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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존경하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어느새 국·내외적으로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하는 2017년 정유년이 시작되었습

니다. 계절도 어김없이 무척이나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생

명이 움트는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제35차 춘계학술대회는 

2017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Together for the Future”라는 슬로

건 아래 이미 국제적 비즈니스 도시로 발돋움한 인천 송도에서 개최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실적으로 점차 어려워져만 가는 전공의 수급상황

과 수련환경, 부정청탁방지법과 금품수수방지법,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법, 다양한 의료질 평가 시스템의 급격한 변동 등 급변하는 의

료정책 들과 마주쳐야하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잠시나마 학문적 

갈등을 해소하고, 여러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며, 동시

에 좀 더 넓은 곳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자 관련 프로그램 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학술대회의 큰 변화를 살펴보면, 행사 진행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학술대회 첫날의 Welcome Reception을 과감하게 생략

하고 Presidential Dinner로 통합하였고, ‘Superstar KNS’ 선발 프

로그램을 통해 Gala Dinner를 진행함으로서 회원 여러분들의 직접

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학

술적인 면에서는 젊은 회원 여러분들께 앞으로 더 넓은 전공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더 넓은 세상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신경외과 전문

의로 다른 전문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경험과 인생관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전공의 발표세션’을 별도로 마련하여 젊은 전공

의의 적극적인 학술발표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술

위원회가 주관하여 Practical Workshop에서 Neurosurgical Fields에

서 꼭 필요한 Essential Procedures를 익히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장 진 우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김 재 민



Main Theme Symposium으로는 국내외 다기관 임상 Big Data 활용 및 Watson for Oncology라는 

주제로 Big Data 및 Artifical Intelligence (AI) 활용에 대한 세션을 마련하였고, ‘척추의가 알아

야 할 새로운 의료법과 보험’에 대한 시간 및 ‘군진의학에서의 외상학’에 대한 시간 등을 마련하

여 회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해외 초청연자로는 

뇌혈관분야의 Michael T. Lawton(USA), 신경중환자분야의 Kiwon Lee(USA), 신경손상분야의 

Brian Kwon(USA), Goeffrey Manley(USA), 정위기능분야의 Takamitsu Yamamoto(Japan), 

종양·척추분야의 Hae Dong Jho(USA) 등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대하여 각 분양의 최신지견을 

배우고, 학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눈에 띄는 학술프로그램 중 인문학 강좌로는 명사초청 강연으로 한국인보다 더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한·중·일 역사 및 문화를 비교 연구한 미국인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쉬 교수를 통해 

본 ‘외국인이 보는 또 다른 대한민국’ 및 학회가 개최되는 인천에 대한 지역적 특징에 대한 ‘인
천과 전쟁’이라는 강의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저는 이번 제35차 춘계학술대회는 우리 학회가 후학들에게 현재의 시점에서 보이는 영역보다

는 한층 더 넓어진 ‘더 넓은 미래를 향하여 다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우리의 개척

분야와 비젼을 제시하는 학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학회의 성공적인 개

최 여부는 바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학회 참여가 있어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학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학회 회원 상호간의 

학문교류와 친목을 증진할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되 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세혁 학술이

사님, 김우경 총무이사님, 학회 임원님, 전문 분과학회 회장님과 임원님, 각 지회 회장님과 임

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대한신경외과 서울·경인

(강원·제주)지회 회장님과 임원님들께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

니다. 

2017년 4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   장  김  재  민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장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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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명단 
(2016-2017)

명예회장 및 고문

명예회장	 	임광세,	문태준,	이인수,	최길수,	송두호,	양승열,	정광진,	김두원,	

이기찬,	이화동,	정상섭,	최덕영,	이규창,	김승래,	이제혁,	최창락,	

유태전,	강준기,	황도윤,	김영수,	한대희,	이정청,	김국기,	김			윤,	

최중언,	조수호,	조병규,	변박장,	강삼석

고문	 	김형동,	김문찬,	정희원,	박상근,	오석전,	윤일규,	이동열,	이규성,	

이상원,	김수한,	정용구,	여형태,	최낙원,	임영진,	김동호,	최창화

대한신경외과학 연구재단 임원

이사장	 오석전

이   사	 	김수한,	김재민,	백민우,	송시헌,	여형태,	이규성,	이상원,	임영진,	

장진우,	정용구,	정희원,	최낙원,	최창화

감   사	 김주승,	장재칠

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

이사장	 장진우

회   장	 김재민

차기이사장	 오창완

차기회장	 강성돈

상임이사	 	총무-김우경,	학술-김세혁,	고시-박인성,	수련교육-김성호,		

기획-박정율,	재무-김무성,	보험-진동규,

	 진료심의-박해관,	법제윤리-황정현,	홍보-권정택,		 	

	 회원관리-허		륭,	전산정보-백광흠,	의료정책-김은영,		

	 	개원의-최세환,	전문병원-박진규,	특별-고도일,	고현송,	김범태,	

김성민,	김태선,	노성우,	문성근,	민경수,	조용준,	차승헌,	최하영,	

홍승철

별정직	 학술지편집-문창택,	학회사편찬-이		언,	교과서편찬-이선일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박상근,	보험분야발전위원회-도재원,		 	

척추분야발전위원회-장일태,	경쟁력강화위원회-박현선,		

상대가치위원회-박봉진,	미래위원회-정		신,		 	

여의사위원회-박문선,	자보위원회-김근수,		 	

전공의근무환경개선위원회-서의교,	CNS창설위원회-백선하

감   사	 이정일,	이승명	

이   사	 	강성돈,	고도일,	고현송,	공민호,	공태식,	권정택,	김근수,	김대현,	

김동원,	김무성,	김범태,	김법영,	김상우,	김선환,	김성민,	김성호,	

김세혁,	김우경,	김은영,	김인수,	김인환,	김재민,	김주승,	김태곤,	

김태선,	김현우,	노성우,	도재원,	문성근,	문재곤,	문창택,	민경수,	

박관호,	박문선,	박봉진,	박상근,	박세혁,	박승우,	박용석,	박인성,	

박정율,	박종태,	박진규,	박철웅,	박춘근,	박해관,	박현선,	박화성,	

백광흠,	백선하,	서의교,	성재훈,	송영진,	심찬식,	안영환,	양국희,	

양승엽,	오성한,	오세문,	오창완,	유찬종,	유			헌,	윤영설,	은종필,	

이명기,	이무섭,	이상구,	이상원,	이상평,	이선일,	이			언,	이일우,	

이정호,	이철희,	임종현,	임준섭,	장석정,	장웅규,	장일태,	장재칠,	

장진우,	정상봉,	정			신,	정을수,	정의화,	정천기,	조도상,	조용은,	

조용준,	진동규,	차승헌,	최세환,	최은석,	최하영,	한동석,	허			륭,	

허			철,	홍승철,	황인석,	황정현	(총	100명)

