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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자랑스러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자진료에 공사다망하신 존경하는 회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학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 더

위도 한층 일찍 시작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즐거운 뉴스가 별로 없어 더욱

더 지겨운 여름이 지났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3년 세계신경외과학회 유치를 위해 약 6년 전 춘계학회때 부산의

BEXCO 회의장에서 유치단의 발족을 하고, 2007년 11월 20일 나고야에

서 일명 나고야 대첩이라고 불리는 2013년 세계신경외과학회의 서울유치

가 확정된 후,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가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본 세계신경외과학회는 대한신경외과학회 여러

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룬 훌륭한 결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제53차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예전의 학술대회와 차별된 특징을 가

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해는 여건상 서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하

지 못하였는데, 금년에 다시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하

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의 2/3에 해당되는 개원의, 봉

직의 여러분의 참여를 독려하고, 신경외과 분야의 환자진료영역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하여 일요일인 11월 3일에 학술대회 일정을 처음 배정하였

습니다. 이는 예전의 학술대회와 차별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는 오직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수련병원 위주의 학술대회에서 명실상부 대한신경외

과학회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술대회로 다시 나는 중요한 전기

로 판단되며, 회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정 용 구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여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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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학회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의료 환경의 새로운 변화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

련의 숫자의 감축, 수련병원 평가 방법의 변화,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정

부 정책의 변화, 자동차 보험수가에 대한 심평원의 역할, 건강보험에 대

한 진료수가 적용의 변화는 신경외과 회원의 이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

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회는 상임이사, 이사님들의 적극

적인 참여와 토론으로 적절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회

원여러분들게 학술대회 기간 동안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해결방안, 정보제

공 등에 중요한 학술내용을 배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학술대

회에 참석하여 이러한 중요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회원님들의

이익제고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전기로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신경

외과학회의 발전, 회원들의 이익제고를 위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기부참여 등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

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직을 훌륭하게 맡아 주신 여형태

회장님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학술대회의 학술 프

로그램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장진우 학술이사, 학술대회의 진행 및 재

정 면에 헌신해주신 전신수 총무이사 및 기타 상임이사 여러분께 학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

워커힐에서 진행되는 제53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훌륭한 학술대회가 되도록 氣를 넣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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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장 및 고문
명  예  회  장 임광세, 문태준, 송진언, 이인수, 김윤범, 정환영, 주정화, 최길수, 송두호, 
 양승렬, 정광진, 김두원, 이기찬, 이화동, 이영우, 정상섭, 최덕영, 이규창, 
 김승래, 이제혁, 최창락, 유태전, 강준기, 황도윤, 김영수, 한대희, 이정청, 
 김국기
고              문  조병규, 조수호, 변박장, 김   윤, 김형동, 김문찬, 최중언, 강삼석, 정희원, 
 임만빈, 박상근, 오석전, 윤일규, 이동열, 이규성, 이상원, 김수한

대한신경외과학 연구재단 임원
이     사     장 변박장
이             사  김문찬, 강삼석, 최선길, 김형동, 정희원, 오석전, 박연묵, 백민우, 이규성,
 송시헌
감             사 김주승, 임영진

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
이      사      장 정용구 회             장 여형태   
차  기  이  사  장 임영진 차  기  회  장 최낙원 
상  임  이  사  총무 - 전신수, 학술 - 장진우, 고시 - 김오룡, 수련교육 - 박윤관, 
 기획(WFNS관련) - 김창진, 재무 - 이무섭, 보험 - 고 용, 
 진료심의 - 송근성, 법제윤리 - 문창택, 홍보 - 고도일, 
 국제교류 - 임영진, 회원관리 - 김우경, 전산정보 - 신형진, 
 의료정책 - 정천기, 개원의 - 김문간, 특별 - 강동기, 강성돈, 변진수, 
 염진영, 장일태, 정   신, 정용태, 최하영
별     정     직  학술지편집위원장-박정율, 교과서편찬위원장-김범태
 학회사편찬위원장-이영배
특 별 위 원 회  CNS창설위원회 - 오창완, 경쟁력강화위원회 - 정진명
 보험관련총괄위원회 - 김주승, 상대가치위원회 - 박현선
 여의사위원회 - 박문선, 자문위원회 - 이상원
 자보위원회 - 박 관, 재정위원회 - 이승훈, 회칙개정위원회 - 도재원
감             사 권정택, 김인수
이             사  강동기, 강성돈, 고도일, 고  용, 고현송, 권오기, 권창영, 김기욱, 김명섭, 
 김문간, 김범태, 김법영, 김성호, 김세혁, 김영백, 김영수, 김오룡, 김우경, 
 김재민, 김재휴, 김주승, 김창진, 나형균, 도재원, 류재광, 문성근, 문재곤, 
 문창택, 박강화, 박  관, 박관호, 박문선, 박성균, 박성춘, 박윤관, 박인성, 
 박정율, 박진규, 박현선, 변진수, 서의교, 성주경, 송관영, 송근성, 송준석,
 신형진, 심찬식, 여형태, 염진영, 오창완, 윤수한, 은종필, 이명기, 이무섭, 
 이상구, 이상원, 이승훈, 이영배, 이은열, 임영진, 장석정, 장웅규, 장일태, 
 장진우, 전병찬, 전상룡, 전신수, 정  신, 정용구, 정용태, 정의화, 정진명, 
 정천기, 정철구, 조경기, 조경석, 조용준, 좌철수, 차승헌, 최기환, 최세환,
 최하영, 홍승관, 황   금, 황정현 (85명)

상설위원회(상임이사)
총 무 위 원 회  전신수(위원장), 김성호(부위원장), 임동준(부위원장), 고은정, 김기정, 박봉진, 

이정길, 장종희, 조원호, 홍석호, 조정기(간사)
학 술 위 원 회  장진우(위원장), 김종수(부위원장), 최세환(부위원장), 강신혁, 고준석, 김상우, 
 김선환, 김세혁, 김승기, 문병관, 성재훈, 손병철, 이상원, 임수빈, 정태영, 
 조보영, 구성욱(간사)
고 시 위 원 회 김오룡(위원장), 김성민, 김재민, 김재용, 김주한, 김태선, 문성근, 민경수, 
 박용숙, 백선하, 송영진, 안재성, 양국희, 이관성, 장재칠, 차승헌, 현동근,
 황   금, 김민수(간사)
수련교육위원회  박윤관(위원장), 노성우(부위원장), 이채혁(부위원장), 고현송, 김대현, 김무성,
 은종필, 이상구, 조  준
연수소위원회   이승명(부위원장), 고준석, 민경수, 성재훈, 손병철, 정진환, 양희진, 황정현
기 획 위 원 회 김창진(위원장), 유 헌(부위원장), 강동완, 문경섭, 박동혁
(WFNS관련위원회) 박재찬, 박중철, 박철기, 백광흠, 서의교, 심숙영, 양승호, 정현호, 최승원,
 설호준(간사)
재 무 위 원 회 이무섭(위원장), 김정훈(부위원장), 홍석호(간사)
보 험 위 원 회  고 용(위원장), 이종오(부위원장), 김기정, 김상돈, 박석규, 박진규, 박춘근,
 안영환, 정영균, 정태영, 조성민, 진동규, 김재훈(간사)
(중 앙 위 원 회) 김근수, 박봉진, 성재훈, 유찬종, 이장보, 조병문
국제교류위원회  임영진(위원장), 김은상(부위원장), 고현송, 김무성, 김승범, 김성호, 김인영, 

