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안내
■사전등록 마감일:

2018년 5월 9일(수)

오시는길

■등록비

전문의/일반의
전공의/비의사/기타

사전등록

현장등록

10,000 원

20,000 원

2018년도 제13차
대한신경조절학회

※국제신경조절학회(INS) 정회원 신청은 현장에서 150,000원 결제후 처리 가
능합니다.

춘계학술대회

■사전등록 방법

┃일시┃2018년 5월 19일(토)
┃장소┃가천길대학교 길병원 응급센터
11층 가천홀

온라인 접수 - 학회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neuromodulation.or.kr/)를 통
한 접수
- 학술대회 홈페이지 내 사전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 주십시오.
- 개인 명의로 한 분씩 등록하시고 단체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 결제는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만 가능합니다.
- 입금 시, 송금인과 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여 등록이 누락될
수 있으니 학술대회 홈페이지 내 ‘사전등록 확’에서 등록과 입금여부를 꼭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주요교통수단
지하철 1호선

인천지하철 1호선

■입금처 안내
- 우리은행 1002-887-111230 (예금주: 손병철[대한신경조절학회])
- 문의 및 연락처: Tel: 010-9623-3337, 02-3280-9013
Email: kns@bjsolution.co.kr

공공 장소별

이용수단

소요시간

동암역 1번출구

버스 : 532, 532A, 532B,
536, 566

10 ~ 15분

예술회관역 2번 출구

도보

예술회관역 4번 출구

버스 : 42

5 ~ 10분

버스 : 11, 22, 34, 42,
82, 103, 534, 537, 800,
700-1, 903

10 ~ 15분

인천종합터미널역
인천지하철 2호선

10분

석천사거리역 4번 출구 도보

5분

■버스
버스구분
간선
급행 간선
좌석
지선·마을버스

버스 번호
11, 22, 33, 34, 42, 45, 82, 111-2, 700-1
903, 907
103, 303, 304, 800
532, 532A, 532B, 534, 536, 537, 566
1300(동막역↔서울역) : 구월팬더아파트 하차 (도보 3분)

광역버스

1400(인천종합터미널↔서울역)
9500(인천종합터미널↔양재시민의 숲)

인천종합터미널↔길병원

11, 22, 34, 42, 82, 103, 534, 537, 800, 700-1, 903

인사말

프로그램

제13차 대한신경조절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여러 회원님 들과 기쁘게 생각합니다.

09:40-09:50

Registration

09:50-09:55

Opening Remarks

이언 (대한신경조절학회 회장)

돌이켜 보면 여러 임상과가 함께 학회를 지속적으로 운영

09:55-10:00

Congratulatory Remarks

장진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10:00-11:00

Session I: Neuromodulation in Special Conditions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

10:00-10:20

MR-guided Focused Ultrasound

장진우 (연세대학교 신경외과)

력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인사말을 빌어 감사의 마음

10:20-10:40

Neuromodulation for Psychiatric Illness

정현호 (연세대학교 신경외과)

을 표현하려 합니다.

10:40-11:00

Neuromodulation for Epilepsy

좌장 : 장진우 (연세대학교), 이언 (가천대학교)

홍석호 (울산대학교 아산병원 신경외과)

11:00-12:00

Session II: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NBS) in Movement Disorders

오늘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의료계에 전반

11:00-11:20

Current Clinical Guidelines of NBS in Movement Disorders

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신경

11:20-11:40

Experimental Approach of NBS in Patients with Movement Disorders

조절학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물결을 타고 학회를 크게 발

11:40-12:00

Evidence of NBS in Experimental Models of Movement Disorders

전시킬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휩쓸려 쇠락할 것인가 기

12:00-13:00

LUNCH

13:00-14:45

Session III: Recent Development in Neuromodulation

13:00-13:25

Current status of SCS in Japan

13:25-13:50

Directional current steering DBS: Early clinical experience in Parkinson Diseases

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의 학회에 대한 관심과 열
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아쉽습니다. 신경조절 분야는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함께 날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좌장 : 신용일 (부산대학교)
김원석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장원혁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조성래 (연세대학교 재활의학과)
좌장 : 이언 (가천대학교)

Shinichi Goto (Kumamoto Takumadai Rehabilitation Hospital, Kumamoto, Japan)
Yasushi Miyagi (Fukuoka Mirai Hospital, Fukuoka, Japan)

13:00-13:25

Current status of DBS in Japan

이러한 점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14:15-14:30

MRI safety and guidelines for SCS

김은영 (가천대학교 길병원)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4:30-14:45

MRI safety and guidelines for DBS

김종현 (고려대학교 신경외과)

14:45-15:00

Coffee Break

이 번 학회가 회원 여러분들의 단합과 분발을 다짐하는 자

Toda Hiroki (Fukui Red Cross hospital, Fukui, Japan)

15:00-16:20

Session IV: Spinal Cord Stimulation in Korea

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학회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발전

15:00-15:20

Update and Comparison of SCS devices

잠재력은 어떤 학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학회

15:20-15:40

Technical Tips for Increasing Success of SCS

최락민 (서울보훈병원 마취통증과)

개최에 협조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관련자 여러분께 감사

15:40-16:00

Peripheral Nerve Stimulation

박휴정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드리며 인사말에 가름합니다.

16:00-16:20

Technigues of Paddle Lead SCS

손병철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16:20-17:20

Session V: Intrathecal Drug Delivery for Pain

좌장 : 김용철 (서울대학교)

16:20-16:40

Physiology of Intrathecal Morphine Treatment

문지연 (서울대학교 마취통증과)

16:40-17:00

Procedures to Avoid Complications of Intrathecal Morphine Pump

김재헌 (건국대학교 마취통증과)

17:00-17:20

Deveopment of Korean Intrathecal Morphine Pump

대한신경조절학회 회장

이 언

17:20

Closing Remarks

18:00

Dinner, Korean Neuromodulation Society

좌장 : 김용철 (서울대학교), 손병철 (가톨릭대학교)
이평복 (서울대학교 분당서울대병원)

신운섭 (서강대학교 화학과/융합의생명공학과)
이언 (대한신경조절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