상설위원회(상임이사)

총무위원회		 		 김우경(위원장),	김주한(부위원장)

	 		 김긍년,	김덕령,	김상우,	김태곤,	박관호,	박철웅,	성재훈,		

	 오성한,	유			헌,	이정호,	장재칠,	조도상,	장원석(간사)

학술위원회		 	 김세혁(위원장),	고준석(부위원장)	 	 	

	 		 강동호,	김경태,	김종현,	류경식,	문경섭,	박영석,	박익성,		

	 방재승,	이상원,	임용철,	정현호,	최순규,	김명진(간사)

고시위원회		 		 박인성(위원장),	현동근(부위원장)	 	 	

	 고은정,	김상대,	김선환,	김인영,	박성현,	심규원,	양국희,		

	 이관성,	이기택,	이상원,	이정길,	장철훈,	조성민,	진동규,		

	 홍석호,	홍재택,	황선철,	김용휘(간사)

수련교육위원회		 김성호(위원장)	 	 	 	

	 	 강희인,	고은정,	권순찬,	김대현,	김상돈,	김석원,	김승기,		

	 	 박용숙,	양승호,	유찬종,	이상구,	이태규,	이형중,	조원호,		

	 	 최승원,	김승범(간사)

기획위원회		 	 박정율(위원장)

	 	 	김재용,	김종현,	문승명,	심규원,	양국희,	윤석만,	이형중,		

정진환,	조보용,	최순규,	박동혁(간사)

재무위원회		 	 김무성(위원장)

보험위원회		 	 진동규(위원장),	곽호신,	박봉진,	박춘근,	이종오(부위원장)

	 	 		강동기,	권현조,	김도형,	김선환,	김영진,	김종현,	김진경,		

김현우,	박경재,	박관호,	박석규,	박준범,	박진규,	손병철,		

신동아,	신명훈,	심정현,	양승민,	이근수,	이재학,	조보영,		

조진모,	지규열,	최세환,	허	륭

	 	 (간사	:	김용배,	김진욱,	박은석,	신준재)

진료심의위원회		 	박해관(위원장)	 	 	 	

공두식,	김대원,	김세훈,	문승명,	손문준,	손병철,	신동성,		

심규원,	윤승환,	이관성,	이진석,	장경술,	장태안,	정진영,		

주성필,	최기환,	피지훈,	홍창기,	주원일(간사)

법제윤리위원회		 황정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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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혁,	김영준,	김용배,	이선호,	정태영,	최석근,	한인호,		

	 	 김대원(간사)

홍보위원회		 	 권정택(위원장),	양승민(부위원장)	 	 	

	 	 	구성욱,	김경태,	김해유,	김현성,	문경섭,	신동아,	신승훈,		

심정현,	엄기성,	이형중,	장경술,	장인복,	조준성,	조진모,		

최승원,	최			율,	최			일,	이승환(간사)

회원관리위원회		 허			륭(위원장),	조성진(부위원장)	 	 	

	 	 김대원,	신동아,	신일영,	장동규,	지규열,	한인보,		

	 	 김지희(간사)

전산정보위원회		 백광흠(위원장),	유도성(부위원장)	 	 	

	 	 	강석구,	김대원,	김만수,	김승민,	김승범,	김재훈,	문승명,

	 	 박동혁,	방재승,	손			성,	조성진,	최승원,	최규선(간사)

의료정책위원회		 김은영(위원장),	권현조,	김인영,	김재용,	김종현,	박석규,		

	 	 박용숙,	신준재,	이기택,	이형중,	임재관,	홍석호,	홍창기,		

	 	 손문준(간사)

개원의위원회			 최세환(위원장)

전문병원위원회		 박진규(위원장),	최은석(부위원장)	 	 	

	 	 김재학,	박권희,	신명주,	이동찬,	이재학,	지규열,	황인석	

	 	 백승호(간사)

특별이사(대외협력위원회)	

	 	 고도일(위원장),	구성욱(부위원장),	심정현,	전인호,	조보영,		

	 	 안풍기(간사)

특별이사(발전기금관리위원회)	

	 	 홍승철(위원장),	강석구,	김영준,	김은영,	김종현,	김창현,		

	 	 박중철,	엄기성,	장경술,	정진환,	주성필,	설호준(간사)

특별이사(학술상)  김태선(위원장)	 	 	 	

	 	 강동호,	공두식,	김대원,	김승기,	김종현,	김태곤,	김현우,		

	 	 송영진,	장원석,	조대철,	한영민,	정태영(간사)

특별이사(적정진료심의위원회)	

	 	 차승헌(위원장),	강동호,	김승범,	류경식,	문승명,	진성철,	

	 	 홍석호,	이재일(간사)

특별이사(전임의제도연구위원회)	

	 	 고현송(위원장),	안재성(부위원장)	 	 	

	 	 강동훈,	주성필,	현승재,	홍창기,	권현조(간사)

특별이사(의료보조인력대책위원회)	

	 	 민경수(위원장)

특별이사		 	 김범태,	김성민,	노성우,	문성근,	조용준,	최하영

별정직위원회

학술지편집위원회		 문창택(위원장),	임동준(부위원장)	 	 	

	 	 고현송,	권택현,	김무성,	김범태,	김상대,	김승기,	김정훈,		

	 	 박승원,	박재찬,	성재훈,	송근성,	신용삼,	유	헌,	윤승환,		

	 	 이기택,	이무섭,	정현호,	최우진,	최하영,	송상우(간사)	

	 	 	 	

학회사편찬위원회		 이			언(위원장)	 	 	 	

	 	 김은영,	박익성,	손은익,	이경석,	이상구,	정			신,	

	 	 김명진(간사)

교과서편찬위원회  이선일(위원장),	이기택(부위원장)	 	 	

	 	 권순찬,	김용휘,	박재찬,	유			헌,	임동준,	정진환,	정태영,		

	 	 정현호,	조병문,	최병관,	최석근,	한정호,	홍재택,	황선철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박상근(위원장)

	 	 유재광,	임영진,	조환호,	최창화,	함인석

보험분야발전위원회	도재원(위원장)	<보험위원과	공유>

척추분야발전위원회	장일태(위원장),	조용은(부위원장)	 	 	

