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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존경하는 대한 신경외과 명예회장, 고문을 비롯한 선배님, 동료 및 전공의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열정과 관심 및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한 신경외과 

학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1961년 이주걸 

초대회장님 및 13명의 선각자들에 의하여 창설된 이래 벌써 50년을 훌쩍 

넘은 세계적인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54차 추계학술대회에 모든 신경외과 회원, 전공의, 간호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경외과학회는 회원 30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학회로 역사와 전통, 

학술적 발전정도 및 사회 국민건강에 기여도등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의료

계에서 최고수준의 학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경외과 전 회원 

모두의 자랑이며 긍지일 것입니다.

최근의료환경은 국가의 보건정책,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욕구, 의료인 숫자의 

증가등 다양한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따라 신경외과분야 역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적절한 대응 및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

니다. 신경외과 학회는 과거와는 달리 최근 개원의, 봉직의, 전문병원등

의 적극적인 참여로 새로운 발전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대학병원, 수련병원위주의 학회운용에서 전 회원의 2/3을 차지하는 개원

의, 봉직의, 전문병원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전회원이 하나 되

는 명실상부한 신경외과 학회로 거듭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에 2013년

부터 추계학회는 일요일까지 포함하는 학회일정으로 변경하여 개원의, 봉

직의, 전문병원 의사들이 학술교류, 친목도모를 할 수 있는 학회 일정 변

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최 낙 원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정 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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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보고

금번 학술대회는 신경외과 회원으로서 국회의장이 되신 정희화 국회의장

님의 특강과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한보고, 신경외과 학회의 정책방

향, 치매에 대한 보수 교육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여러분의 외국연자들을 

모셔 신경외과 방면에 학술적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 참여하여 주신 

장진우 학술이사, 전신수 총무이사 및 기타 상임이사 및 위원들의 노고에 

학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고, 성공적인 제54차 대한 신경외과 추계학술

대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이 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회원여러분의 

친목, 학술교류의 향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가내 건강과 행원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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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장 및 고문
명  예  회  장  임광세, 문태준, 송진언, 이인수, 김윤범, 정환영, 주정화, 최길수, 송두호, 

양승열, 정광진, 김두원, 이기찬, 이화동, 이영우, 정상섭, 최덕영, 이규창, 
김승래, 이제혁, 최창락, 유태전, 강준기, 황도윤, 김영수, 한대희, 이정청, 
김국기, 김 윤, 최중언

고              문  조병규, 조수호, 변박장, 김형동, 김문찬, 강삼석, 정희원, 임만빈, 박상근, 
오석전, 윤일규, 이동열, 이규성, 이상원, 김수한, 여형태

대한신경외과학 연구재단 임원
이     사     장 김형동
이             사  김문찬, 정희원, 오석전, 백민우, 이규성, 송시헌, 박상근, 임만빈, 이상원,  

김수한, 정용구
감             사 임영진, 김주승

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
이     사     장 정용구 회        장 최낙원 
차 기 이 사 장 임영진 차 기 회 장 김동호
상  임  이  사  총무-전신수, 학술-장진우, 고시-김영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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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혁, 김오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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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발전개선위원회 

-김주승, 상대가치위원회-박현선, 여의사위원회-박문선, 자문위원회-
이상원, 자보위원회-박 관, 재정위원회-이승훈, 회칙개정위원회-도재원

감             사 김인수, 김은상
이             사  강동기, 강성돈, 고도일, 고 용, 고현송, 공민호, 권정택, 권창영, 권택현, 

김기욱, 김대현, 김동호, 김명섭, 김문간, 김범태, 김법영, 김상우, 김성민, 
김세혁, 김영백, 김오룡, 김우경, 김은영, 김일만, 김주승, 김창진, 김충현, 
김현우, 나영신, 도재원, 류재광, 문성근, 문재곤, 문창택, 박 관, 박관호, 
박문선, 박성균, 박성춘, 박윤관, 박인성, 박정율, 박진규, 박현선, 박화성, 
변진수, 서의교, 송근성, 송시헌, 송준석, 신형진, 심찬식, 염진영, 오창완, 
은종필, 이명기, 이무섭, 이상구, 이상원, 이선일, 이승훈, 이영배, 이은열, 
이정일, 임영진, 장석정, 장웅규, 장일태, 장진우, 전신수, 정 신, 정영섭,  
정용구, 정용태, 정의화, 정진명, 정천기, 조경기, 조규용, 좌철수, 차승헌,  
최기환, 최낙원, 최세환, 최하영, 최휴진, 허필우, 홍승관, 황정현 (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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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백(위원장), 황  금(부위원장), 김선환, 김인영, 김재용, 김주한, 문성근, 
박성현, 박용숙, 손병철, 송영진, 안재성, 양국희, 이관성, 장재칠, 장철훈, 
현동근, 김경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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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찬, 박중철, 
(WFNS관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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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기, 강신혁, 곽호신, 김기정, 김성호, 