문성근, 이장보, 황 금, 이승환(간사)
진료심의위원회 송근성(위원장), 권택현, 김근수, 김긍년, 김은상, 김인수, 류경식, 문승명, 
 신현철, 이선일, 전상룡, 조용준, 최기환, 최창화
법제윤리위원회  문창택(위원장), 김상돈, 원근수, 이상훈, 이호국, 임성준, 장철훈, 최석근, 

하성곤, 황선철, 송상우(간사)
홍 보 위 원 회 고도일(위원장), 김현성, 양승민, 최순규, 한동석
회원관리위원회  김우경(위원장), 장재칠(부위원장), 김병욱, 김태준, 박동혁, 박철웅, 송관영, 

오명수, 이기택, 이동우, 이재학, 임종현, 홍재택, 김승범(간사)
전산정보위원회  신형진(위원장), 문재곤(부위원장), 강석구, 김경태, 김승범, 박경범, 박동혁, 
 방재승, 서인엽, 유도성, 이창섭, 이형중, 조도상, 조성진, 최찬영, 남택균(간사)
의료정책위원회  정천기(위원장), 권택현, 김기욱, 김인영, 김정훈, 문병관, 박승원, 박종태, 

백광흠, 유  헌, 이정일

개원의위원회  김문간
특  별  이  사 강동기(위원장), 문승명, 서의교, 이상평, 전상룡, 조원호,
(응급, 재난관리위원회) 조재훈, 이정호(간사)
특  별  이  사 강성돈(위원장), 강희인, 김석원, 김성호, 김승민, 김용배,
(전공의수련규정개정위원회) 박인성, 신승훈, 임동준, 엄기성(간사)
특  별  이  사 변진수(위원장)
(표준지침제정위원회)
특  별  이  사 염진영(위원장), 김근수, 서보라, 성재훈, 유찬종, 이경석,
(장애판정위원회) 이상구, 이진석, 조용준, 황선철, 최승원(간사)
특  별  이  사 장일태(위원장), 성연상(부위원장), 오명수, 이동걸, 장지수,
(신경외과전문병원 및 봉직의 관련위원회) 조보영, 최기석, 박철웅(간사)
특  별  이  사 정 신(위원장), 김영돈, 김은영, 방재승, 양승호, 이기택,
(학술상위원회) 이종명, 정현호, 조성진, 조영현, 최승원, 한인호, 문경섭(간사)
특  별  이  사 정정용태(위원장), 안영환(부위원장), 고현송, 김긍년, 김상우,
(신경외과명칭개정위원회) 이정길, 전상룡, 조용준, 최병관, 허  륭, 조철범(간사)
특  별  이  사 최하영(위원장), 김긍년, 김인영, 김종규, 이태규, 조철범, 
(관련학회조정위원회) 한인호, 이종명(간사)

별정직위원회
학술지편집위원회  박정율(위원장), 권택현, 김범태, 김영백, 김은영, 김정훈, 류경식, 문창택, 

박세혁, 송근성, 심기범, 오창완, 윤수한, 이무섭, 이선일, 정천기, 주진양, 
최기환, 최하영, 김상대(간사), 박용숙(간사)

교과서편찬위원회  김범태(위원장), 윤승환(부위원장), 김정은, 박재찬, 박종태, 원유삼, 유 헌, 
이상구, 임동준, 임수빈, 장경술, 장원석, 정진환, 조병문, 최병관, 최석근, 
이기택(간사)

역사편찬위원회  이영배(위원장), 고준경, 김석원, 민경수, 박승원, 백광흠, 유   헌, 이호국, 
이윤수, 황선철, 허필우, 남택균(간사)

특별위원회
CNS창설위원회 오창완(위원장), 김태선(부위원장), 김승기, 박재찬, 서대희, 설호준, 안재성,  
 이관성, 이상원, 이재환, 황수현, 황교준(간사)
경쟁력강화위원회 정진명(위원장)
보험관련총괄위원회  김주승(위원장), 고 용(공동위원장), 성재훈(부위원장), 이상구(부위원장), 
 이종오(부위원장), 박관호, 양승민, 이재학, 장재칠, 조광욱, 최석근, 이상국(간사)
상대가치위원회 박현선(위원장), 보험위원과 공유
여의사위원회  박문선(위원장), 김은영(부위원장), 박용숙, 박은경, 심숙영, 이지연
자 문 위 원 회 이상원(위원장), 김태성, 오성훈, 오세문, 임영진, 최낙원, 최천식
자 보 위 원 회  박   관(위원장), 박진규(부위원장), 고 용, 김근수, 김영백, 김영수, 김우경, 
 도재원, 박정율, 손병철, 어 환, 오세문, 이경진, 이상원, 조경근, 김승범(간사)
재 정 위 원 회 이승훈(위원장)
회칙개정위원회 도재원(위원장), 김승민, 김주한, 박형기, 송준석, 최승원, 김라선(간사)

분과학회
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최하영(회장), 허 륭(총무), 김성호(학술) (2013.3 - 2014.3)
뇌 종 양 학 회 김창진(회장), 곽호신(총무), 장종희(학술) (2013.7 - 2014.6)
뇌혈관외과학회 김재민(회장), 김종수(총무), 김범태(학술) (2013.3 - 2014.2)
소아신경외과학회 윤수한(회장), 김동석(총무), 정태영(학술) (2013.5 - 2014.5)
척추신경외과학회 성주경(회장), 김근수(총무), 김인수(학술) (2013.9 - 2014.9)
신경손상학회  전상룡(회장), 김정은(총무), 김인수(학술) (2013.6 - 2014.5)
뇌혈관내수술학회 권오기(회장), 전영일(총무), 고준석(학술) (2012.12 - 2013.12)
노인신경외과학회 나형균(회장), 박인성(총무), 장진우(학술) (2013.2 - 2015.2)
신경통증학회  조경석(회장), 윤영설(총무), 이태규(학술) (2012.4 - 2014.4)
말초신경학회  조용준(회장), 장재칠(총무), 양희진(학술) (2012.11 - 2013.11)