	 	 	김경현,	김진성,	박진규,	박철웅,	이선호,	조보영,	최은석,		

장재칠(간사)

경쟁력강화위원회		 박현선(위원장)

상대가치위원회		 박봉진(위원장)	<보험위원과	공유>

미래위원회		 	 정			신(위원장)	 	 	 	

	 	 	김선환,	김승범,	김영돈,	박준범,	박철기,	유			헌,	이기택,	

이상평,	조원호,	주성필

여의사위원회			 박문선(위원장)

자보위원회		 	 김근수(위원장)

전공의근무환경개선위원회	

	 	 서의교(위원장)

CNS 창설위원회		 백선하(위원장)

분과학회

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안영환(회장),	정현호(총무),	백선하(학술)	(2017.4	-	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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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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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학회	

이선일(회장),	김재용(총무),	이기택(학술)	(2016.7	–	2017.6)

뇌혈관외과학회	

박인성(회장),	고현송(총무),	박익성(학술)	(2017.2	–	2018.2)

소아신경외과학회	

문재곤(회장),	김상대(총무),	심규원(학술)	(2016.5	–	2017.5)

척추신경외과학회	

조용은(회장),	이상구(총무),	윤승환(학술)	(2016.9	–	2017.9)

신경손상학회	

김인수(회장),	문승명(총무),	김용배(학술)	(2016.6	–	2017.5)

뇌혈관내수술학회	

성재훈(회장),	유승훈(총무),	정진영(학술)	(2015.12	–	2017.12)

노인신경외과학회	

김성호(회장),	김승범(총무),	박익성(학술)	(2017.4	–	2018.3)

신경통증학회	

윤영설(회장),	지규열(총무),	신동아(학술)	(2016.6	-	2018.5)

말초신경학회	

장재칠(회장),	심재준(총무),	김일섭(학술)	(2017.1	–	2018.1)

신경중환자의학회	

정천기(회장),	박봉진(총무),	방재승(학술)	(2016.12	–	2017.11)

신경외과초음파학회	

박세혁(회장),	최순규(총무),	김문간(학술)	(2016.11	–	2018.10)

지회

서울·경인지회	

김범태(회장),	장재칠(총무)	(2017.3	–	2018.2)

대구·경북지회	

정을수(회장),	조대철(총무)	(2017.1	–	2017.12)

부산·울산·경남지회	

이선일(회장),	팽성화(총무)	(2017.1	–	2017.12)

대전·충청지회	

이일우(회장),	이진석(총무)	(2017.1	–	2017.12)

호남지회	

정			신(회장),	정태영(총무)	(2017.4	–	2018.3)	

파견대의원 및 대표

대한의학회 평의원

장진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장진우

대한병원협회 신임위원

장진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재민,	오창완,	김우경,	김세혁

세계신경외과학회 대의원

이규성,	박춘근,	오석전,	왕규창

아시아대양주학회 대의원

이규성,	박춘근,	오석전,	왕규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오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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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식 

2016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상 수상자 명단

2016년 9월 29일(목)에서 10월 1일(토)까지 양재 The K-Hotel에서 열린 제56차 추

계학술대회에서 8개 부문 영예의 학술상 수상자들이 결정되었다. 수상자 명단은 아

래와 같다.

1.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상

  임재석, 김우일, 강훈철, 김세훈, 박아형, 박은경, 조영욱, 김상우, 김호민, 김정아,

 김준호, 이환석, 강석구, 김흥동, 김대수, 김동석, 이정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Brain Somatic Mutations in MTOR Cause Focal Cortical Dysplasia Type II

 Leading to Intractable Epilepsy

2. 우정현 학술상

 황교준, 허 원, 이진수, Jay Bautista Villavicencio, Reynaldo Benedict V. Villamor

 Jr, 안성열, 김준학, 장준영, 박수주, 박남미, 정은아, 권오기 (분당서울대병원)

 Standard vs Modified Antiplatelet Preparation for Preventing Thromboembolic

 Events in Patients with High On-Treatment Platelet Reactivity Undergoing Coil

 Embolization for an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a Randomized Clinical

 Trial

3. 정환영 학술상 (척추)

 오선규, 최경효, 유종윤, 김대열, 김상준, 전상용 (국립경찰병원)

 A Phase III Clinical Trial Showing Limited Efficacy of Autologous Mesenchymal

 Stem Cell Therapy for Spinal Cord Injury

4. 성산 이영우 학술상 (기초)

 권소미, 강신혁, 박철기, 정 신, 박은성, 이주석, 김세혁, 우현구 (아주대병원)

 Recurrent Glioblastomas Reveal Molecular Subtypes Associated with

 Mechanistic Implications of Drug-Resistance

5. 고려대학교 주정화 학술상 (젊은의학자)

 이성호, 박봉진, 신희섭, 박창규, 이봉암, 임영진 (경희대병원)

 Prognostic Ability of Intraoperative Electromyographic Monitoring during

 Microvascular Decompression for Hemifacial Spasm to Predict Lateral Spread

 Response Outcome

6. 이헌재 학술상 (혈관)

 한명훈, 김재민, 이형중, 정진환, 고 용, 김충현, 김영수 (한양대 구리병원)

 Predictors of Supratentorial Deep Intracerebral Hemorrhage Volume and Their

 Effect on Short-Term Mortality in Asians

7. 심보성 학술상 (종양)

 김병섭, 김성권, 최승홍, 이세훈, 설호준, 남도현, 이정일, 박철기, 공두식 (고신대

 복음병원)

 Prognostic Implication of Progression Pattern after Anti-VEGF Bevacizumab

 Treatment for Recurrent Malignant Gliomas

8. 임언 학술상

 진은선, 민중기, 전상용, 최경효, 정제훈 (순천향대 부천병원)

 Analysis of Molecular Expression in Adipose Tissu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Prospects for Use in the Treatment of Intervertebral Disc

 Degeneration



임원회의

2016년 11월 14일(월) 학회사무국 대회의실

1.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분과학회지 JMISS의 신경외과 전문의 응시자격 요건 학술지 

인정 요청에 관한 건 

 → 좀 더 논의하기로 함

2. 기타 안건

 - 위원회 회의시 비용지급건: 참석자 1인당 5만원 선에서 식사 비 지원

 - 12월 5일 상임이사회 예정 

 - 전체 임원회의 1월 13일(금) 삼성서울병원

상임이사회의

2016년 12월 5일(월) 학회사무국 대회의실

1.  신경외과현안 공청회 준비 위원회 구성 및 공청회안 도출 건   

(국회 전혜숙 의원)