박석규, 박준범, 박진규, 박춘근, 양승민, 주성필, 진동규, 최병관, 홍석호,  
김문규(간사), 김재훈(간사), 김진욱(간사), 박경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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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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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용, 조원호, 조재훈,
(응급, 재난관리위원회) 이정호(간사)
특  별  이  사 강성돈(위원장), 강희인, 김석원, 김성호, 김승민, 김용배, 박인성, 신승훈,
(전공의수련규정개정위원회) 임동준, 엄기성(간사)
특  별  이  사 변진수(위원장)
(표준지침제정위원회)
특  별  이  사 염진영(위원장), 김근수, 서보라, 성재훈, 유찬종, 이경석, 이상구, 이진석,
(장애판정위원회) 조용준, 황선철, 최승원(간사)
특  별  이  사 장일태(위원장), 성연상(부위원장), 오명수, 이동걸, 장지수, 조보영, 
(신경외과전문병원 및 봉직의 관련위원회) 최기석, 박철웅(간사)
특  별  이  사 정 신(위원장), 김영돈, 김은영, 방재승, 양승호, 이기택, 이종명, 정현호,
(학술상위원회) 조성진, 조영현, 최승원, 한인호, 문경섭(간사)
특  별  이  사 정용태(위원장), 안영환(부위원장), 고현송, 김긍년, 김상우, 이정길, 전상용,
(신경외과명칭개정위원회) 조용준, 최병관, 허 륭, 조철범(간사)
특  별  이  사 최하영(위원장), 김긍년, 김인영, 김종규, 이태규, 조철범, 한인호, 
(관련학회조정위원회) 이종명(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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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창택, 박세혁, 송근성, 신용삼, 심기범, 오창완, 유  헌, 윤수한, 이무섭,  
이선일, 정천기, 최기환, 최하영, 김상대(간사), 박용숙(간사)

교과서편찬위원회  김범태(위원장), 윤승환(부위원장), 김정은, 박재찬, 박종태, 원유삼, 유 헌, 
이상구, 이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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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관호, 박형기, 송준석, 최승원, 김라선(간사)

분과학회
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이정일(회장), 김무성(총무), 조   준(학술) (2014.4~2015.3)
뇌 종 양 학 회 김충현(회장), 이채혁(총무), 김정훈(학술) (2013.7~2015.6)
뇌혈관외과학회 허필우(회장), 임동준(총무), 정영균(학술) (2014.3~2015.2)
소아신경외과학회 나영신(회장), 양국희(총무), 정태영(학술) (2014.5~2015.5)
척추신경외과학회 박윤관(회장), 김우경(총무), 김긍년(학술) (2014.9~2015.9)
신경손상학회  권택현(회장), 정진환(총무), 이상구(학술) (2014.6~2015.6)
뇌혈관내수술학회 김범태(회장), 성재훈(총무), 윤석만(학술) (2013.12~2015.12)
노인신경외과학회 김영백(회장), 장진우(총무), 박인성(학술) (2014.2~2015.2)
신경통증학회  박정율(회장), 박관호/강원봉(총무), 신동아/최세환(학술) (2014.6~2016.5)
말초신경학회  김대현(회장), 장재칠(총무), 손병철(학술) (2013.12~2014.12)
신경중환자의학회 김기욱(회장), 박봉진(총무), 유도성(학술) (2014.9~2015.9)

지 회
서울·경인지회 정영섭(회장), 문창택(총무) (2014.3~2015.3)
대구·경북지회 김명섭(회장), 박성현(총무) (2014.1~2015.1)
부산·울산·경남지회 최휴진(회장), 조원호(총무) (2014.1~2014.12)
대전·충청지회 송시헌(회장), 김선환(총무) (2014.1~2014.12)
호  남  지  회 장석정(회장), 김종규(총무) (2014.3~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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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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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학술상 수상자 명단

2014년 4월 17일(목)에서 4월 19일(토)까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32차 춘계학술대회에서 4개 부문 영예의 학술상 수상자들이 결정되었다. 수

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1.	 	봉생	김원묵기념	학술상	(혈관)	: 전진수, 안준형, 허원, 손영제, 방재승,  

강현승, 손철호, 오창완, 권오기, 김정은(서울대병원)

  A retrospective analysis on the natural history of incidental small 

paraclinoid unruptured aneurysms

2.	 	송진언	학술상	(전체)	: 성기웅, 임도훈, 손명희, 이수현, 유건희, 구홍회,  

김지혜, 손연림, 정유숙, 신형진(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Reduced-dose craniospinal radiotherapy followed by tandem high-dose 

chemotherapy and autologous stem cell transplantation in patients with 

high-risk medulloblastoma

3.	 	이주걸	학술상	(기초)	: 최윤지, 이현주, 강동완, 한인호, 최병관, 조원호 

(부산대병원)

  Ginsenoside Rg3 induces apoptosis in the U87MG human glioblastoma 

cell line through the MEK signaling pathway and reactive oxygen species

4.	 	이인수	학술상	(Young	Neurosurgeon)	: 장재원, 이정길, 이민철, 박민성, 

김수한, 김형석(전남대병원)

  Melatonin reduced the elevated matrix metalloproteinase-9 level in a rat 

photothrombotic stroke model

학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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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의

2014년 4월 17일(목)_라마다 제주호텔 아라홀
1. 임원선출에 관한 건

 1) 명예회장 

  - 대 상 : 최중언(2004~2005년도 회장, 1943.5.7.)

 2) 고문 

  - 대 상 : 여형태(2012~2013년도 회장, 1952.8.15.)

  **결정사항 : 승인함

2.  이사 자격 재신임에 관한 건     

(학회 의견에 반한 4개 병원 중 이사 자격 2개 병원 - 인제대, 광주기독)

  **결정사항 : 재신임에 관하여 승인함

3. 공로상 시상에 관한 규정

  **결정사항 :  공로상 지정에 대하여는 상의 제정 취지는 좋으나, 여러 가

지를 고려하여 즉 수상자의 연령, 추천위원회의 설립 등 제

반 문제를 검토 후 상임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하기로 함 

4. 전공의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숫자 조정 안

 - 다음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하기로 함

5. 2015년도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유관학회 동시 개최 건

  ** 차기 회장이신 김동호 교수님 및 대전,충청지회의 의견을 듣고 차기 상임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하기로 함

6. 2016년 한독신경외과학회 개최 관련 건 

 - 2016년 6월 5일(일)~8일(수), Frankfurt

  **차기이사장 주도하에 준비하기로 함

이사회

2014년 4월 17일(목)_라마다 제주호텔 한라홀
1. 임원인준에 관한 건

 1) 이사인준에 관한 건

  ①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회장 변경(김범태)