지 회
서울·경인지회 김주승(회장), 김재민(총무) (2013.3 - 2014.3)
대구·경북지회 김성호(회장), 김대현(총무) (2013.1 - 2014.1)
부산·울산·경남지회 전병찬(회장), 정영균(총무) (2013.1 - 2013.12)
대전·충청지회 정철구(회장), 김현우(총무) (2012.1 - 2013.12)
호  남  지  회 강성돈(회장), 엄기성(총무) (2013.3 - 2014.3)

파견대의원 및 대표
대한의학회 평의원  정용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정용구, 임영진(교체평의원)
대한병원협회 신임위원 정용구, 박윤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용구, 임영진, 전신수, 장진우
세계신경외과학회 대의원 이규성, 박춘근, 오석전, 왕규창
아시아대양주학회 대의원 이규성, 박춘근, 오석전, 왕규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변박장

임원
  명단
(20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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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실태 조사 완료 및 
2013년 학회 전공의 정원 확정 

수련교육위원회 주관으로 2013년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의 86개 병

원을 대상으로 수련실태 조사를 시행하였다.  전체 2013년 병원협회 신청 전공

의 수 111명 중 학회심사 시 학회신청 전공의수는 108명이었다.  병원신임위원

회 후 보건복지부 승인 후 각 병원으로 전공의 정원이 통보될 예정이다.  

2013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상 
수상자 명단

2013년 10월 31일(목)에서 11월 3일(일)까지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

릴 제53차 추계학술대회에서 9개 부문 영예의 학술상 수상자들이 결정되었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1.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상 (전체) : 이선호, 정천기, 김치헌, 윤상훈, 현승재, 

김기정, 김은상, 어  환, 김현집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Long-term outcomes of surgical resection with or without adjuvant 

radiation therapy for treatment of spinal ependymoma: a retrospective 

multicenter study by the Korea Spinal Oncology Research Group.

2.  이헌재 학술상 (혈관) : 전형준, 김동원, 이형중, 김영수, 김은현, 황세진, 좌

철수, 이윤경, 류형철 (한양대병원)

  Effects of statin and deferoxamine administration on neurological outcomes 

in a rat model of intracerebral hemorrhage

3.  이주걸 학술상 (기초) : 권영준, 이제욱, 문은정, 정연구, 김옥순, 김해진 (성

균관대 강북삼성병원)

  Anabolic Effects of Peniel 2000, a Peptide That Regulates TGF-β1 

Signaling on Intervertebral Disc Degeneration

4.  우정현 학술상 (전체) : 정상준, 신상훈, 유  헌, 이승훈, 김기정, 장태안, 곽호

신 (국립암센타)

   Single-stage posterior decompression and stabilization for metastasis of 

the thoracic spine: prognostic factors for functional outcome and patients' 

survival.

5.  이인수 학술상 (Young Neurosurgeon) : 오영민, Tian-Ze Ma, 곽용근, 

   은종필 (전북대병원)

  Proteomic Evaluation to Identify Biomarkers for Carpal Tunnel Syndrome: 

A Comparative Serum Analysis

6.  가톨릭 인봉상(송진언) : 이형진, 위진석, 이홍재, 이일우, 박기철, 양지호 (가

톨릭대 대전성모병원)

  Dysregulated Expression Profiles of MicroRNAs of Experimentally Induced 

Cerebral Aneurysms in Rats

7. 지강  심보성 학술상 (종양) : 김영훈, 이진경, 김보경, Judy Park Dewitt, 

   이정은, 한정호, 김승기, 오창완, 김재용 (분당서울대학교병원)

 Combination therapy of cilengitide with belotecan against

8.  정환영 학술상 (척추) : 김지영, 오창현, Xian Huang, 김문항, 윤승환, 김길환, 

박현선, 박형천, 박소라, 최병현 (인하대 의과대학) 

  Improvement in sensory function via granulocyte-macrophage colony-

timulating factor in rat spinal cord injury models

9.  임언 학술상 (전체) : 박정호, 김경현, 구성욱, 진동규, 김근수, 조용은 (연세

대 강남세브란스병원) 

  Stenting from the Vertebral Artery to the Pos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

학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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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및 임원, 이사회의
2013년 4월 11일(목)_대구EXCO

1.  임원 인준에 관한 건 

 - 명예회장: 한대희(1996-98년도 이사장, 1942.10.25), 

                 이정청(1997-98년도 회장, 1942.12.30)

                 김국기(1998-99년도 회장, 1943.02.05)

 - 고문: 이규성(2010-12년도 이사장), 

       김수한(2011-12년도 회장)

**결정사항: 인준함

2. 학술상 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건

 1) 학술상 시상방법 변경안

   - 기존 학술상을 가능한 분과별로, 춘계 / 추계로 나누어 시상   

 - 분과 / 해당 세션에서 시상 

  : 학회 참석을 높이기 위해 토요일 시상 

  : 전체, 기초 등은 수상자가 속한 분과에서 시상

  - 대한신경외과 학술상은 추계 총회에서 시상

 - Young Neurosurgeon상은 춘계 reception 또는 만찬에서 시상

춘계 추계

봉생 김원묵 학술상 (혈관) 이헌재 학술상 (혈관)

송진언 학술상 (전체) 우정현 학술상 (전체)

이주걸 학술상 (기초) 임언 학술상 (전체, 임상)

정환영 학술상 (척추) 심보성 학술상 (종양)

이인수 학술상 (young) 대한신경외과 학술상 (전체)

 

 2) 운영규정 변경

조항 현행규정 변경규정

제6조 (심사방법)

- 춘계학술대회학술상
봉생 김원묵기념 학술상 
전년도 1월부터 12월 사
이에 Published 뇌혈관 
질환 분야의 논문

추가) 
송진언 학술상, 이주걸 학
술상, 정환영 학술상, 이
인수 학술상은 대한신경
외과학회 회원인 제 1저
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최
근 2년(2년 전 1월 1일부
터 당해년 12월 31일까
지)간의 국내외에 발표한 
논문을 대상으로 각 혈관, 
전체, 기초, 척추, young 
neurosurgeon 등 분야에 
맞게 선정한다.  

- 추계학술대회학술상
지원자가 대한신경외과학
회 회원인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최근 2년(2
년 전 8월 1일부터 당해
년 7월 31일까지)간의 국
내외에 발표한 논문

이헌재 학술상, 우정현 학
술상, 임언 학술상, 심보
성 학술상, 대한신경외과 
학술상은 대한신경외과학
회 회원인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최근 2년(2
년 전 8월 1일부터 당해
년 7월 31일까지)간의 국
내외에 발표한 논문을 대
상으로 각 혈관, 전체, 임
상(전체), 종양, 전체 등 
분야에 맞게 선정한다.  