 -  공청회 진행은 국회의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의원실에서 검토 후 

공청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통보해 주기로 함

 - 국회의원실에서 연락이 오면 차질 없이 준비 할 예정임

 - 이슈를 찾고 기초 자료를 의원실에 알려주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전문의 고시 논문 기준 완화건 

   (SCIE급 이상 원저 1편 또는 분과학회지; 원저 1편 + 증례 1편)

 →  대수술-소수술 분류 재정립 여부 검토 필요. 교육 수련 이사 두 안을 제시하

여 이사회에서 2017년 1월 회의 시에 결정 하기로 하여 수련 규칙 수정 관련 사

항은 사전 회람 후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보고 검토하기로 함

3. 기타 안건

 -  故 정환영 교수님 memorial lecture 와 관련 향후 이러한 lecture 요구가 증가 

할 것을 대비하여 조용준 무임소 이사에게 대책을 연구해 줄 것을 요청함

 -  실손 보험 개정 관련하여 척추 신경외과 공문 접수 되었으며 대안 검토 후 

논의 예정

임원회의

2017년 1월 13일(금)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강의실 1

1. 학회 미래 비젼 선포 진행에 관한 건

  **결정사항	:	진행	관련하여	의견	취합하여	추계	학술대회에	보고	예정

2. 2018년도 춘계 학술대회 장소 선정에 관한 건

  **결정사항	:		전라도지역과	제주도	중에서	검토	중으로	2~3월	중으로	최종	

장소	결정	예정

3. Welcome reception을 Presidential dinner로 전환하는 건 (조례 변경 건)

  **결정사항:		조례에	Welcome	Reception을	Presidential	Dinner로	변경하기로	

결정

 [조례 개정안]

  1) 초청대상자 (임원, 원로, 분과-지회 회장님, 외국인 연자)

  2) 운동 시상은 해당 행사 장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

   -  만찬의 공식 행사를 줄이고 presidential dinner 시에 일부를 진행하는 것을 

추진

   - 만찬은 회원들 간의 축제의 장으로 전환 예정

   - Welcome Reception 의 중복 참석, 비용 낭비 등이 있어 조정할 필요성 제기

   - 사회 환경의 변화 (김영란 법 등)에 따라 회원들에 대한 배려 고려 필요

   - 학술상 시상 장소의 분산 추진하여 만찬의 내실화 기여

   -  Welcome Reception의 의미가 있는 만큼 Welcome Reception 자체의 

내실화-활성화 검토 필요성 제기

   - Presidential Dinner를 토요일 유치하는 방안 고려

   - 우선 변화를 주고 추후 진행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

4.  2017 5월 12~13일 (금~토): 임원회의 일정 논의

		 **결정사항: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진행	예정,	금요일	일부	회의,	토요일	전체	

회의	계획

5. 고시 개선 방안

	 **결정사항:	타과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논의하기로	함

 -  구술시험 보다는 슬라이드 시험이나 OSCE 로 대체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개선 방향 필요성 제기

 -  동영상 시험 가능하게 되어 추후 주관식 문제를 객관식 대체하는 방안 고려 

(타과의 현황 파악 예정)

이사회의

2017년 1월 13일(금)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중강의실

1. 임원인준에 관한 건

 1) 신임이사 

	 	 **결정사항:	인준함

 [분과학회 대표 변경]

 -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 변경 한동석     

 - 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 박세혁

 - 대구경북지회 정을수       

 - 부산울산경남지회 이선일 

 - 대전충청지회 이일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세문

 [신경외과의사회 대표 자격 변경]    

 - 대구지역 최은석       

 - 경인지역 임종현  

 - 대전충청지역 황인석        

 - 광주지역 김인환

 [수련병원 대표 변경]

 - 국립중앙의료원 정상봉 

2. 전공의 수련규정 개정에 관한 건 

	 **결정사항:	수련규정	개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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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 개정 부분 발췌

제3조

제3조(수련병원의	조건	및	파견수련)	

①		신경외과	수련병원은	수련	및	연구에	관련된	각	과를	갖춘	병원이어야	

한다.	

②		수련기간	중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공의를	타	수련병원	및	타	과에	파견할	수	있다.	단,	파견수련은	수련

기간	중	최대	4개월까지	허용하며,	전공의	파견	시작일	15일	이전에	본	

학회의	동의	및	병원신임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지도전문의	수	및	수석지도전문의의	자격) 

수련병원은	적정	수의	상임	신경외과	지도전문의를	보유하여야	하고,	수석

지도전문의는	대학병원은	부교수이상,	종합병원의	경우는	교수급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전문의자격	취득	후	경력은	교육부의	교수자격인정	심사준

칙에	준한다)라야	한다.	

제6조

제6조(전공의	수	책정)	

①		수련병원은	다음	해에	신청할	전공의	수를	당해	년도	학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한	전공의	수는	다음의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적정	수의	병원협회	규정에	합당한	상임	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전공의	1명	신청은	N(N은	지도전문의	수)-4,	전공의	2명은	N-5,	전

공의	3명은	N-6을	적용한다.	단,	N-4의	경우는	상근전임의(fellow)를	

포함할	수	없으나,	N-5와	N-6의	경우에는	지도전문의	자격을	갖춘	

상근전임의(fellow)	중	1인	만을	포함할	수	있다.	지도전문의	확인	시

점은	심사년도	9월말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전문의란	전속전문

의	중	수련병원(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전공의의	수

련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의를	말하며,	병역	의무이행(군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	중	수련병원(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

함한다.	

			(2)		적정	수의	연간	총	대수술례를	갖추어야	한다.	대소수술의	구분은	별

첨	분류표에	따른다.	단,	혈관계	수술례에서	혈관내수술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주도한	경우에는	개방수술의	100%로	인정하고,	영상의학

과전문의가	주도하고	신경외과	전공의가	보조한	경우에는	50%로	인

정한다.	혈관내수술례	산정	시	개방수술례의	2배를	초과할수	없고,	

모든	혈관내수술은	신경외과	전공의의	수술기록지가	있어야	한다.	방

사선수술(stereotactic	radiosurgery)과	정위적	생검은	동일질환	개방

수술의	30%까지만	인정한다.	

	차기년도																				전년도																		혈관+종양

전공의	수																총	대수술례																	(20%)	

1명신청																					250례																						50례

2명신청																					600례																				120례	

3명신청																			1,000례																					200례

			(3)		지도전문의의	해외	연수기간	및	수련병원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규정에	따른다.	