  ②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장 변경(김대현)

  ③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회장 신규(임영진)

  ④ 부산울산경남지회 회장 변경(최휴진)

  ⑤ 대전충청지회 회장 변경(송시헌)

  ⑥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회장 변경(허필우)

  ⑦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회장 변경(김영백)

  ⑧ 대한정위기능학회 회장 변경(이정일)

  ⑨ 서울경인지회 회장 변경(정영섭)

  ⑩ 대구경북지회 회장 변경(김명섭)

  ⑪ 호남지회 회장 변경(장석정)

  **결정사항 : 인준함

 2) 이사 재 선임 인준에 관한 건

  광주기독병원 조규용, 인제대(부산백병원) 이선일

  **결정사항 : 인준함

 3) 명예회장 

 - 대 상 : 최중언(2004~2005년도 회장, 1943.5.7)

  **결정사항 : 인준함

 4) 고문 

 - 대 상 : 여형태(2012~2013년도 회장, 1952.8.15)

  **결정사항 : 인준함

2. 전공의 수련에 관한 건

 - 신규수련병원 승인에 관한사항

 - 전공의 수련규정 개정(지도전문의 N수) 관련

 - 개정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안내

 - 2014년도 수련실태조사 관련

  ** 논의 후 결정

3. 공로상 시상에 관한 규정

  **결정사항 :  공로상 지정에 대하여는 상의 제정 취지는 좋으나, 여러 가지

를 고려하여 즉 수상자의 연령, 추천위원회의 설립 등 제반 

문제를 검토 후 상임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하기로 함

상임이사회의

2014년 6월 13일(금)_학회 사무국 회의실
1.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개최 관련(김동호 차기회장의 의견을 들은 후 투표)

  **결정사항 : 아태신경외과학회와 대한신경외과학회가 합동으로 개최하기로 결정 

2. 회칙개정에 관한 의견

  **결정사항 : 좀 더 보완하여 다음 이사회에서 인준 받기로 함 

3. 전공의 논문제출에 관한 규정 공동 제1저자 인정 여부 

  **결정사항 : 단독인 경우만 인정

4. Epub state 접수 가능여부

  **결정사항 : EPub state도 인정, 별책 대신한 PDF도 인정 

2014년 7월 9일(수)_학회 사무국 회의실
- 특이 사항 없음

임원회의

2014년 8월 22일(금)_전북
1. 2015년 전공의 선발에 관한 건

  수술례(대수술)와 조사점수를 병합하여 인원 책정하기로 함   

(125명 신청 101명 배정 가능)

 신규병원(제주대,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으로 인정 하기로 함(이사회 인준 예정)  

 - 1안과 2안 중 결정

  **결정사항 : 2안(다수결의 의견으로 결정됨) 

2. 전공의 논문제출에 관한 규정(공동 제1저자 인정 여부) 유예기간에 관한 건

  **결정사항 :  단독인 경우만 인정(2014년 6월 상임이사회) 단 1년간 유예

하기로 결정 함

2014년 9월 12일(금)_학회 사무국 회의실
- 특이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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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보고

이사장보고사항

1. 경쟁력 강화 방안 :

 - 허혈성 뇌졸중 연수교육 시행(3/9)

 - 전간(epilepsy) 에 대하여 8월중 시행(뇌정위학회와 공동 계획 및 시행)

 - 신경외과 초음파 학회의 필요성 검토

 - 허혈성 뇌졸중에 대한 공익광고검토(캠페인)

2. 심평원장 간담회(4/8) - 참석 : 손명세, 유태전, 박상근, 김윤수, 고도일

 - 척추상근 심사위원 의견

3. 재정위원회 활성화 모색: 현재까지 참여자, 모금액(ppt) 

4. 신경외과 전문병원협의체 발족

5. 수련교육관련 - 월급명세서 대처 방안 검토

6. 자문위원회(14.5.29) -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공로상 제정 등

7.  대한 뇌전증 학회 유관모임(14.5.21)    

힐튼호텔, 손은익 회장 및 정신과, 소아신경과 대표참석

 관련학회 적극적 협조 및 발전 방안모색

8.  수도병원 간담회(14.5.22)     

메리어트 호텔,(수도병원장, 국방부 차관보, 조병규 과장 등)

 전공의 확충방안, 신경외과 활성화 방안 등 토의

9. 뇌신경계분야 장애평가기준 개정 관련 간담회(14.6.17) / 달개비

 참석자 : 대한의학회 회장, 신경과, 정신과 대표, 이경석 이사 

    뇌신경장애에 대한 학회 의견 종합 후, 조정회의 예정 - 신경정신

과에 비하여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의 뇌손상에 대한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 기준이 상향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의료계의 안이 만들어지면 공청회를 거쳐 기준이 마

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경외과의 기준이 만들어지면 상임이사회

에 소개하기로 함

10.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체 발대식(14.6.27) / 학회 사무국 회의실

 병원협의체 대표(장일태 회장 및 총무 박진규 및 기타 대표자) 

11. 세부분과 전문의 제도 인증 위원회 참석(6/17) - 서울대 이상형교수 참석 

12.  차기 이사장 및 회장 선거에 관한 건 8월 말까지 후보자들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 9월 추석 전에 학회 이사들에게 후보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다.