제8조 (시상시기)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로 
나누어 시상한다. 포스터
상, 영어발표학술상, 대한
신경외과학회지 학술상, 
봉생 김원묵기념 학술상
은 춘계학술대회때 시상
하며, 나머지 학술상은 추
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
다.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로 
나누어 시상한다. 봉생 김
원묵기념 학술상, 송진언 
학술상, 이주걸 학술상, 
정환영 학술상, 이인수 학
술상은 춘계학술대회때 
시상하며, 이헌재 학술상, 
우정현 학술상, 임언 학술
상, 심보성 학술상, 대한
신경외과 학술상은 추계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결정사항: 인준함

3. 2011~13년도 전공의 신규 수련병원 추인에 관한 건 

  - 대상: 양산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결정사항: 추인함

4. 수련규정개정에 관한 건(수련병원 규정위반에 관한 추가 사항)

 제6조(전공의 수 책정) 

①  수련병원은 다음 해에 신청할 전공의 수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학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 전공의 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N은 지도전문의 수)

   1.  지도전문의 수에서 전공의 1명 신청은 N-3, 전공의 2명은 N-4, 전공

의 3명은 N-5를 제한 수 (단, N-3의 경우는 상임지도전문의의 정의

는 병원협회 규정에 의하되 상근 전임의(fellow)는 해당이 안되며, N-4

와 N-5 신청의 경우에는 수련 규정(부칙2 심사년도 9월말 기준으로 수

련병원에서의 경력이 1년이상 이어야한다)의 자격을 갖춘 상근전임의

(fellow) 중 1인만을 포함할 수 있다.) 

   2.  연간 시행한 총 대수술례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차기년도 전공의 

수를 신청한다. (대소수술의 구분은 별첨 분류표에 따른다.)

      차기년도     전년도         선택수술    혈관+종양

      전공의수     총 대수술례      (%)         (20%)        

      1명신청       250례           50%이상      50례

      2명신청       600례           50%이상     120례 

      3명신청      1000례           50%이상     200례

   3.  지도전문의 혹은 전속전문의의 해외 연수기간, 전공의 수련병원 등의 

변경, 타과 전공의 수련기간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규정

에 따른다.

③  전공의 총수는 상기 2항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도전문의 수의 1.5배

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년차별로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추가] 

④ 수련병원이 1항의 학회 승인을 위반하고 전공의를 선발하였을 경우, 

학회는 해당 수련병원의 이사 자격 및 제반 학회 활동을 제한한다.

**결정사항: 인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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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및 임원회의
2013년 5월 2일(목)_제주 블랙스톤 리조트 

1. 2014년도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 일정 및 장소

   - 2014년 춘계학술대회: 4월 둘째주 예정, 제주 

   - 2014년 추계학술대회: 10월 둘째주, 쉐라톤 워커힐 호텔

상임이사회의
2013년 6월 5일(수)_학회 사무국 대회의실

1. 추계학술대회 관한 건

   - 외국연자 초청경비 조정 건

      **결정사항: 해외연자의 비용은 2000-5000달러로 제한

   - 추계학술대회 초청명사 후보: 김성근, 정경화, 배중호, 코린도그룹회장, 

      혜민스님

      → 학술위원회에서 상의후 결정

   - Plenary session

      **결정사항: 언어는 국문으로 지정토론은 계속 유지

   -  2014년 춘계학술대회

      →  ICC 컨벤션과 제주라마다가 가장 적합하며 좀 더 회의 후 결정

상임이사회의
2013년 7월 5일(금)_학회 사무국 대회의실 

1. 국제학회 참가지원 관한 건 - CNS 및 ISPN

    **결정사항: 학회에서 대행하여 신청

2. 2014년 춘계학술대회장소에 대한 논의

    → 춘계학술대회 장소는 집행부에 위임

상임이사회
2013년 8월 27일(화)_학회 사무국 대회의실

1. 2013년 전공의 수련병원 심사 결과 검토 건

   -  2012년도 학회의 수련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학회의 안에 반하여 수련의를 

뽑은 4개 병원 처리 방안

     ** 결정사항: 배정 불가

   - 그 외의 수련병원 정원에 관한 건 

     ** 결정사항:  형평을 맞추어 지난해 불이익을 받은 병원은 올해는 감원대상

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병원에서 감원 대상으로 한다. 

총무위원회

   - 춘계학술대회 결산 보고

   - 홈페이지 배너 광고 업체 :  메드트로닉, 대웅제약, 비브라운, 존슨앤존슨, 

동아제약, 삼진제약, 부광약품, 한미약품, CJ, 

              보령제약 (총 10업체)

   - 학회지 광고 업체 : 보령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한국장기기증원, 

      현대약품, 유한양행,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총 7업체)

   - 2013년 추계학술대회 : 2013년 10월 31일(목)-11월 3일(일)

           쉐라톤 워커힐호텔

   - 2013년 추계학술대회 관한 건

    추계학회 만찬공연 건-각 지회 UCC 공모 독려 요청

     (2차례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공지) 

   - 2014년 춘계학술대회 장소확정 및 답사 건 

      → 제주 라마다호텔로 결정(2014. 4. 17~19)

고시위원회

   - 고시위원회 워크샵 개최 : 4월 19일(금)-20일(토) / 천안상록리조트 

   - 문제 출제 의뢰 (수련병원 문제출제 위원 130명) 

   -  7월 문제은행정리작업 7월 3일(수)-5일(금) / 양평 한화리조트 

      정리작업 전 문항수 4,346문항

      정리작업 후 문항수 5,049문항 (객-3808, 주-1241)

   - 사진문제 및 필기시험 문제 출제 의뢰

   - 2014년 제57차 전문의 시험 응시자 서류심사 및 제출 (총 96명 응시)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서류심사 및 1차 필기시험 

      사진문제 선정 작업:11월 6일(수) ~ 11월 8일(금)       

   - 사진문제 인쇄 일정:12월 17일(목)-20일(일), 대한인쇄소

                              고시이사, 고시간사 감독 및 최종 검증 

   - 제57차 전문의고시 1차 필기시험 선택 작업 

      :2014년 1월 6일(월)-1월 9일(목), 양평 한화콘도, 

      160문제 (주관식40, 객관식120)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

※  원서 교부 : 2013년 10월 14일(월)~10월 18일(금) 

                  - 대한의사협회 / 시도의사회

※ 원서 접수 : 2013년 10월 21일(월)~10월 25일(금) - 학회사무실

※ 수험표 교부 : 2013년 12월 09일(월)~12월 13일(금) - 학회사무실

※ 1차 시험 (필기) : 2014년 1월 09일(목) AM 09:00

                  장소: 연세의대 2,3학년 강의실 B 101, 102 (지하1층)

※ 2차 시험 (구술) : 2014년 1월 17일(금)~18일(토) AM 08:00

                  장소: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지하 2층, 3층 

※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 2014년 1월 16일(목) 14:00

                      2차 시험 : 2014년 2월 3일(월) 14:00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장소 변경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 3학년 강의실 B 101, 102 (지하1층)

수련교육위원회

 - 병원신임평가 평가위원 추천: 수련교육 부위원장 일산백병원 이채혁

 - 수련교육 워크 / 신임전공의 워크 / 1차 지도전문의 교육 (4월27일/고대의 

 대유광사홀) 참석자: 위원/ 112명 (4명 불참) / 70명

    수련평가 배점기준 재정비: 진료(55),교육(25)연구(20)

    결산 보고 (현장에서 엑셀 화면 띄우기)



8_www.neurosurgery.or.kr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Newsletter
회무
  보고

 -  전공의 정원책정 관련 학회 의견수렴을 위한 업무 협의 (4.29.)