③	전공의	총	수는	년차별로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수련병원이	①항의	학회	승인을	위반하고	전공의를	선발하였을	경우,	

학회는	해당	수련병원의	이사	자격	및	제반	학회	활동을	제한한다.

제7조

제7조(전공의의	의무)	

①		전공의는	수련교과과정에	의한	수련사항을	이수	즉시	“전공의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련기간	중	주저자로	된	신경외과학	관련	원저	논문	1편을	대한신경외

과학회지	또는	SCI(E)에	등재된	학술지에	발표하여야한다.	학회산하	분

과학회지나	학회가	인정한	학술지(대한방사선수술학회지,	대한두개저

외과학회지,	분과학회	산하	세부분과학회지	등)에	원저논문	1편을	발표

한	경우에는	증례보고나	원저	1편이	더	필요하다.

③		수련기간	중	총	대수술	150례	이상	집도	혹은	제1조수로	참여한	수술

기록을	갖추어야	하며,	그	중	20%	이상은	종양과	혈관계수술의	대수술

례	이어야	한다.	

④		수련	기간	중	최소	년	1회	이상	춘계	혹은	추계	대한신경외과학회학술

대회(춘추계학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수련	기간	중	춘추계학회나	분과

학회에서	2회	이상	구연이나	포스터	발표를	하여야	한다.	

제8조(수련실태조사)

①		학회는	수련병원의	교육실태를	확인,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수련

병원의	책임자에게	통고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수련실태조사는	기본요건,	진료,	교육,	연구	등에	대한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매년	8월	이전에	실시한다.	

③	수련실태조사	성적은	전공의	수련자격	부여에	반영한다.	

부칙

1.	이	규정	개정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중	제7조	3항은	2017학년도	3년차부터	적용하며,	제7조	4항은	

2017학년도	1년차부터	적용	한다.	

상임이사회의

2017년 2월 13일 (월) 학회사무국 대회의실

1. 학술상 감액 신청에 관한 건: 이인수학술상

  - 학술상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금액에 따라 본 학회-분과학회 배분이 필요

  - 금리 저하에 따른 기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결정사항:	감액을	승인하기로	하여,	추후	학술상	통폐합	논의가	필요함

2. 전공의 연수교육 개별 진행에 관한 건: 소아신경외과학회 의견 공문 

			**결정사항:		소아학회의	의견은	학회의	연수강좌	통합하는	방향의	반한	요청으

로	학회에서는	이전대로	진행하기로	함

3. 아시아렉셀감마이나이프학회 학술대회 협조 요청에 관한 건 

  **결정사항:		학회	규정상	지원	가능하므로	지원을	결정함.	단,	과총	지원금	신청은	

본학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불가함

상임이사회의

2017년 3월 13일 (월) 학회사무국 대회의실

1.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기획 사업 지원 요청 건 

 → 5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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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록회 지속여부

 - 김영란법 관련하여 신록회 지원이 어려워 짐 (춘계학회는 종전처럼 진행)

  → 1년에 1500만원 경 소요되어 종합적인 검토 요함

3. 경희대 임언 학술상 감액에 관한 건

	 **결정사항:	감액을	승인하기로	하여,	추후	학술상	통폐합	논의가	필요함

이사장 보고사항

1. 대외업무

 - 의협:  의료 분쟁 조정 위원회 조정 위원 추천을 하였으나 의협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의협에서 후보자 추천을 보류 하기로 함

 - 노인의학 세부전문의제도 추진 관련 회의 참석자 회신 [박정율] (12/8)

 - 의학회: 전문과목학회 대표자회의 참석자 회신 [김은영] (12/9)

 -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동의에 관한 회신 (12/23)

 - 노인의학 세부전문의제도 추진 관련 회의 참석자 회신 [박정율] (1/2)

 - 정형외과와 척추 분과에 대해 논의 중 심평원-복지부와 토의 중임

 - 제8회 대한말초신경학회 정기학술대회 참석 (1/22)

 - 창립30주년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학술대회 참석 (2/10)

 - 서울경인지회 제26차 춘계학술대회 참석 (2/25)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NS Update 및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3/4)

 -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3/5)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24th Postgraduate Neurosurgical 

Update Course (3/11)

2. 유관기관 위원 추천

 - 한국장기기증원: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참석자 회신 [이상형] (12/15)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52회 정기총회 대의원 명단 제출   

 [김재민, 오창완, 김우경, 김세혁] (1/26)

 - 의학회: 전문과목학회 대표자회의 참석 [김은영] (1/31)

 - 심평원장 교체 후 심평원과 논의 예정

 - 대한의학회: 전문과목학회 대표자회의 일정 변경 및 참석 안내 회신  

  [홍창기] (2/13)

 - 노인의학 세부전문의제도 추진 관련 회의 참석자 회신 [박정율] (2/28)

 - 대한의학회: 의협 파견 대의원 추천 [장진우] (3/7)

3. 기타 사항

 - 신임 임원진 구성 완료

 - 이사추천에 관한 건

 [분과학회 대표 변경]

    -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한동석

    - 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 박세혁

    - 대구경북지회 정을수

    - 부산울산경남지회 이선일

    - 대전충청지회 이일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세문

  [신경외과의사회 대표 자격 변경]

    - 대구지역 최은석  

    - 경인지역 임종현  

    - 대전충청지역 황인석

    - 광주지역 김인환

위원회 보고

총무이사 보고

1. 2017년 학회 일정

 - 춘계학술대회: 2017년 4월 13~15일(목~토), 송도컨벤시아 (인천)

 - 추계학술대회: 2017년 10월 12~14일(목~토), the-K 호텔 (서울)

2. 2017년도 달력제작 학회 일정 확인

3. 2017년 원로초청 신년하례식 일정     

 - 일시: 2017년 1월 5일 목요일, 6시 30분 

 - 장소: 삼성동오크우드호텔 백리향

 - 총 37명 참석

4. 학술대회 관련 PCO 선정 

 -  아이비기획, LS communication 중 총무위원회에서 견적-PT 후 보고 후 아이비 

기획으로 선정 

5. 이메일 연하장 발송 (전회원)

6. 학회 달력 배포

 - 2016년 12월 29일 발송 완료 (전년도 학회 사진 위주로 배치)

7. 학회 사무국 직원 채용 

 - 김세정 [1990년생], 경기대 영문학과 졸업, PCO에서 학회지원 담당 경력

8. KNS & KANS 합동회의 개최 (12/28)

 - 신경외과 학생 아카데미 개최 (2월 13~17일)