13. 심평원 척추분야 심사위원 간담회(14.7.28) / 학회 사무국 회의실

 참석 :  변박장, 신원한, 이승명, 김주승, 고용, 박윤관, 박진규, 전신수,  

 이상구, 이종오, 이재학

 내용 :  척추수술삭감현황, 보존적 치료기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점과 

적용의 형평성 문제, 행정고시 개정요망, 척추 상근심사위원 보강 필

요성 등

14. 원로간담회(14.8.18) 

 참석 :  최길수, 최덕영, 이기찬, 이상원 교수 신경외과 학회 원로분들의 지

혜와 고견을 들었다. 신경외과 척추 상근심사위원을 지원하실 교수

님이 계실까 염려되며, 척추신경외과학회에서  추천을 해주어야 한

다는 의견이 있었음(이상원). 은퇴하실 분들 중 가능하실 분도 있으

며, 현직 교수는 어려움이 있다.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상근위원을 

하실 분은 찾기 어렵고 가시는 분에게 학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신경외과학회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초음파학회

를 발기하였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15. 병원협의회 간담회

 참석자 :  정용구, 최낙원, 장진우, 전신수, 김우경, 김세혁, 장일태, 박진규,  

 김도형 외 병원협의회 위원들

 토의 및 보고사항 :

 - 학회 기부금 현황 및 모금 배경, 목적 설명

 - 병원협의회 현황 및 애로사항 토의

 - 회원수첩 광고에 참여(병원 협의회 전회원 병원)

16. 대한신경초음파학회 발족(2014년 9월 14일)

 - 학술대회 및 창립총회

임원보고사항

총무이사보고 
- 2014년 춘계학술대회 관련 보고

  사전등록 현황 보고 및 전시 관련 보고(기부 - 4개 업체, 전시 - 50개 업체, 

총 63개 전시)

- 2014년 추계학술대회 관련 보고

 만찬에 동영상 제작을 위한 협조

  지난 2년간 학회의 설립목적을 바탕으로 한 임원님들의 학회 업무 관련하여 

미리 동영상을 제작 준비

  [설립목적 : ① 전문의양성 ② 국제적 학문교류 ③ 회원의 권익 옹호  

④ 학문교류 ⑤ 친목교류] 

 추계학술대회 일정 확인(2014년 10월 17일~19일, 금-일)

 1) Welcome reception - 2014년 10월 16일(목)

 2) Gala Dinner - 2014년 10월 17일(금)

- 2014년 과총 지원금 지급 확정(춘계학회 900만원, 학술지 2,000만원)

-  하나SK카드 신규 접수 시 회원에게 지급되던 초년도 연회비 지원 중단  

 통보(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해외학회 참가지원 활성화(3개 학회 지원신청 중)

학술이사 보고
- 2014년 춘계학회 학술관련 보고 

  프로그램 안내 및 춘계학회 설문지는 학회 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할 

예정 5월 상임이사회 보고 완료

-  추계학술대회 관련 지도전문의 교육 시간 배정(타 분과학회에 참석 저조) 심

평원의 삭감 사례에 대한 논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삭

감된 예에 대한 논의보다는 학회의 기본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보사부와 심

평원에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인정 기준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 정도

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2014년 추계학회 학술관련 보고 

  프로그램 안내초록 306건 접수, 프로그램의 차이는 일반발표를 건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 3분 발표에 2분 논의하여 많이 발표할 수 있도록하였다.명사 특

강은 정의화의장님 여의사회 세미나 시간을 넣었다.토요일 복지부 차관급의 

의료계 정책변화와 신경외과 분야에 대한 강의일요일 치매와 척추분야의 개

원의 연수교육을 시행한다.

고시이사 보고
- 고시위원회 워크샵 개최(4/25~26) / 양평 블룸비스타

 고시 업무에 제언이나 개선책 요청

 → 차기 고시이사로 김영백 교수를 지명하였습니다(임영진 차기이사장)

- 7월 문제은행정리작업 7월 2일(수)~4일(금) / 양평 한화리조트 



회무
  보고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Newsletter

8_www.neurosurgery.or.kr

-  2015년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안) 의사협회에서 의학회로 주관기관을 바뀔

려고 하며, 모든 고시를 표준화하고 일괄 시행을 하고자 한다. 올해부터 고시

에 관련된 수익과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로는 의학회에서 모든 학회

의 고시를 총괄 관리 함 1차 시험은 2014.1.10.(토)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  

2차 시험 일자는 추후 결정(가급적 1차 시험후 빠른 시간내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응시생들의 의견이다).

  2차 시험의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기존의 학회의 자율적인 시행(단 이는 향

후 보안유지에 대한 증빙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향후로 의학회에서 모든 학회의 수련 및 고시에 관여하고 관리하려고 하며, 

우리 학회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련교육이사 보고
- 전공의 중간평가(4/5) 206명 응시, 2명 결시(AANS참석, 학회력 공고 이전)

  내용 및 평가결과 - open book, 신경해부학, 신경학적검사, 영상의학검사, 

환자관리 90 문항(2013년 성적분포, 39~76) 상위21기관(2점), 중위42기관

(1점) 하위20기관(0점)

- 수련규정개정안(지도전문의 N수 상향) 춘계 이사회 상정 - 보류

- 신규 수련병원 승인

- 신임전공의 연수교육(2014.04.26. 3PM~27. 11:30AM, 양평 블룸비스타)

-  2014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 참석(수련교육이사, 2014. 6. 10. 2PM,  

병협회의실)

 복지부 2015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안) - 전년도와 동일기조

- 2014년도 수련실태조사 시행

 실태조사(06.30.~07.11. 2주간) - 수련병원과장 중심

  86개소(국제성모병원 제외)완료125명 신청 복지부에서의 정원은 101명 24명의 

차이가 난다.

- 전공의 연차별 수련목표 변경(안) 제출

 제출처 : 대한의학회, 마감(2014. 08. 29.)

  2014년에 개정 승인이 완료될 경우 개정된 교과과정은 2015년 1년차 신입

전공의부터 적용하며, 2015년 1년차 신입전공의는 수련과정을 마치는 전체 

수련기간 동안 2014년에 개정된 교과 과정을 적용받음.

