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연제 I 

 

09:20-10:20                             좌장: 이상구(가천대), 김명현(이화대)  

 

1. A Possible compression site of peroneal Nerve, intermuscular septum 

 양진서, 조용준, 강석형, 최혁재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2. Peripheral nerve schwannoma causing tarsal tunnel syndrome: a case report 

 송정원, 오성한, 최종원, 이충재, 임종국, 정봉섭 

 분당제생병원 

3. Tarsal tunnel syndrome caused by ganglion cyst – case report 

 홍노아, 양희진, 정영섭, 이상형, 손영제, 박성배 

 서울대 보라매병원 

4. Surgical treatment of pronator teres syndrome with multiple muscular dysfunction – A 

case report 

 김일섭, 홍재택, 김문석, 허준, 조철범, 양승호, 성재훈, 이상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5. Clinical features of wrist drop by compressive radial neuropathy (Saturday night 

palsy) 

 한보람, 조용준, 양진서, 강석형, 최혁재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6. Decompression of the sciatic nerve entrapment caused by post-inflammatory scar - 

a case report 

 손병철, 김덕령 

 서울성모병원, 을지대병원 

  



자유연제 II 

 

14:20-15:20                               좌장: 김재휴(전남대), 손병철(가톨릭대) 

 

1. How is the start of the spinal pain, and how is that progression? II - Segmental 

Complex Restoration (SCR) therapy of acute SSIIDD (Segmental Subluxation Induced 

Internal Disc Derangement) 

김현성, 정세진, 안형준, 전기현, 최우진, 김관태, 장근수, 김석원, 주장일, 이승명, 

신호 

허리사랑병원, 조선대병원 

2. Clinical outcomes of pulsed radiofrequency neuromodulation for meralgia paresthesia 

 최혁재, 양진서, 강석형, 조용준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3. Diabetic amyotrophy confused with concomitant lumbar radiculopathy 

 허동화, 구정회, 박춘근, 황장회 

 윌스기념병원 신경외과, 울산의대 강릉아산병원 재활의학과 

4. Human adipos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improve neuropathic pain and 

enhance nerve regeneration in a rat model of crushing sciatic nerve injury 

 신동아, 이혜영, 하윤, 이성, 김긍년, 윤도흠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5. Multi step treatment for chronic intractable anal pain 

 이호준, 이상건, 황형식, 신일영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6. Ultrasound elastography in carpal tunnel syndrome – Objective evaluation of median 

nerve consistency 

 양희진, 채지원, 정영섭, 이상형, 손영제, 박성배 

 서울대 보라매병원 

 

  



자유연제 III 

 

15:30-16:30                              좌장: 김대현(대구가톨릭대), 이상구(단국대) 

 

1. Overview of brachial plexus surgeries 

 이호준, 이상건, 황형식, 신일영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2. Total removal with combination posterior and anterior approach for cervical dumbbell 

shape intradural and extend to brachial plexus tumor 

 이상국, 정진환, 김충현, 김재민, Daniel H Kim 

  한양대 구리병원, Baylor College of Medicine 

3. Vagus nerve schwannoma at carotid Sheath, case report 

 장호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4. Intra sacro-pelvic giant schwannomas 

 김상돈, 김성준, 노병일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5. Two cases of multiple schwannomas: schwannomatosis or neurofibromatosis type 2 

김대현, 최기환, 김성환, 김상용 

대구가톨릭병원 

6. Morphometric study of the obturator nerve around obturator foramen 

 허준영, 장재칠, 조성진, 박석규, 박형기 

 순천향 서울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