년 2월 21일(일)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연기를 결정하게 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2회 정기학술대회에서는 “말초신경통증 치료의 뉴노멀”이라는 주제 아래 “4차 혁명과 의학”, 

“말초신경통증 치료” 뿐만 아니라 말초신경손상과 말초신경병증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전문가의 최신 

지견 강의와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외로 모든 의료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보다 좋은 진료와 치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우리들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멈출 수는 없으며, 특히 말초신경 질환 치료에 대한 최신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학문적으로, 임상적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COVID-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위축되고 제한된 한해였지만, 아무쪼록 2021년 2월 대한말초신경학회 

정기학술대회에는 회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영상으로나마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회원님들 모두 행복해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장  김 세 훈

모시는 글

프로그램 안내

사전 등록 안내

오시는 길 

08:00-08:30 대한말초신경학회 상임이사회

08:30-08:45 등   록  사회 : 학술이사 박형기

08:45-08:50 개회사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장 김세훈

08:50-09:00 축   사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이일우
대한말초신경학회 명예회장 김동호

09:00-09:50 Session I.  Free Papers 좌장: 중앙보훈병원 박관호, 순천향의대 장재칠

09:00-09:07 Radial Nerve Injury Developed After Venipuncture – Report of 2 Cases 서울의대 양희진

09:07-09:14 A Case of Ulnar Nerve Injury at Hand Caused by Blunt Trauma Showed 
Rapid Progression of Muscle Atrophy and Recovery After Operation

서울의대 양희진

09:14-09:21 Anatomical Investigation of the Median Nerve With the Carpal Tunnel With 
Magnetic Resonance Imaging in Carpal Tunnel Syndrome

가톨릭의대 최진규

09:21-09:28 Acute Ulnar Neuropathy due to Anconeus Epitrochlearis : A Case Report 인제의대 한성록

09:28-09:35 Entrapment of the Brachial Plexus(Neurogenic Thoracic Outlet Syndrome) 
as a Cause of Failed Neck Surgery Syndrome

가톨릭의대 손병철

09:35-09:42 L1 Radiculopathy Caused by L2-3 Osteophyte 순천향의대 이재웅

09:42-09:50 질의 및 응답 

09:50-10:45 Session II. Update: Peripheral Nerve Injury   좌장: 가천의대 이상구, 순천향의대 박형기

09:50-10:05 Update Information 한양의대 류제일

10:05-10:20 Imaging of Nerve Injury 순천향의대 영상의학과 차장규

10:20-10:35 Surgery 서울의대 박성배

10:35-10:45 질의 및 응답 

10:45-11:05 Coffee Break 

11:05-12:00 Session III. Peripheral Neuropathy  좌장: 서울요양병원 김동호, 서울의대 양희진 

11:05-11:20 Cause & Classification 순천향의대 안재민

11:20-11:35 Symptom & Diagnosis 단국의대 이우주

11:35-11:50 Treatment  가톨릭의대 신명훈

11:50-12:00 질의 및 응답 

12:00-13:00 총회 및 점심 식사

13:00-13:30 Session IV. 특강 : Commemorative Lecture   좌장: 한림의대 조용준

13:00-13:25 Surgical Experience of Single-portal Endoscopic Carpal Tunnel Release of 
1,500 Consecutive Cases

한림의대 박세혁

13:25-13:30 질의 및 응답 

13:30-14:30 Session V. 특강 : 4차 혁명과 의학   좌장: 한림의대 박세혁, 고려의대 김세훈 

13:30-13:55 의학에서의 빅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성균관의대 이선호

13:55-14:20 의료에서의 사물인터넷 (필수평점) 부산의대 한인호

14:20-14:30 질의 및 응답 

14:30-14:50 Coffee Break 

14:50-16:00 Session VI. 말초신경통증의 새로운 접근들   좌장: PMC 박병원 박진규, 대구가톨릭의대 김대현 

14:50-15:05 말초신경통증과 기능의학 서울성모신경외과 최세환

15:05-15:20 정맥부전과 말초신경병증 하트웰의원 노환규

15:20-15:35 Hydrodissection -유착박리 프롤로의원 정재욱

15:35-15:50 ESWT - Emerging Technique 연세본 정형외과 이재만

15:50-16:00 질의 및 응답 

16:00-16:30 Session VII.  Award Papers   좌장: 가톨릭의대 손병철, 조은 마디병원 목영준 

16:00-16:07 Median Neuropathy Caused by Intramuscular Venous Malformation in the 
Brachialis Muscle at the Elbow: A Case Report 

가톨릭의대 최상수

16:07-16:14 Surgical Treatment of Compressive Radial Neuropathy Presenting with 
Motor Weakness and Pain: A Case Report

한림의대 최광윤

16:14-16:21 Schwannoma in the Dorsal Paraspinal Muscle: A Case Report 중앙보훈병원 김용국

16:21-16:30 질의 및 응답 

16:30-17:00 경품추첨 및 시상식

17:00 폐회사

삼정호텔 라벤더홀(2층)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50 (역삼동) 삼정호텔

문의 : 02 - 557 - 1221

주 최 주 관

● 사전등록 마감일 : 2021년 2월 14일(일)

● 평점 :   대한의사협회 5점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전등록 (http://www.kpns.or.kr/)

● 등록비 :  무료

●   종신회원 가입 관련 문의 (대한말초신경학회 홈페이지 참조) 

- 회원관리 이사   신명훈(novice97@naver.com), 이정표(jpspine@naver.com)

● 준비사무국 연락처 :  아이비기획  070-8656-1516

사전등록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전등록 마감일 2021년 2월 14일(일) 까지

등록비 무료 

사전등록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  스  노  선: 3422번, 147번, 9600번, 241번

지하철 9호선: 언주역 8번출구에서 도보로 3분

지하철 7호선: 학동역 4번출구에서 147번, 241번 버스 이용

지하철 2호선: 역삼역 6번출구에서 도보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