- 2014년도 수련실태조사 결과 처리 및 정원배정(안) 제출

 제출처 : 병협 및 대한의학회, 마감(2014. 8.29.)

 실태조사 결과 처리(정원배정시 배정제외의 원칙에 대한) 논의 제외 원칙

 1) 수련규정미달(3곳)

 2) 실태조사 기준 미달(학회 60점,병협 70점) 1병원 60점대가 8병원

  이후 추가 감축이 필요한 경우

 3) 2~3인 수련기관에서 동일 비율로 하위서열에 따라 감원한다

재무이사 보고 
학회 결산보고(3~8월까지)

보험이사 보고
선택진료비 수입 감소에 대한 보전에 척추분야가 빠진 것에 대해서 학회의 의견을 

전달, 척추 분야도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KDRG에서 척추가 순위가 낮았으나 최우선으로 올라옴. 

IOM 판독이 재활의학과 신경과만 가능하였으나 ENT/OS/마취/신경외과가 가능

해졌다.

회원관리이사 보고
- 회원수첩에 관한 보고

  총 회원수 2775명(특별회원 포함) 중 2215명 학회에서 정보 수정 완료(8월 

말까지 자료 정리 완료)

- 출판사 자료 입력, 사진 정리 

- 광고 : 전문병원협의회와 협력업체

- 추계학회 골프(신록회) : 10월 16일(목) 오전 7시 티업

  88 컨트리클럽(경기도 용인시), 16팀

법제윤리이사 보고
 - 공로상 시상에 관한 규정(안건) 

특별이사(기금관리 이사)
대국민 홍보물이 완성되었으며, 대한신경외과학회 분과학회 홍보용 리플릿  

제작비&판매금액 적용율 소개 함

특별이사 보고(신경외과전문병원이사)
전문병원 협의체 설립 배경-현재의 실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으며 

전국의 신경외과 전문병원 및 종합병원의 봉직의를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

들게 되었으며, 전국 척추전문병원 19개 병원 중 신경외과가 주도하는 병원이 

18개이다.

요청사항 :

1.  학회 이사진에 전문병원협의회 대표가 참석할 수 있게 회칙을 변경 요청

- 8/22일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2. 학회 차원에서 탄원서 제출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 - 적극적인 협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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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  7th Catholic Neurosurgery Update     
& Prof. Sang Won Lee's Retirement Ceremony 

  - 일 시 : 2014년 8월 9일(토)

  - 장 소 :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   

 JW 메리어트 서울 호텔 3층 대연회홀

   이상원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기념 7th Catholic Neurosurgery update

를 개최하였다. 뇌종양학과, 두개저외과학 분야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는 미 국 의 Prof. Johnny Delashaw (UC Iivine), Prof. Lee Joung Hoon 

(President, Valley Neurosurgical Institute) 등 국내외 연자를 초청하여 임상

경험 및 연구결과들에 대하여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

 

 • 석연 이상원 교수 정년퇴임 기념만찬

  - 일 시 : 2014년 8월 14일(목)

  - 장 소 :  라마다 플라자 수원 호텔 2층 플라자홀

 

• 서울성모병원 김진성 부교수 - 산자부 대형과제 연구비 수혜 -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표적인 대형 육성사업인 ‘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과

제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수요자 중심 IT 융합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기술개발사업(총괄책임자 김진성)은 의료현장과 개발기업간의 협업을 통해 

제품개발 및 임상시험까지의 검증과정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사

업으로 2년간 약 20억여원의 사업비로 운영된다. 

 • 2014년 교실 전공의 교육, 심포지엄

 1) 제 2회 신경외과학교실 “전공의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 개최

   - 일 시 : 2014년 5월 10일(토)

   - 장 소 : 서울성모병원

 2) 2014 가톨릭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전공의 신경해부학 교육 

  - 기능신경해부학과 혈관조영술 완전정복 - 성료

   - 일 시 : 2014년 7월 19일(토)

   - 장 소 :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세미나실

 3) 제 3회 가톨릭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척추심포지엄 개최 예정

   - 일 시 : 2014년 12월 21일(토)

   - 장 소 :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대강당

강동 경희대병원

 •   김국기 명예교수 산재의료 발전 공로 대통령상 수상 

  - 일 시 : 2014년 7월 1일 

 - 장 소 : 부산 웨스틴 조선비치 호텔 (1층 대연회장)

경희대병원

 • 임영진 의료원장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제 12대 회장으로 취임

   경희대학병원의 임영진 의료원장은 2014년 8월 1일부터 사립대학교의료원

협의회 제 12대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1992년도 설립된 사립대학교의

료원 협의회는 사립대학교 의료원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

의 권익을 도모를 목적으로 25개 사립대학교 의료원(병원)의 대표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병원
  소식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Newsletter



10_www.neurosurgery.or.kr

 • Kyung Hee Neurosurgery Symposium 2014

  - 일 시 : 2014년 9월 19일(금) 12:00~18:00

  - 장 소 :  경희대학교 청운관 B117(지하 1층)

  - 주 최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순천향대 부천병원

 • 캄보디아 연수의사 라디 선생 근무시작

  - 일 시 : 2014년 4월 14일

 - 장 소 : 순천향대 부천병원

   개원이래 다년간 캄보디아 의사들의 신경외과 

연수 교육을 담당해왔던 부천순천향병원 신경

외과교실에 소중한 또 한 분의 캄보디아 연수

의사가 4월 14일부터 1년간의 연수예정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Dr. Se Rady는 1년간의 

연수 기간동안 general neurosurgery 를 비롯

하여, vascular neurosurgery에 대해 집중적인 

연수를 할 예정이다. 

