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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체 초록 제출 안내 

• 초록마감일 : 2022년 1월 16일(일)

• 초록 제출처 :  양진서 (학술이사,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신경외과) 
E-mail : yiyaseo@naver.com

• 형식은 대한신경외과학회 초록 형식과 동일하며,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연제에 증례 토론도 환영합니다. 

• 자유연제 발표 중 당일 이사진들의 평가를 통해 학술상 수여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전등록 안내

• 사전등록 마감일 : 2022년 1월 19일(수)

• 평점 : 대한의사협회 4점

• 신청 방법 :  온라인 사전등록 http://www.kpns.or.kr

• 계좌 : 우리은행 1006-501-548296 대한말초신경학회

• 연락처 :  준비사무국 Tel : 02-476-6717 / Fax : 02-476-6719 / E-mail : jhkim@ls-comm.co.kr 

• 등록비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종신회원 무료 10,000원

전문의 30,000원 40,000원

전공의, 학생, 간호사 무료 10,000원

• 종신회원 가입 관련 문의 :  류제일 (회원관리이사, 한양대 구리병원), 이정표 (회원관리이사, JP신경외과의원) 
E-mail : ryujeil@hanmail.net, jpmarklee@gmail.com

오시는 길

(약도 : https://samjunghotel.co.kr/LOCATION 참고)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4-11 (봉은사로 150)

사전등록 바로가기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3회 대한말초신경학회가 2022년 1월 23일(일요일) 개최됨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영화 기생충의 박찬욱 영화감독은 말했습니다. 1인치의 언어장벽만 뛰어 넘으면, 아주 다양

한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뇌와 척수질환을 치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신 

경 종양, 두개인두종과 같은 뇌종양도 말초신경인 안신경과 청신경, 안면신경의 감압이 주된 

목표인 경우도 많고,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도 척수보다는 척추신경 감압이 목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뇌, 척수 질환 자체는 중추신경계 속에서 시간에 따라 어느 정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말초신경인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손상이 발생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

서 수술중 신경감시가 중요합니다. 중추와 말초 신경계 질환 진단과 수술에 특화된 신경외과  

의사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팔다리 통증에서, 근골격계를 제외하면 척추성 원인도 있지만 말초신경의 포착도 많습니다. 

수련과정에서 말초신경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부실하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동안 척추수술후  

증후군에 후관절, 천장관절 같이 신경과 관련없는 구조와 차단술만 생각했습니다. 근전도  

음성이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MRI 사면영상에서 보이는 신경공 협착으로만  

증상을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신경증상이 모두 척추신경근에서 기인하지 않습니다. 상완신경총  

포착의 흉곽출구 증후군도 경추수술을 받고 내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척추수술후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전도가 말초신경을 진단해 주지 않습니다. 근전도는 

말초신경의 변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뿐입니다. 임상의사들 특히 외과의에 대해 말초신경  

포착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말초신경 종양은 드물지만, 신경외과 현미경수술과 수술중  

신경감시를 통해 성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 손상에 대한 신경전이 

수술에 대해 알아 보십시요. 제13회 말초신경학회는 말초신경수술의 대가인 McKinnon 교수와  

Spinner 교수님을 초청하였고, hydro-dissection에 대해 일본 Omodani 선생님도 초청하였습 

니다. 

말초신경학회는 수련병원 뿐 아니라, 개원봉직의 선생님 참여도가 높습니다. 이미 박진규  

전회장님께서 비대학 신경외과의로서 회장으로 봉사하였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청담마디신경

외과 심재현 원장님이 봉사하실 예정입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젊은 신경외과 의사 여러분들의 

관심을 구하고 싶습니다. 개원봉직의 선생님들, 열려 있는 말초신경학회에 같이 참여하시고  

교류하기를 희망합니다. 말초신경 수술 경험이 적은 젊은 의사분들, 증례 발표를 통해 공부 

하고 같이 토론하십시요. 편한 정보교류의 장소를 만들겠습니다.

길었던 COVID-19의 터널이 끝이 보이는 시점에서, 2022년 제13회 말초신경학회는 대면 

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년동안 학회 운영과 학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주신 학술, 총무이사

님을 비롯한 여러 이사님들의 열정과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는 2022년,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장   손  병  철   올림

초대의 글

08:00-08:50 등록

08:50-09:00

인사말 손병철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장)

축사
박인성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김동호 (대한말초신경학회 명예회장)

09:00-09:50 Session Ⅰ. Free paper 1: Peripheral nerve surgery 
 좌장: 한성록 (인제대), 심정현 (심정병원), 손성 (가천대)

09:50-10:40 Session Ⅱ. Intraoperative monitoring (IOM) in peripheral nerve surgery
 좌장: 박성배 (서울대), 김영진 (단국대)

09:50-10:15 IOM in peripheral nerve surgery 손병철 (가톨릭대)

10:15-10:40 IOM in spinal surgery 문홍주 (고려대)

10:40-11:00 Co�ee break 

11:00-12:15 Session Ⅲ. Lectures by invited overseas lecturers
 좌장: 심재준 (순천향대), 지규열 (연세 하나병원), 신명훈 (가톨릭대)

11:00-11:25 My vision for nerve transfers that work  Susan E. Mackinon (Washington University)

11:25-12:15 Brachial plexus tumor surgery and Intraneural ganglion Robert J. Spinner (Mayo Clinic)

11:25-11:50 ① Brachial plexus tumors 

11:50-12:15 ② Intra-neural ganglion 

12:15-12:30
정기 총회 및 기념 촬영 김일섭 (대한말초신경학회 총무이사, 가톨릭대),
 이재학 (대한말초신경학회 총무이사, 허리나은병원)

12:30-13:30 점심식사

13:30-14:30 Session Ⅳ. Hydro-release for entrapment neuropathy
 좌장: 심재현 (청담마디신경외과), 이재학 (허리나은병원)

13:30-14:00 History and Techniques 윤용현 (인천터미널 정형외과)

14:00-14:30 Ultrasound-guided hydro-release for peripheral nerve disorder (LIVE) Toru Omodani (University of Pittsburgh)

14:30-14:50 Co�ee Break

14:50-15:40 Session Ⅴ. Di�cult-to-diagnose upper and lower extremity pain
 좌장: 김경태 (경북대), 최우진 (건국대)

14:50-15:05 Upper extremity 이종범 (충북대)

15:05-15:40 Lower extremity 심정인 (서울 선정형외과 정형외과), 양우영 (서울 선정형외과 영상의학과)

15:40-16:40 Session Ⅵ. Free paper 2 : General peripheral nerve disease
 좌장: 김상돈 (가톨릭대), 전인호 (강남 힘찬병원), 최진규 (가톨릭대)

16:40-16:50 THE NERVE 학술상 시상 박관호 (중앙보훈병원), 김세훈 (고려대)

16:50-17:00 폐회사 손병철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장)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