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회
대한말초신경학회
해부 Dissection Course

Carpal Tunnel Syndrome

Cubital Tunnel Syndrome

Brachial Plexus

주최 : 대한말초신경학회
주관 : 대한신경외과학 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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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선

등록 신청서는 Fax : 041-572-9297 혹은 이메일 nsjjoon@naver.com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1회 대한말초신경학회 해부 Dissection Course

등록 신청서 (회원가입)

성명(병원명) : 면허번호 : 

이메일주소 : 

송금인(등록인과 다를 경우 기재) : 

연락처 : 

송금예정일 :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의(   ), 봉직의(   ), 전공의(   ), 기타(   )
회원가입을 희망합니다.(   )

오시는 길 2016년 9월 11일(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 연구센터 1층 수술교육센터

지하철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 (걸어서 15분), 3호선 독립문역 4번 출구 마을버스 8-1번 (5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

안이비인후과병원

연세암병원

제중관

광혜관 심장혈관병원

세브란스병원 치과병원 치과대학

동문회관

의과대학

의과대학(신관)종합관, 장례식장

의학
도서관

어린이병원 재활병원 러들로
교수동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간호대학

주차타워

오시는 길 2016년 9월 10일(토)
강남세브란스 병원 본관2동 3층 대강당

교통안내

홈페이지(www.kpns.or.kr)에서도 등록가능합니다.

Dissection Courses
Sharing Experiences with Masters



대한말초신경학회 제1회 해부 Dissection Course
Dissection Course of Carpal and Cubital Tunnel, 
and Brachial Plexus, Sharing Experiences with Masters

일시 : 2016년 9월 10일 토요일    장소 :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본관2동 3층 강당

제 1부
Lectures on Dissection of Carpal and Cubital Tunnel, and Brachial Plexus

저녁식사 (Free Dinner)

일시 : 2016년 9월 11일 일요일(오전 8시~오후 3시 30분, 중식제공)
장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 1층 수술교육센터

제2부
Hands-On CadaverDissection

양희진 서울대 신경외과 

Course director Faculty

김경현 연세대 신경외과 

한영민 가톨릭대 신경외과

준비물(실습가운, 글로브, 실습기구)은 제공됩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기구를 가져와도 됩니다.

 존경하는 말초신경 회원 및 말초신경계에 관심이 있으신
신경외과 회원 여러분 !

 유래없던 폭염이 쏟아졌던 2016년으로 찌는 듯한 날씨에
진료와 연구에 힘쓰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동안 중추신경 및 척추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Cadaver Workshop 교육도 활발히 열려서
기회가 많아왔으나  말초신경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하여 관심이 소흘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욱이 제대로 된 해부학적 실습교육은 가질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초신경분야는 중추신경 및 척추신경계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사체해부 실습교육은 수술적 치료 및 내과적인 치료를 시행할 때 많은 해부학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말초신경학회에서 
처음으로 말초신경계에 대한 사체해부실습교육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초신경계 또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번 2016년 9월 연수교육
에서는 상지분야에 대한 Dissection Course를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상완총신경계 및 주관절, 수근터널 부위의  신경계에 대해 매우 
세분화된 해부학적 연수교육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해 수술적 경험이 가장 많으신 분들을 모시고 강의와 실습을 가질 
예정입니다. 9월10일, 11일 이틀로 나누어 하루는 해부학적 구조 및 수술적 치료의 
중요한 부분 등에 대해 강의가 있을 예정이며 이틀째에는 상지 사체해부 및 수술적 
술기에 대한 실습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의를 통한 지식을 사체해부교육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Cadaver workshop 
특성상 제한된 인원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으나, 강의를 통한 간접적인 기회를 보다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workshop 이 후에 
하지말초신경계에 대한 사체해부 연수교육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열어 많은 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상지 말초신경계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 및 전문가들의 수술 수기의 습득으로 환자 
진료와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초대의 글

9:50 개회사

Surgical technique (part II) Anterior transposition

Lunch

Surgical anatomy (part I): Supraclavicular brachial plexus

Surgical anatomy (part II): Infraclavicular brachial plexus

Surgical technique (part I): Restoration of shoulder function

Surgical technique (part II): Restoration of elbow function

Coffee Break

발기부전의 약물치료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장 이상구

폐회사 말초신경학회 회장 이상구

대한갱년기의학회 회장 / 김세웅
좌장 한림대 박세혁 / 충북대 김동호

축사

손목터널 증후군 (Carpal Tunnel Syndrome)

Anatomy / passage for optimal result without complication

Pathophysiology; Three situations of carpal tunnel syndrome

대한신경외과학회 전임회장 김동호

연세대 김경현

좌장 서울대 양희진 / 가천대 이상구

서울대 양희진

가톨릭대 김일섭

이화여대 조도상

가톨릭대 김상돈

순천향대 장재칠

한림대 양진서

심정병원 심정현

좌장 한림대 조용준 / 차의대 한인보

10:00~10:20

10:20~10:40

10:40~11:00

11:00~11:20

11:20~11:40

11:40~12:00

12:00~12:20

12:20~12:40

12:40~13:00

13:00~14:00

14:00~14:20

14:20~14:40

14:40~15:10

15:10~15:40

15:40~16:00

16:00~16:40

16:40

17:00

Coffee Break

Avoidance of complication 가톨릭대 한영민

팔굽굴 증후군 (Cubital Tunnel Syndrome)

팔굽굴 증후군
(Cubital Tunnel Syndrome)

Anatomy for cubital tunnel

Pathophysiology of cubital tunnel syndrome

Surgical technique (part I) : Simple decompression 

단국대 김영진

가톨릭대 신명훈

한림대 조용준

Surgical technique for carpal tunnel syndrome

2016년 8월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장   이 상 구

좌장 순천향대 장재칠/ Workshop director 손병철상완신경총 (Brachial plexus)

상완신경총
(Brachial plexus)

손목터널 증후군
(Carpal Tunnel Syndrome)

조용준 한림대 신경외과 

장재칠 순천향대 신경외과
김상돈 가톨릭대 신경외과 

김영진 단국대 신경외과 

김일섭 가톨릭대 신경외과 

신명훈 가톨릭대 신경외과 

심정현 심정병원 
양진서 한림대 신경외과 

조도상 이화여대 신경외과 

실습시간 : 8:00~10:00, 10:30~12:30, 13:30~15:30

심재준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
휴대폰 번호 : 010-4017-4825
이메일 : nsjjoon@naver.com
팩스 : 041-572-9297

우리은행 1002-339-014831
예금주 : 김일섭(가톨릭대학교 신경외과)

연수평점

11일(해부실습) : 6시간/6점(예정)
10일(강의) : 5시간/5점(예정)

등록안내

강의 및 실습 : 2016년 8월 31일(선착순 24명)
강의 : 2016년 9월 5일

사전등록 마감일

사전등록

10,000

30,000

40,000

무료

40,000

50,000

10,000

종신회원

전문의 회원

전문의 비회원
(현장가입 가능)

전공의, 군의관,
학생, 간호사

강의 및 실습 500,000

30,000

현장등록

※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는 사전등록시 무료입니다.
※ 점심식사 제공됩니다.

등록비

카다바 6구, 실습조 6조, 4인 1조 / 총 24명 (실습/강사비율 2:1)

홈페이지 등록 : 홈페이지(www.kpns.or.kr)
                        접속 후 등록바랍니다.

문의 및 사전접수

입금계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