 • 신원한 교수 정년퇴임식

  - 일 시 : 2014년 8월 28일

 - 장 소 : 순천향대 부천병원 순의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개원때부터 부천병원에서 근무를 해오신 신원한 

교수의 정년퇴임식이 순천향대 부천병원 순의홀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행

사에는 신원한 교수의 연혁 소개 후 신교수의 정년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

졌다. 특히 신경외과 동문들뿐 아니라 병원내 경영진, 진료 교수진 및 간호

사, 실무 당담 사무직 직원들까지 대거 참여하여 신원한 교수의 정년을 축

하 하였으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행사에 참여하여 준비한 꽃다발을 전

달하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신원한 교수는 정년

후에도 부천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순천향대학교 본원의 의료IT융합과에

서 근무를 할 예정이다.

 • 뇌혈관수술환자가족 환우회

  - 일 시 : 2014년 9월 12일

 - 장 소 : 순천향대 부천병원 순의홀

   순천향대 부천병원 개원이래로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는 뇌혈관수술환자 

가족 환우회가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올해에는 최근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뇌졸중질환에 대한 원인, 예방, 치료등에 관해 환자와 보호

자에게 질높은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

주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뇌혈관내 치료에 대한 올바

른 정보를 전달하는 기회를 갖고, 잘못된 의료정보를 고쳐주는 시간을 가

졌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과의 신뢰관계를 좀 더 단단히 할 수 있는 

기회였다. 

 • 이해하기 쉬운 신경해부학 강좌  

  - 일 시 : 2014년 9월 20일 

 - 장 소 : 순천향대 부천병원 순의홀

   1993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신경외과와 해부학교실이 함께 전공의 및 신

경계 관련 의료인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는 신경해부학 강좌가 올해에도 

열렸다. 특히 매년 조금씩 새로운 강의 시도를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

습을 보여온 신경해부학 강좌는 김범태 교수가 전반적인 뇌신경해부학 강

의를 주관하였고, 임수빈 교수가 척추신경해부학을 주관하였다. 강의 시간

을 통해 신경해부학의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고 반복 및 각 신경계를 기능

적으로 연결하여 신경해부학을 “재미있게” 공부하는 법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신경외과 신동성교수와 영상의학과 박지상교수가 뇌단면 실

습 지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했다.

병원
  소식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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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향대 서울병원

 •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 일 시 : 2014년 7월 5일(토) 

 - 장 소 : 순천향대 서울병원 동은대강당

연세대병원

 •  연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창립 57주년 기념학술대회
  - 일 시 : 2014년 5월 24일(토)

 - 장 소 : 강남 세브란스병원 대강당

   연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창립 57주년 기념학술대회가 2014년 5월 24일

(토) 강남 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척

추 분야에 대한 국내외 저명하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척추질환의 최신지견

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일본의 Takayasu 교수

의 후종인대골화증에 대한 수술 방법, 싱가포르의 Thng 교수의 골다공증 

환자에서 미세침습 척추수술에 대한 특강도 있었다.   

 • 제4차 한·일 4개 대학 신경외과 친선 학술모임

  - 일 시 : 2014년 7월 5~6일(토~일)

 - 장 소 :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

   제4차 한·일 4개 대학 신경외과 친선 학술모임(Keio대, Nihon대, 가톨릭

대, 연세대)이 연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주최로 2014년 7월 5일~6일(토

~일) 양일간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첫날은 학술 심포지

움, 둘째 날은 제주도 관광으로 진행되었으며, 4개 대학에서 40명이 넘게 

참석하여 성황리에 친선 심포지움을 마쳤다. 

튼튼병원

International High-Tech Spine Society (IHTSS; 국제첨단기술척추학회)  

창립총회에서 튼튼병원 박춘근 명예병원장 초대회장으로 선출되다.

2014년 7월19일 첨단기술척추수술 국제 심포지움(International Symposium of 

High-Tech Spine Surgery; ISHTSS)이 가톨릭의대 신경외과학교실과 강동튼튼

병원 공동주최, 한국최소침습척추술연구회 후원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스페인, 

터키, 태국, 호주 등 약 10개국에서 약 120명이 참가하여 논문발표와 열띤 토의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심포지움에서는 첨단기술척추수술의 대표적 예인 

SELD(Sacral Epidural Lumbar Decompression)를 주축으로 첨단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척추수술 기법들이 소개되었다.

심포지움 직후 참가하였던 10개국의 대표들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국제학

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하고 학회명을 IHTSS로 정하였다. 대표자회의에서는 회장

에 박춘근 강동튼튼병원 명예병원장, 이사장에 임강택 튼튼병원 원장, 부회장에

는 우리들병원 최건 병원장, 스페인의 Salgado교수, 태국의 Warat교수 3인이 선

출되었다.

한양대병원

 • 김영수 교수 ASCAS 회장 취임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김영수 교수가 ASCAS(Asian society of computer 

aided surgery, 아시아컴퓨터유도수술학회)의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

년이다. ASCAS학회는 의사 및 공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술항법장치, 

의료용 로봇 등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수술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다.

 • 고 용 교수 ‘산재보험 50주년 기념식’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고용 교수(한양대학교국제병원장)가 지난 7월 1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산재보험 50주년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

상했다. 고용 교수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

행하여 산재보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  김충현 교수 대한뇌종양학회장 취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김충현 교수가 지난 6월 27~28일 서울 아산

병원 연구관에서 열린 ‘제24차 대한뇌종양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제8차 한

중 친선 학술대회’에서 대한뇌종양학회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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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경종양학회

 • 2021년 제6차 세계신경종양학회 한국 유치 확정

  지난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신경종

양학회 (Asian Society for Neuro-Oncology) 기간 중 2021년 예정된 제6차 

세계신경종양학회 (World Federation of Neuro-Oncology meeting)의 개최

지로 한국이 확정되었다. 