9. 전문의 고시관련

 - 2차 구술시험위원 전체 숙박 예정 (임페리얼 팰리스 총51명)

10. Presidential Dinner 참가자 확인

11. 2017년 춘계학회 Gala Dinner 공연 참가 독려에 관한 건

  - Gala dinner 공연 참가 신청: 순천향대, 건국대, 최소 15~20팀 참가 요함

12. 5월 12~13일 임원 워크샵 참가자 확인

13. 2018년 춘계학회 장소 답사 (여수 디오션)

14. 2016년 하나SK카드 제휴카드 발전기금 지원 건 

 - 9,716,548원 (매출금액의 0.2%)

15.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시스템, 학회지 관련 구축 계약완료 보고

16. 소요비용 마련 계획: 홈페이지 배너광고 유치

 - 현재 광고 중인 업체: 대웅

   - 광고 추가 업체: 한미 

   - 광고 추가 확정 업체: 삼진, 화이자,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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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residential Dinner 진행 보고

 - 프로그램 순서

     1) 회장, 이사장 인사 말씀

     2) 원로 축사 및 건배사

     3) 학술상 시상

     4) 해외 초청연자들 축사

     5) 만찬

     6) 축하 공연  (“Crystal Ensemble” - 7인으로 구성된 연주단)

    - 피아노, 제1, 2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바순...) + 재즈 팝 보컬리스트 황은혜 

     7) 폐회

18. Gala Dinner 진행 보고

  - 프로그램 순서

     1) 식전공연 - 미디어 퍼포먼스팀 디쇼

     2) 회장, 이사장 인사말씀

     3) 가천대 이길여 총장 축사

     4) 원로 축사 및 건배사

     5) 만찬

     6) 축하공연 I 

     7) 2017 슈퍼스타 KNS 공연

     8) 축하공연 II 

     9) 2017 슈퍼스타 KNS 시상식

    10) 경품 추첨

  11) 폐회

19. 공문발송

 병협

  - 2016년도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 개최 참석 [김성호] (10/10)

 의학회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강신혁, 조용은] (11/8)

  -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곽호신, 김종현, 박석규, 신동아, 진동규] (3/7)

 의협

  -  전문가 자문회의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급여기준 확대) 참석요청 및 전문가 

추천의뢰 [손병철] (10/13)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강신혁] (11/8)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추천에 따른 위원 후보자 추천  

[장호열, 이정일, 문승명] (11/10)

  - 소비자원 분쟁사례 관련 자문 전문위원 추천 [공두식] (3/3)

 질병관리본부

  - 희귀질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참석자 추천 [박석규] (10/1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를 위한 전문가 추천 요청    

[강현승, 문승명, 심규원, 한정호, 황선철] (12/1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심사위원 Pool 구성을 위한 후보추천

    [신경손상학회-4명, 신경중환자의학회-4명, 척추-13명, 박현선]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 추천 [조용은, 문승명] (2/21)

 국방부

  -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위원 추천 [박용숙, 신준재] (2/24)

학술이사 보고

1. 회의 결과 제안 사항

 -  각 분과학회에 향후 1년 (2017년 추계학회까지) 해외연자 초청 계획 요청 공문 

발송 (분과학회별 임원 임기가 다른 문제점 극복 위해 초청한 분이 좌장하는 

것으로 명시)

 - 전공의 참여 확대 방안

  ① Oral flash session을 전공의 발표 세션으로 구성

  ②  수련교육위원회와 상의하여 연수교육 (주요 내용 위주)을 학회 기간 첫날 

혹은 마지막날 시행하고 전문의 시험 준비 기간에 반복, 대화법 포함한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구성

  ③  분과학회 포함해서 학회 참가, 발표 점수를 산정하고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부여?

 - 개원∙봉직의 참석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

  ①  신경외과의사회, 전문병원협의회와 의견교환 선행되어야 함. 2017년 춘계

학술대회 준비 

2. 향후 학술대회 일정

  ① 2017 추계학술대회

     - 2017년 10월 12~14일 (목~토), The K Hotel

  ② 2018 춘계학술대회

     - 2018년 4월 12~14일 (목~토), 원광대 강성돈 회장님

  ③ 2018 추계학술대회

     - 2018년 10월 11~13일 (목~토), The K Hotel, 한-독 합동 학술대회 예정

3. 2017년 춘계학술대회 주제

 - Together for the future

 - Main theme symposium: Big data & 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 주제로 구성

 -  2명 연자, 각 강의 당 질의 포함 30분 배정, 4월 14일 Plenary session후 

09:10~0:10 예정

 - 국내외 다기관 임상 Big data 활용 (박래웅, 아주대 의료정보학과)

 - Watson for oncology (이  언, 가천의대 길병원)

4. 해외 연자 신청 현황

 1) 초청조건 

  - 학회기간+전후 1,2일 숙박, 아시아권 1천불, 유럽미주 3천불

  - 추가 지원은 초청 분과학회에서 결정

 2) 4월 14일, 15일 각각 3명, 각 연자 강의 20분, 질문 5분 예정

 3) 4월 14일 (금) 10:30~11:50

  -  Michael T. Lawton (UCSF): Bypass surgery for complex aneurysms and 

surgical management of brain AVMs (뇌혈관외과)

  -  Brian Kwon (UBC, Canada): Spinal cord injury – Bench to bedside 

translation? (신경손상)

  -  Takamitsu Yamamoto (Nihon University, Japan): Future perspectives of the 

neuromodulation therapy (정위기능)

 4) 4월 15일 (토) 09:30~10:50

  -  Kiwon Lee (Memorial Hermann Texas Medical Center): Future of 

therapeutic hypothermia (신경중환자)

  -  Hae Dong Jho (Allegheny General Hospital, Pittsburg): Together for the 

future: endoscopic brain and spine surgery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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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ffrey Manley (UCSF) (신경손상)

  - 신경손상 공문 첨부: 2018년 추계까지 해외연자 신청 안 하기로 함

 5)  분과학회에서 해외초청연자와 따로 식사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나 presidential 

dinner, gala dinner로 인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gala dinner시 해외연자와 

같은 테이블에 배석해 줄 것을 요청

5. 명사 특강: 인문학 강연

 - 이만열 (Emanuel Pastreich) 소장

 -  1964년 미국 출생, 현재 경희대 국제대학 부교수, 동아시아 전문가로 활동, 

한국 전통 문화 연구, 4월 14일 오후 예정

 - 김재민 회장님 추천

 - 강의료 100만원 (김영란 법 상한 금액)