 : 의학회 부회장 왕규창

 -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개선 관련 의견조회 (5.3.) 개정(안) 없음으로 회신, 

 현행방침 (N-3)

 - 대한신경외과학회 전공의 정원 배정기준 제출 (별첨 1, p.4)

 - 전공의 정원책정 관련 전문과목 학회 합동회의 5.27 / 병협 대회의실

    보건복지부 정원감축 계획 및 조정 결과

          2013    2014  2015

 12.10월계획   350     250    200

 12.11월        202

 13. 2월                   300    300

 13. 3월        수도권62.5%, 비수도권 37.5% 유지

 13. 4월        1차 의료 담당과목 정원동결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13. 5월       10%와 20% 감원으로 분류

                    동결- 응급의학, 직업환경의학

                    10%- 기본 필수과 (내외산소, 마취, 영상, 병리, 진단)

                    20%- 기타 13개과

   2015       정원(안) 89 (-22) 감원율 20%

- 2013년도 제 1 차 수련교육 워크샵 (5.31. 12:30~14:20 / 롯데부여리조트)

- 2013년도 제 1차 병원신임위원회 (6.11. 2PM / 병협 대회의실)

- 2013년도 수련병원실태조사

  : 모두 현지실사, 2013년 7월15일(월)부터 7월 26일 (화)까지 

   사전 제출물은 마감 7월5일(금)

 - 2013년도 제 1차 병원신임위원회(6.11. 2PM 병협 대회의실)

   가. 수도권 62.5%, 비수도권 37.5% 유지

     : 2013년도 정원 중 수도권 비율 (55.9%)

 나. 전공의 최종 정원(안) 89명 (-22) 감원율 20%: 목표년도: 2015년 

  → 2017년도로 유예 (규정개정 및 발효에 시간 필요) 년도별 감원 예정

   : 2014 (-5) - (-5) - (-6) - (-6)

 - 2013년도 수련병원실태조사

    현지실사: 2013년 7월 15일(월)부터 7월 26일(금)까지 

    사전 제출물은 마감 7월5일(금)

    제출물 준비 지연 (2주 유예) 2차 실사 8월 시행

    대상: 85개소, 수도권 47, 비수도권 38

    위원선정: 상임이사 + 수련교육, 수련규정개정, 고시 위원 2인 1조, 30개 팀 60명

    신청정원: 124명 (증원 13명)

    예상 배정인원: 106명 (18명 조정) 

    조정의견 제출 마감: 8월 30일 

    배정원칙에 대한 논의: 8월 상임

- 2013년도 수련평가 배점기준 의견 취합 (6월 상임 이후)

   의견 항목 비고

  1)  찬성  좋은 방향  지도전문의 수 (N-)를 상향 제안  

     -   개선된 내용 파악은 쉽지 않을 듯 

     -   외상/질병 비율 배점 외상 부분 상향, 필수영역 전환

  2)  일부조정 중간평가 성적배점  굳이 한다면 50% 이상과 이하로  

                       전공의 1저자 실험논문  대학병원 위주의 심사

  3) 시행유예   ‘신설’이나‘강화’조항 2015년? 시행 (공지한 후) 

 *위원대상 사전교육(정보보안 서약 등) 필요성 

보험위원회 

* 심평원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확대 관련 의견 요청 건 (대신외13-139)

-  STRATA NSC LP Valve 건 (대신외13-140)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5월 14일(화) 오창완 교수 참석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재판정 기준 완화(안)에 대한 의견요청 회신 

   (대신외 13-252)

*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전문가 추천 요청 회신 - 유찬종, 정영균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급여확대 요청 건(대신외13-147) 

- <노-707 자발 뇌활동 자기검사>,<노-708 뇌자기 기능적 지도화>의견조회 

   회신 (대신외 13-237)

- strata nsc lp valve 의견조회 회신 (대신외 13-140-1)

- distractor system등 치료재료 관련 의견조회 회신 (대신외 13-240)

- unions 의견조회 회신 (대신외 13-233)

- 급여대상 질환 외에 교통사고환자에게 MRI가 유용한 범위 의견조회 회신 

   (대신외 13-230)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전문가 추천 의뢰 (대신외 13-228)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관련 간담회 참석 요청(고용, 오창완 참석 )

- PENUMBRA COIL 400 등 2품목 관련 의견조회 회신 (대신외 13-222)

- BARRICAID 의견조회 회신 (대신외 13-220/13-220-1)

-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의견조회 회신 (대신외 13-197)

- ACTIFUSE GRANULES & INDUCTOGRAFT 의견조회 회신 

   (대신외 13-219 , 13-219-1)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의견조회 회신 (대신외 13-248/13-248-1)

- CBD 의견조회 회신 (13-251)

- "Compass Lumbar Puncture0" 의견조회 회신 ( 대신외 13-265)

- ONCONTROL BONE ACCESS SYSTEM SET 의견조회 회신 

   (대신외 13-272)

- 수동식의료용 개창기구 의견조회 회신 (대신외 13-278)

- 외래환자분류체계(KOPG)V1.2 개정을 위한 임상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요청

   (박현선, 진동규, 김창현 참석)

- KDRG개정을 위한 임상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요청 (박현선, 김창현, 진동규 참석)

* 복지부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관련‘결정행위의 조정신청서’제출 건 

   (대신외 13-095)

* 병협 

- 보장성 확대 대책 Working Group 5.21(화)/병협 회의실 (고용 참석) 

*의협

- 경막봉합용 접착제 및 embosphere 의견조희 회신 

   (대신외 13-234-1/13-234)

- 도수치료 의견 요청 회신 (대신외 13-238)

- 2013년 급여기준 개선 검토를 위한 '급여기준 개선요청 서식' 작성요청 

   회신 (대신외 13-221)

- <신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견조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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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외 13-218)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회신 (대신외 13-210)