  세계신경종양학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 신경종양학 분야의 세계학술대회

로 미주신경종양학회 (Society for Neuro-Oncology), 유럽신경종양학회 

(European Association of Neuro-Oncology), 아시아신경종양학회가 번갈아 

가면서 학술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2013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대회에는 2000여명

이 참석하였고, 2017년에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6차 세

계신경종양학회 유치를 위해 대한뇌종양학회, 대한신경종양학회가 협력하여 

유치위원단을 구성하였고 지난 3월 14일 유치선포식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

작하였다. 유치위원단은 개최지 선정 투표권이 있는 주요 아시아국가 임원

들을 국내 학술대회 연자로 초청하여 한국유치를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

하였고, 개최지가 결정되는 금번 아시아신경종양학회에 한국인 참가를 독려

하여 50 여명이 참가하는 단결력을 보여 주었고, 개최지 선정 당일 회의에

서 한국에서 열렸던 아시아신경종양학회 전임회장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 

하에 2021년 제6차 대회의 한국 개최를 확정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분과
학회 및
지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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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계신경종양학회 한국유치 확정 후 열린 Presidential dinner에 참석한 국내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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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인제대 백병원 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회장 선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5월 9일(금) 오후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제55차 정기총회를 열어 제37대 회장으로 박상근 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서울

시병원회장)을 선출했다. 

 제37대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박상근 회장은 병원협회 규정에 따라 정기총

회에서추 대를 통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박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린 병원경영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 병원인으로서 대국민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전

체 병원계가 발전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글로벌 경쟁시대 의료를 통한 국익 창

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병협을 이끄는데 있어 박 회장은 공(恭)·실(實)·선(先)·행(行) 즉 무엇보다 먼

저 국민과 회원을 섬기며, 실사구시(實事求是) 실제적 회원권익을 위해 일하며, 

매사에 앞서가는 first mover가 되고, 무실역행(務實力行) 세세한 부문까지 최선

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분야별 상임이사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3대 특위(병원경영합리화 특별위원

회,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합리화특위, 의료산업활성화특위)를 신설·운

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근 회장은 취임 직후 우선적으로 내년도 수가협상, 3대 비급여 보장성강화

와 보상대책,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수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

다고 강조했다. 

 정책과제에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박 회장은 전국 3천여 회의 

열성적인 성원과 헌신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연세의대 출신으로 신경외과를 전공한 박상근 회장은 연세의대 조교수를 거쳐 

인제대 상계백병원 초대 신경외과 과장으로 인제대와 인연을 맺은 이후 상계백

병원 부원장과 원장을 거쳐 현재 인제대백중앙의료원장, 서울시병원회장, 상급

종합병원협의회장을 맡는 등 병원계에선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되고 있다. 

▣ 박상근 제37대 대한병원협회장 

  박상근 제37대 대한병원협회장은 자타가 공인하

는 건강보험전문가이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병원경영의 알파요 오메가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1994년부터 본격적

으로 인연을 맺었다. 

  신경외과학 교수로서 뇌혈관수술전문의로 명성

을 날린 박상근 회장은 고난이도 수술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로 보험제도를 탐구하여 신경외과학

회 및 대한의학회 보험이사 등을 거쳐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과 보험부회

장으로 활동하면서 20년째 ‘보험’과 씨름하며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현

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심평원 전문심사위원, 상대가치연구단 위원을 맡는 등 전문분야도 두루 섭

렵해 해박한 지식을 갖춘 박상근 회장은 병원협회에서도 법제이사와 경영/

총무/사업위원장 및 협회지편집위원장을 두루 역임해 병원관련 정책 전반에 

정통하다. 

  대한신경외과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신경중환자학회를 창설하는 등 학술활동

에서도 남다른 열정을 쏟아왔으며, 병원의료질향상학회를 신설해 병원에서

의 QI활동 체계화, 표준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온유한 성품이지만 사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치밀한 분석력을 갖췄다는 

평이다. 

  박상근 37대 병협회장(67)은 1973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1990년 고려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 연세의대 신경외과 조교수를 

역임하고 1994년 인제의대 부교수로 부임, 상계백병원장, 인제대백중앙의료

원 부의료원장을 거쳐 현재 인제대백중앙의료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훈장 석

류장 및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고, 대통령 표창과 중외 박애상을 수상했다. 

 

▣ 공약 

  첫째, 병원협회의 주요업무인 병원종사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미래의료

를 책임질 전문의 육성을 위한 수련교육 업무, 국민이 신뢰하는 병원을 위한 

의료기관 평가관련 업무, 보험관련 업무, 병원경영 및 업무체제 개선에 관한 

업무, 의료 선도화를 위한 학술활동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견실히 수행하

는 한편 이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병원협회가 지니고 있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존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창안하고, 

의료제도 개선 및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개선안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병원협회 역량을 증대하고 직능 및 지역별 다양성을 조율하여 단위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전문적 검토를 거쳐 

병원협회 조직구조를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틀로 바꿀 것이며, 각 직능

별 및 시도 병원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단위

별 기능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넷째,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하여 의료왜곡 의 검은 장막을 걷어버리고, 관련 기관과 공조하여 의료공

급체계 및 병원경영 합리화를 위한 논의체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병원질관리체제, 의료행위 개선체제, 응급의료 진료체제, 재난대비 의료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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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등을 구축할 것이며, 의료복지후원기금을 마련하여 소외된 어려운 이

웃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병원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의료를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의료

한류를 조성하고, 회원병원들이 의료를 통한 국부창출을 하는데 그 중심축

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 병원협회 내부조직체계를 실용적으로 개편하고 합리적 인사체제를 

갖출 것이며, 직원들의 지속적 교육으로 전문성을 함양하고 복지후생 개선을 

통해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협회 업무의 역량과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일곱째, 병원협회가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창조적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수

행하기 위한 산하조직을 개설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회원병원들에게 다

각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병원협회 회관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그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자체의 독립된 회

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저는 네 글자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공(恭)·실(實)·선(先)·행(行)입니다. 즉 무엇보다 먼저 

국민과 회원을 섬길 것이며, 실사구시(實事求是) 실제적 회원권익을 위해 일

할 것이며, 매사에 앞서가는 first mover가 될 것이며, 무실역행(務實力行) 세

세한 부문까지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협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 당선 인사말(소감) 

 존경하는 회원병원원장님 여러분! 