6. 초록 접수 독려 및 전공의 발표 초록 접수 독려

 1) 1차 초록 접수 기간: 2016년 11월 15일(화) ~ 2017년 1월 15일 자정

 2) 2차 초록 접수 기간: ~ 2017년 1월 22일 자정 (일주일 연장 고려)

 3) 전공의 발표 Session (과거 Oral Flash Session)을 별도 운영

  - 초록 접수 시 발표자 (전문의, 전공의) 선택

 4) 전공의 교육 세션 구성 고려 중

  -  대표적인 질환 수술 동영상 (해부학, 접근법) 강의: 분과 학회 접수 사항 보고 

결정

7. 4월 13일 practical workshop 4개 session 운영

 1) 척추학회 – 척추의가 알아야 할 새로운 의료법과 보험

 2) 신경통증학회 – Ultrasound basics and self-made phantom

 3) 수련교육위원회/KANS – 지도/책임지도 전문의 교육

	 	 **	KANS	수련교육	책임자	포럼	(좌장:	왕규창/박윤관)	

    ① 수련교육 현황과 현안 보고 (김성호 교수)  

    ② 수련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 사례중심으로

           (지도전문의 책임자: 수도권 대학 병원/비수도권 대학병원/일반 수련병원) 

    ③ 공통 및 전문역량 중심의 수련교육 내용의 적용 (강희인 교수)

    ④ 역량 중심의 수련교육 내용의 평가 및 반영 (전신수 교수)

 4)  학술위원회 – Essentials in neurosurgical procedures (전공의, 전임의를 위한 

신경외과 대표질환 수술 접근법, simulation-based neurosurgical training 소개)

8. 4월 14일 런천 세미나 7개 분과 

 -  뇌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말초, 뇌종양, 신경초음파, 노인, 간호), 4월 15일 조찬 

세미나 6개 분과 (척추, 정위기능, 뇌혈관외과, 소아, 신경통증, 신경중환자)

9. 학회 정책연구 선정과제 발표와 전공의/전임의를 위한 강연 

 - (더 넓은 세상을 위하여) parallel session 예정

10. 4월 14일 (금) Parallel Symposium

 1) 정책연구 선정과제 발표 (발전기금관리위원회)

     - 6개 과제, 각 과제 당 10분씩 발표, 연구목적, 진행상황 등

   2) 더 넒은 세상을 향하여 (학술위원회)

     - 각 연자 당 질의 포함 20분 강의

     -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신경외과 전문의)

     - 김동환 (녹십자의료재단, 신경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 김형일 (광주과학기술원, 신경외과 전문의)

11. 개원의 프로그램

 - 4월 15일 (토) 오후 (점심시간 이후부터 오후 6시까지)

 - 참석: 100명 목표

 -  개원의 프로그램 만 따로 등록 가능하게 할 예정    

(3만원, 평점은 2월 27일 프로그램 완성 후 신청 예정)

12. 초록 접수 현황

 - 총 403연제: 구연 151, 구연 혹은 포스터 100, 포스터 152

 -  분야별: 척추 137, 혈관 85, 종양 58, 정위기능 39, 신경손상 29, 혈관내 21, 

노인 11, 소아 9, 말초신경

13. 전공의 발표 세션 별도 운영 예정 

	 -	구연발표 전공의 등록비 면제, 우수연제 발표자 시상 예정

   (전공의 세션 및 본학회 발표 전공의 모두 포함)

14. 최종 구연, 구연 혹은 포스터 총 251개 

   (영어 발표 59, 국문 전문의 132, 국문 전공의 60) 중 138 연제 채택, 포스터 

152개 접수

English Session 접수 채택 Plenary

Tumor 15 8 0

Vascular/Endovascular 13 8 0

Spine I
21

3 0

Spine II 8 0

Pediatric/Functional etc 10 8 0

Total 59 35 0

국문(전문의) 접수 채택 Plenary

종양/소아 19 11 1

혈관/혈관내 37 11 1

척추 1
50

11
1

척추 2 11

정위기능/말초 26 11 0

전체 132 55 3

전공의 접수 채택 Plenary

종양/소아 16 10 1

혈관/노인 14 12 0

척추 15 12 0

정위/손상/말초 15 13 0

전체 60 48 1

　

영문 국문

합
계

포
스
터

채택연제

구
연

구연/
포스터

구
연

구연/
포스터

영
문

국
문

구연 
별도

구연
합계

구연
채택 
(%)

포
스
터

2017 38 21 113 79 251 152 35 55 47 137 54.6 202

2016 38 18 94 87 237 176 40 27 36 103 43.4 230

2014 51 15 119 70 255 228 40 45 　 85 33.3 297

2013 45 21 119 64 249 223 40 46 　 86 34.5 234

 - 지난 학회에 비해 전공의 신청이 많아져 구연 신청이 높아짐

 - 가능한 전공의 참여를 높이도록 구연 채택 비율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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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최종 Plenary Session 및 자유연제 세션 구성

 1)  주요연제 당 15분 (10+5), 영어발표 12분 (8+4), 국어 전문의발표 10분 (6+4), 

국어 전공의 발표 7분 (4+3)

 2) Plenary session은 4개 연제로 구성 

    - 소아 연제는 전문의가 발표하기로 함 (해당교실 요청사항)

 3)  4월 14일 영어발표 세션은 100분 (8연제)으로 하고 오후 6시 종료 예정 

4월 15일 국어발표는 110분 (11연제)로 하고 오후 1시 종료 예정

 4)  전공의 발표 세션은 분야별로 4개 운영 예정으로 각 세션 당 11~12개 배정 

(초록심사 점수 5점 이하 연제는 제외하고 모두 배정함)

 5)  각 세션당 좌장 2인 예정으로 해당 분과학회에 좌장의뢰 공문 발송 후 접수 

중이며, 전공의 세션 좌장은 세션의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학술위원들로 

구성

16. 최종 초청강연

 1) Presidential address 대신 지역 명사를 초청하여 지역에 관한 강연 예정

 2)  정진오 경인일보 정치부장 “인천과 전쟁”     

 - luncheon seminar후 13:40~14:00 (20분 배정)

17. 최종 전공의 세션 시상

 1)  각 세션 당 최우수연자 1, 우수연자 1, 우수질문자 1 선정하여   

4월 15일 개원의 프로그램 전 점심시간에 시상 예정

    ① 최우수연자, 우수연자는 각 세션 당 3명의 상임이사가 채점하여 선정 

      - 총 12명 배정 필요함

    ② 우수 질문자는 각 세션 좌장이 선정

 2) 심사 기준

    ① 최우수 및 우수 연제 (각 항목 5점, 총 20점 만점)

      -  주제의 우수성: 주제가 독창적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인가?