- 노인성질병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대신외 13-204)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상대가치점수 산출 관련 의견 요청 회신 (대신

외 13-261)

-  "감시마취관리(Monitored Anesthesis Care,MAC 마취)"관련 의견 요청 회신 

(대신외 13-264)

- 초음파검사 비급여 행위목록 행위정의 의견요청 회신 (대신외 13-277)

-  (심평원)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요청 및 전문가 추천의뢰 (고용참석, 대신외 

13-260)

- 제83차 상대가치위원회 회의 개최 안내 및 참석요청 (고용 참석)

- 제177차 상대가치연구단 회의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고용 참석)

- KDRG 임상적 타당성 검토 2차 Pilot Study개최 안내 및 참석 (박현선 참석)

- 한국형 입원환자분류(KDRG)연구관련 제4차 학회간담회 개최 안내 및 참석요청

   (김창현, 진동규, 고용 참석)

*복지부, 심평원, 의협 공통

- 건강보험 요양급여 "너-681 수술중 신경생리추적감시" 관련 의견 

   (대신외 13-211)

법제윤리위원회

 - 학술지 관련회의

  1) 7월 22일 연구재단 회의실

  2)  출판 비용 인하를 위하여 편집위원장이 ML communication과 의논 후 추후 

보고할 것임

  3)  출판계약서 작성: 출판 계약서(안) 참조: 별책 대금, 간행비, internet file제

작에 관한 사항 추가 

 - 혈관계 대수술례 규정에 대한 의견: 전공의 수련 규정 

회원관리이사 보고

  - 추계학술대회 친목 운동 관련 보고

  1) 골프: 해비치 CC(남양주 소재): 오전 7시 (15팀)

     → 원로회원 예우 (등록비를 할인하여 50,000원으로 하는 내용)

  2) 테니스

개원의이사 보고

  - 8월 25일(일) 부산-울산-경남지회 개원의 연수교육 개최

    40여명 참석으로 금액부분은 정산중임. 

    연수교육 책자는 우편으로 개원가에 발송할 예정 

상대가치위원회 보고

" 의협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 검토 연구 " 경과 보고 

김창현 진동규 박현선 교수 참여 중이며 일차 pilot 의협 팀과 가안을 만들어 

(첨부파일 참조) 검토중임 금주내로 검토를 마친뒤 보험위원들에게 배포 검토 

예정이며 의협에 제출.

Newsletter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회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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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  신경외과학교실 발전워크샵 (10.12~13)

●  신경외과학교실동문회 추계 야유회 (10. 20 청계산)

동아대병원

●   동아대학교 의학과 신경외과학교실 김형동 교수 정년퇴임식

  - 일시: 2014년 2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

 - 장소: 부산 웨스틴 조선비치 호텔

부천성모병원

●   최첨단 방사선 치료기 도입 기념 심포지엄
  - 일 시 : 2013년 10월 18일(금) 

 - 장 소 : 부천성모병원 대강당 

순천향부천병원 

●   장기근속상 수상
 - 일시 :  2013년4월 2일

 - 장소 :  본원 

    신경외과 교수로 근무중인 신원한 교수와 김범태 교수가 각각 30년, 20

년 장기근속에 대한 표창을 수상하였다. 특히 두 교수 모두 2000년 순천

향대학교 부천병원 개원 당시부터 개원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바 이번 

장기근속 표창 수상이 신경외과 교실에 남다른 의미였다. 

●   이스탄불 문화센터 방문
 - 일시 : 4월 9일

 - 장소 : 역삼동 이스탄불 문화센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외과에 Endovascular training을 위해 단기연

수중인 터키 Dr. Mervci의 초청으로 신경외과 의국원이 이스탄불 문화센

터를 방문하였다. 지리적으로 멀지만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터키

에 대한 역사,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터키음식을 같이 먹으며 친교를 

나누었고, 흔히 들어볼수 없는 터키 전통음악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좋

은 시간을 가졌다. 

●   동문연수강좌 및 입국식
 - 일시 : 6월 15일

 - 장소 : 용인 대웅연수원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 입국식 및 개원의 연수 강좌가 용인의 대웅연수

원 개최되었다. 교실원 및 동문들에게 신입 1년차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짐하는 입국식 행사가 있었고, 이어서 개원의를 위한 동문 연수 

강좌가 많은 선후배 동문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연

수강좌에는 작년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천안병원의 심재준 교수의 귀국보

고회를 통해 연수기간동안의 학업성취와 타국의 생활에 대한 재미난 이

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각 병원의 신경외과 중요 QI 주제에 대한 토론 

을 실시하여 환자진료 및 간호에 많은 도움을 얻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

●   개원의 주최 동문 골프대회
  - 일시 : 8월 22일

 - 장소 : 안성컨트리클럽

   안성에서 굿모닝 병원을 개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박진규 원

장이 지속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골프행사를 금년에는 개원가에서 활약하

고 있는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확대된 동문모임으로 모였다. 대학에 근무

하는 교실원들과 개원가 동문들 뿐 아니라 이번에는 특히 지방에서 공보

의 군의관등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있는 후배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여느때보다 많은 동문이 모여 단합과 친목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  WFNS 초청연자 만찬
 - 일시 : 9월 9일 

 - 장소 : 수서 필경재

    WFNS Seoul 행사기간 중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실과 인

연이 있었던 WFNS 초청연자들을 모시고 한국적 정취가 물씬한 장소에

서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며 뜻깊은 저녁만찬 시간을 가졌다. 미국 위스

콘신대학의 Dr. Dempsey,  터키에서 부천병원으로 단기연수를 왔던 Dr. 

Mevci가 근무하는 파목칼레대학 병원의 과장인 Dr. Feridun, 부천병원에

서 신경외과 수련을 받았던 캄보디아 신경외과 의사 Dr. Komphaek 과 현

재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Dr. Kee Park등을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각국의 신경외과 상황과 협력교류에 대한 많은 이

야기가 오고 갔으며, 특히 개발도상국 신경외과 발전에 대한 좋은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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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 실제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연락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

었다. 

●   신경해부학 20주년 기념 강좌 -“재미있는 신경해부학”
 - 일시 : 9월 28일

 - 장소 : 순의홀

   매년 가을 본원 김범태 교수의 주관으로 전공의 및 신경계 관련 의료인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는 신경해부학 강좌가 개강 20주년을 맞았다. 매년 조

금씩 새로운 강의 시도를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온 신경해

부학 강좌에 올해는 신경해부학의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고 반복 및 각 신

경계를 기능적으로 연결하여 신경해부학을 “재미있게” 공부하는 법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으며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연세의대 

1) 2013년 5월 25일(토) Transsphenoidal Surgery Workshop이 연세의대 신경

외과학교실 김선호 교수 주도로 연세의대에서 개최되었다. 오전에는 기본적인 

TSA의 technique과 다양한 수술 기구의 사용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특

히 일본에서 TSA에 대해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Shozo Yamada 교수와, 

pituitary pathology 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오신 Hiroshi Nishioka 교수를 모시

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오후 session 에는 cadaver 

dissection을 시행하였으며, 3-D microscope과 3-D endoscope을 사용한 

transsphenoidal technique demonstration을 준비하여 서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2)  2013년 5월 26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던 제16차 세계정위기능신경외과

학회(WSSFN)에서 연세의대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처음 사

무총장에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4년으로 재무이사도 겸직이다.