  제 37대 대한병원협회회장으로 당선된 박상근이 그 첫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분들께 대한병원협회회장에 당선되었

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회원병원장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

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그간 저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병원협회 동료 

및 선후배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과열된 선거 방식이 아니라, 화합과 단결을 

지향할 수 있는 추대 방식으로 회장에 당선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의 당선의 기쁨을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원협회 합리적 임원선출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회장출마 양보의 

대의적 결단을 하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제가 11년 이상 대한병원협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

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30년전 대한병원협회장직을 맡아 협회 중흥

을 이룩하셨던 백낙환 명예 회장님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 

  대한병원협회는 기라성같은 전임회장님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오늘의 협회

를 이룩하셨습니다. 제37대 대한병원협회장 당선인으로서 저는 기쁨보다 행

여 전임회장님들의 업적에 누를 끼칠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분골쇄신 

최선을 다하여 회장직을 수행할 것을 존경하는 명예회장님들과 회원 앞에서 

서약합니다. 

  저는 벼랑끝으로 내몰린 병원경영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

임진 병원인으로서 대국민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전체병원계가 발전의 에

너지를 결집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익 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

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우리앞에 가로놓여 있는 숱한 난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병원협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 상임이사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다음

과 같은 3대 특별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회장 직속 기구로 첫째, ‘병원경영합리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병원경영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한국 의료의 중추인 병원을 통해 선진의료복

지를 구현할 정책대안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합리화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양질의 

임상질지표를 개발하고 선진의료를 제공토록하며 불합리한 심사 평가를 바

로잡고 회원병원들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

다. 

  또한 국민건강 증진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주도해 나갈 ‘병

원의료질향상학회’ 창설을 검토하고 병원에서의 환자안전과 QI 활동이 체계

화, 표준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의료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정

책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미래신성장동력으로써 한국 의료산업이 세계시

장으로 뻗어나가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협회회장으로서 취임 직후 제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할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년도 수가협상, 둘째는 3대비급여 개선과 보상대책, 셋째는 의료

기관 인증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련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저는 이 네가

지 업무가 우리 병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당면한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혼자의 힘으로

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병원계의 합리적인 정책이 정부 및 국회까지 

메아리쳐 꽃을 피우려면 전국 3천여 회원병원원장님들의 열성적인 성원과 

헌신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회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참여, 소통, 화합을 중시할 것입니다. 모

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한병원협회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여러분들과 함께 영광의 미래

를 향해 힘차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합

니다. 

  그간 열정적으로 병원협회 회장직을 수행하시고 영예롭게 퇴임하시는 김윤

수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시간에도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봉사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의료

봉사를 수행하고 계신 회원병원 의료인 여러분들께 회장당선인으로서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이 순간을 함께하고 계신 회원병원원장님 여

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십시오.

 

2014. 5. 9 

대한병원협회 제37대 회장 당선인 박상근 

[출처: 대한병원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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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변경 및 취임 

강창구(동남권 원자력의학원) :  봉생병원에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으로 부임  

 (2014.7.1)

권오기(분당 서울대병원) :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

김근수(강남 세브란스병원) :  제10대 연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로 임명  

 (2014.9.1)

김민기(S-중앙병원) : 제주 S-중앙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발령 (2014.6.1)

김영수(한양대병원) : ASCAS의 회장으로 취임

김충현(한양대 구리병원) : 뇌종양학회 회장으로 취임

백선하(분당 서울대병원) :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

오세양(인하대병원) : 임상강사로 재직 (2014.9)

오인호(중앙보훈병원) : 중앙보훈병원으로 발령 (2014.6.1)

오창완(분당 서울대병원) : 서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

윤도흠(연세대 세브란스병원) : 제32대 세브란스 병원장으로 취임 (2014.8.1)

이상원(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 신경외과 명예교수 취임 (2014.9.1)

조원호(부산대병원) : 외상전문센터건립. 추진 본부장에 보함

최병연(영남대병원) : 영남대학교 의료원장 및 의무부총장 취임 (2014.8.1)

허재택(동아대병원) :  동아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 및 의과대학장 연임  

 (2014.08.01~2016.07.31)

개원 

김재우 : 부산에서 워크 재활의학 병원 개업

 총 200베드, 5명 동업(RM1, OS1. MED2)

결혼 

박영섭(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 장녀 결혼 (2014.2.22)

이민형(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 본인 결혼 (2014.8.23)

부고

정동섭(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 부친상 (2014.5.11)

해외연수 

손동욱(양산 부산대병원) :   UC Davis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Califonia DAVIS  

 (2014.7.21-2015.7.20)

양승호(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  The Vivian L. Smith Department of Neurosurgery  

 and Neurooncology The University of Texas  

 Medical School at Houston 에서 해외 연수  

 (PI: Dong H. Kim)를 시작함 (2014.9.1~)

윤완수(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 미국 단기연수 (2014.9.20~10.18)

이  성(연세대 세브란스병원) :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신경외과에서 해외연수  

 마치고 귀국 Spine biomechanics research와  

 Radiosurgery using cyberknife를 주로 연구  

 (2012.8-2014.7)

회원
  동정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Newsletter



16_www.neurosurgery.or.kr

제 54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친선	테니스대회



Newsletter  Vol.31_17

제 54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신록회	골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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