 

3)  연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창립 56주년 기념학술대회 2013년  8월 31일(토) 

연세의료원 종합관 강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창립 학술대회 주제는 “Update and Debates on Moyamoya 

Disease”로 희귀질환이기는 하지만 소아 및 성인을 아울러 신경외과 의사

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질환인 모야모야병에 대한 debate를 저명한 

국내  석학들을 모시고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학술대회 진행은 소아 

및 성인으로 나누어 국내 치료 성과를 정리해 보고 게다가 모야모야병의 원

인을 밝히고 새로운 치료법 발견을 위한 연구 성과 발표 및 모야모야병 가족 

모임을 함께 준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과 소

통의 시간을 가졌다.

 

4)  연세의대 신경외과 장진우 주임교수가 2013년 9월 8일(일) 부터 2년간 대

한통중연구학회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대한통증연구학회는 신경외과 이외에 

마취통증학회, 신경과, 정형외과등 다양한 통증연관학회가 함께 참여하여 활

동하는 국제통증연구학회(IASP)의 국내 유일 인정 학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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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1. 2013년 5월 대한 소아 신경외과 정기 학술대회 보고
 -  장소: 경상대 병원

 -  일시: 2013년 5월 24일

 -  참석자:  88명 - 해외 11명 (대만 1명, 일본 10명), 

   국내 65명 (전문의 54명, 비전문의 11명), 기타 12명

 -  초청 연제 : 5개 (해외 2개, 국내 3개)

 -  연세 우원 학술상: 정태영 (전남대)

 -  Symposium for pediatric neuroscience: 4개

 -   자유연제 (JSPN-KSPN joint symposium): 18개 (해외 9개, 국내 9개) -  

 전체 발표는 영어로 함

2. ISPN

 - 독인 마인즈, 왕규창 선생님 회장 퇴임, 

 - 2013년 9월 29일 - 10월3일

3. Pre-congress PNS Course of WFNS 

 - 2013.09.08,COEX, 서울 

 - 12명의 해외 연자 및 2명의 국내 연자와 200명의 국내외 참석자

부산울산경님지회

●    제1회 개원의 연수교육 개최
 -2013. 8. 25.(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분과
학회 및
지회소식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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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변경 

김성민(경희대) : 신경외과 주임교수 발령 (2013.4.25)

김은영(인하대) : 신경외과 주임교수 발령 (2013.9.1)

김일만(계명대) : 신경외과 주임교수 및 과장 발령 (2013.9.1)

김현우(건양대) : 신경외과 주임교수 발령 (2013.5.)

박춘근(튼튼병원) : 튼튼병원 명예병원장 겸 튼튼임상연구소 소장으로 전직 (2013.3.1) 

             가톨릭의대 신경외과 명예교수 임명 (2013.8.28)

신용삼(가톨릭대) :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과장 발령 (2013.10.1)

전신수(가톨릭대) : 가톨릭대 의생명과학연구원장 임명,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겸직) 임명 (2013.9.1)

근무지 변경 

김규홍(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 교육연구부장 및 인재기획실장 취임 (2013. 9. 1~),  

   뇌졸중 센터 센터장 취임 (2013.05.01~)

김경범 : 창원The큰병원

김한규 : 창원The큰병원

반성배 : 창원The큰병원

선우성 : 창원The큰병원

신호등 : 창원The큰병원

원근수 : 건국대충주병원→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 (2013. 9. 1~)

이동열 : 침례병원→온병원

이동환 : 창원The큰병원

최창화 : 양산부산대병원→부산대병원

기타

가톨릭대 

- 백민우 교수(부천성모병원) 정년퇴임 만찬 (8.22 팔래스호텔)

-송진언 교수님 환송모임 (8.23 용수산)-조경석 교수(의정부성모병원) 회갑 

개원 

유태전(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 그동안 인봉의료재단(뉴고려병원)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성

원에감사를 드립니다. 지루했던 장마와 무더위가 끝나고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

이하여 약 1,000여 평의신관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신관에는 최신 혈관촬영기

(GE사), 뇌·심장 혈관센터(심혈관 수술실), 관절전용진찰실 등을 신축하여 시민

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 시 : 2013년 9월 6일(금) 

- 장소 : 뉴고려병원 신관

결혼 

강세기(동수원병원) : 차남 결혼 (2013. 10. 11)

김수천(조은신경외과의원) : 장녀결혼 (2013. 4. 14)

김진호(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 결혼 (2013. 6. 22)

오형직(장호원 성모병원) : 자녀 결혼 (2013. 9. 7)

회갑 

조경석(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부고 

김한규(고신대학교병원) : 빙모상 (2013. 10. 5)

이선일(해운대백병원) : 부친상 (2013. 6. 18)

이영우(김원묵기념봉생병원) : 모친상 (2013. 9 28)

이행우(부산성모병원) : 부친상 (2013. 5. 6)

정의화(김원묵기념봉생병원) : 모친상 (2013. 9. 3)

정주호(고신대병원) : 부친상 (2013. 8. 15)

회원
  동정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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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김상대(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외과) : (2013년 8월~2014년 7월)-Children's 

Hospital Los Angeles, Keck School of Medicin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김영준(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 (2013년 3월 1일~)-MD Anderson 

Cancer Center for Cancer Epingenetics 연수

김태곤(차의과학대학교) : (2012년 8월~2014년 7월)-하버드 의과대학고 

Maclean Hospital

최승원(충남대학교병원 신경외과) : (2013년 8월~2014년 7월)-1년간 미국 UC 

San Francisco, Medical Center 내 Spine Center로 장기연수

Newsletter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회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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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NS2013 보고 - KNS 소식지

지난 9월 8일부터 13일 기간 중 서울 삼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 (WFNS2013)”가 역대 

최대 규모로 성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과 학회 및 연구재단 

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참석 현황

 * 109개국 3,691명 참석자 (후원/전시 관계자 520명 포함 총 4,211명)

 * 참석/등록 현황

구분 Physician R/F/S/N/AHP Spouse 소계 비율

국내 579 344 11 934 25.3%

해외 1,629 835 293 2,757 74.7%

총계 2,208 1,179 304 3,691 100.0%

※ R/F/S/AHP: Resident/Fellow/Student/Nurse/Allied Health Professionals

2. 학술 발표 현황

 * 330 세션 / 2,643 논문

구분
WFNS2001
(호주 시드니)

WFNS2005
(모로코 마라케쉬)

WFNS2009
(미국 보스턴)

WFNS 2013
(대한민국 서울)

현황
226 sessions 
2,166 papers

233 sessions
2,102 papers

254 session 
2,248 papers

330 Sessions
2,643 papers

3. 후원/전시 현황

 * 메인 후원사: 21개사

  - Depuy Synthes, Ziess, 보령제약, 대웅제약, 동아제약 포함 21개사

  - 비 신경외과 후원사 (3개사): LG 전자, 현대자동차, 농심 포함

 * 일반 전시 참여사: 58 개사 

  - 국내:해외 = 23 개사: 해외 35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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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ocial Program (사교행사) 및 행사 사진

Presidential Dinner (9월 9일)

Opening Ceremony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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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hip Dinner (9월 10일)

Korea Night (9월 11일)

Gala Dinner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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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ng Ceremony (9월 13일)

Scientific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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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NS (세계신경외과학회) 2013 의 진정한 의미

김범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수

2013년 9월 우리나라 신경외과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행사가 열렸다. 4년에 한 차례씩 개최되는 세계신경외과학회(World 

Federation of Neurological Society, 이하 WFNS)이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금년 WFNS는 세계 각국에서 4000명

이 참석하여 대 성황을 이뤘다.

WFNS는 전세계 신경외과 의사들이 모이는 학문적 토론의 장이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일은 개발도상국 신경외과 수준의 발전을 

위한 교육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여러 다른 나라 의사들과의 친목도모와 교류라고 본다. 필자는 지난 수년간 해외의사들의 교

육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금번학회에서 그 의미를 재차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WFNS에 우

리병원 모든 스탭들의 사전등록을 마쳤으며 적극적인 참여의지로서 모두 연제발표를 하도록 약속했다. 또한 필자는 금번 학회의 

취지인 "One World One Neurosurgery"라는 테마에 맞도록 주제를 정해서 발표했다.

1. Our Mission-Neurosurgery education for Cambodian doctors: 우리병원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1명씩 캄보디아 의

사를 초청하여 지난 10년간 1년간의 수련과정으로 6명을 신경외과 교육을 수행해왔다. 이는 현재 캄보디아의사로 활동하는 

17명 가운데 35%를 차지하는 수이다. 재정적 지원은 우리병원 한캄봉사회 (회장 신원한교수)에서 담당하였고 병원근처 교회

에서 숙박을 제공해왔으며 나와 교실원들은 교육을 담당했다. 교육과정은 전공의들과 함께 모든 환자관리를 수행하고 각종 

CONFERENCE, 수술참여, 국내학회 참석 등 이 골자이며 주된 교육은 두부와 척추외상환자의 치료와 기본수기를 가르치는 것

이었다. 수련을 마친 후 현재 4명(Dr. Vycheth, Samnang, Nang, Vuthy)이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1명(Dr. Somony)이 

캄퐁참에서 그리고 다른 1명(Dr. Kompheak)은 시엠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귀국 후에도 그들은 필자와 우리병원 스탭들과 

서신을 통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으며 또한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그들의 치료과정을 돕고 있다. 필자는 2013년 1월 

프놈펜에서 열렸던 WFNS education 모임에 참석해서 committee chair인 YoKo Kato 선생께 현재 WFNS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 신경외과 의사교육의 방향은 각 나라의 현실에 맞도록 전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한바 있다.

2. Communicationwith Turkish neurosurgeons and their culture through the neuroendovascular procedure education 

and training: 2010년 터키-우리나라 신경외과 친선학회에 참석해서"Standardization of catheter angiography training for 

neurovascular surgeon"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니 Pamukkale 대학병원 과장인Feridun Acar 교수가 

찾아와 그의 Junior staff를 필자에게 보내서 교육시켰으면 하는데 가르쳐줄 수 있겠냐? 기본수기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다. 사실 교육에 1년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회를 마치고 귀국한 후 Acar 교수와 수차례의 서신 교환 후 3개월 단기교

육 과정으로 2명의 터키의사가 2010년 그리고 2013년에 본원에 방문하여 수련을 마쳤다. 필자는 그들에게 우선 기본적인 혈관

내해부학(endovascular anatomy)를 공부하게 하였고 모든 시술 혹은 수술과정에 조수로 참여시켰으며 본인이 참여한 수술기록

은 반드시 필자의 검토와 교정을 거치는 과장을 반복케 하였다. 또한 국내학회에서 한차례의 구연을 수행토록 했다. 수련과정에

서 그들로부터 느낀점은 터키인들은 한국전쟁 참전국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고 자존심이 셌다. 따라서 재정적인 도움은 원치 않

고 오직 수련교육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들의 소개로 터키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에 위치한 

이스탄불 문화센터에 두차례 방문하여 양국의 문화교류 및 친선도모에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다음 WFNS 개최지인 이

스탄불의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수련을 마친 후 Dr. Mevi는 Pamukkale대학, 그리고 Dr. Ali는 Aden Menders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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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좌로부터 
김태권선생, 박승원선생, 
Dr. Kee Park(미국), 
Dr. Kompheak(캄보디아), 
Dr. Feridun(터키), 
Dr. Dempsey(미국), 
필자, 임수빈선생, 
김법영선생

사진 2. 좌로부터 임수빈선생,
Kee Park(미국), 필자,Dr. Feridun(터키), 

Dr. Dempsey(미국),김법영선생

조교수로 활동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그곳 환자의 치료에 관해서 문의와 답신을 주고받고 있다.

학회 첫날(9월 9일), 지난날 미국과 일본서 필자가 배웠고 연수중에 신세를 졌던 의사들과 세월이 지나서 필자가 선생으로서 가

르쳤던 터키와 캄보디아 의사들을 함께 초청하여 저녁 식사를 했다(사진 1,2).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온 의사들과의 자리에는 우리

가족들도 함께 했으며 WFNS의social meeting인 Opening reception, Korean night 그리고 Gala dinner에 참여하여 세계인

의 모임에도 동참했다. 대학생 딸아이는 자원봉사자로서 통역과 학회 진행 업무를 돕도록 했으며 그녀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50년 후에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는 금번 WFNS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그 진리의 하나는 어

느 나라에 태어나든 언어, 피부 그리고 여건이 다를 뿐이며 근본적인 사람의 마음은 같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도움은 서로 주고

받는 것이며, 따라서 내가 받은 만큼 다시 봉사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다. WFNS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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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Reception

수여식

Photo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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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만찬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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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보고

이사회 & Scientific Program

Gala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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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 테니스 & 축구

Practical Worksh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