      -  연구 과정 및 결론의 타당성: 과정이 논리적이고 결과 도출에 무리가 

없는가?

      -  발표 태도 및 발표 시간 준수: 발표 태도가 적절하고 배정된 시간을 준수 

하였나?

      - 질의응답능력: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는가? 

                                지도교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답변을 하였는가?

    ② 우수 질문자 (각 항목 5점, 총 20점 만점)

      - 질문 횟수 및 적극성: 얼마나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였는가?

      -  질문 태도: 본인의 소속, 성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발표자에 대한 배려 및 

배정된 시간을 준수하였는가?

      - 질의에 대한 타당성: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적절한 질문을 하였는가?

      -  질의 결과의 교육성: 발표자 및 청중들에게 교훈적, 교육적인 내용으로 

결론지어졌는가?

 토의사항

 -  손상 학회 및 혈관 학회에서 satellite symposium 신청 하여, 장소 무료 제공 가

능한 점 고려하여 금요일 main session 시작 전 운영 예정

고시이사 보고

1. 2017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 서류 심사 완료 (총 108명 응시)

2. 2017년도 제60차 전문의자격시험 일정 공지

3. 구술고사에 대해

 - 구술 시험 개선: 이틀에 걸친 구술 시험을 하루에 시행하기로 함.

  1) 배경

    - 이틀에 걸친 시험으로 인한 예산 증가 및 평가위원의 피로도 증가

    - 대한 의학회에서 구술시험 첫 날 시험문제 노출에 의한 보안 문제 지적

    - 응시자 설문조사에서 개선 요청이 가장 많음.

  2) 운영안

     ① 6부문, 각 2개 팀, 부문별 4명, 총 48명

       - 종양, 혈관, 척추, 정위 소아, 외상 말초, 총론

       - 일부 고시위원을 평가 위원에 참여 (4명)

           :  필기 시험에서 제출하지 못한 부문에 대한 출제, 평가 위원 증가분 

해소

     ② 사전 출제 및 보안

       -  12월 말까지 구술평가위원 출제 문제도 취합하여 최종 필기고사 문제 

선택 시에 정리

       - 평가위원이 문제은행에서 선택하여 질문 및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

           :  평가위원이 준비해온 문제를 시험 직전 합산 후 출제하는 방식의 

보안 문제 해결

4. 2017년도 제60차 전문의고시 관한 보고

 - 필기시험은 108명 모두 합격 함 (평균 약 82점)

 - 4년차 11월까지 수련을 받고 전문의 고시에 응하더라도 합격 가능하도록 출제

 - 주관식 출제 관련하여 앞으로는 객관식 출제로 대체하도록 추진

 - 최종 2017년 2월 3일 합격자 발표 예정

5. 2017년 제60차 전문의고시 108명 응시생 최종 합격 

6.  구술 시험 심사위원 방에 따라 평균 점수가 다르게 나와 공정성 제고에 대한 검토 

필요함

7.  신판 교과서의 전문의 고시 적용 여부 관련하여, 각 분과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고 

Youmans 교과서를 참고로 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함

8.  4년차에게 적용하더라도 연수강좌를 기본으로 하고, 신판은 참고 조서로 하고 

고시 문제 출제 시에 이러한 사항 고려하여 제출하는 방안 제시

9. 고시위원회 워크샵 개최

  - 일시: 4월 7일 (금) 08:00~	8일 (토) 12:00

  - 장소: 통영 동원 리조트

  - 주요내용

 1) 제 60차 전문의 고시시험 결과 분석

  - 분야별 정답률 및 변별도 측정

    - 문항별 변별도 검증

  - Two-tract 구술 시험 검증

   - Tablet PC 사용에 따른 feedback 및 수정 요구사항 수렴

 2) 제 61차 전문의 고시 준비

    -  주관식 문제 출제 중단에 따른 시험 형식 결정    

(현행 객관식 120문제, 주관식 40문제)

    - 시험 시간 및 배점 조정

    - R-type 문제 도입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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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의사항

  - 교과서는 신판을 기준으로 제출 여부 결정 필요

   - 11월까지 수련을 받아도 고시 응시에 문제가 없도록 일정 조정 예정

   -  수련 교육위원회와 교시 위원회의 만남이 있으면 고시 출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수련교육이사 보고

1. 제22-4차 전문과목학회 수련교육이사 회의 참석

 - 일시: 2016년 10월 26일 

   -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각 학회 별 개정에 관한 건   

(11월 8일 의학회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예정)

   예)  ① 흉부외과 전공의 논문 3편 → 2편 축소

                이비인후과 전공의 논문 연구재단 등재 혹은 등재후보지 제외 → 역량강화

          ② 비뇨기과 전공의 논문 공저1편, 원저1편 → 원저1편으로 축소 

2. 2017년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정(안)에 관한 건

 -  가정의학과 수련 교과과정 개정안 [3. 노인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문항에 대한 삭제 요구

3. 2017년도 전공의 1년차 8명 미달 (95명 중): 모두 정원 1명인 병원임

 - 91.5% 정도 지원율로 후기 접수 지원 불가

 - 향후 정원 1명인 병원을 줄이고 2명인 병원을 늘리는 방안 고려

 토의사항

 - 전공의 미달인 병원에는 내년 전공의 인력 T/O 결정 시 불이익 예정

 -  penalty 주는 것에 대해서는 수련 병원의 노력과 무관하게 지원이 결정되는 

바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전공의를 원하는 만큼 충족을 시켜야 학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정원 배분의 우선 순위에서 감점 요인으로 하는 방안 고려중

4.  전공의 1년차 워크샵을 군 제대 일시 고려하여 4월에 진행하였으나 매년 5명 

정도로 인원이 적어서 3월 혹은 4월초 토~일 1박 2일 대전 지역 정도에서 추진 

예정

 토의사항

 - 4월 1~2일로 하고 대전-충청 또는 경주 고려로 예정

5.  전공의 통합연수교육 분과학회 자체 운영 건

 - 소아, 노인 제외 다른 분과 계획 없음

6.  년차별 수련 계획 개정위한 워크샵

 - 4/1 예정: 신임 1년차 연수 교육과 병행 진행 예정

7. 군위탁 수련 관련 건 

	 **결정사항:		위탁수련을	허용함(국군수도병원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4년	위탁수련)

8. 전공의 중간평가

 - 4월 29일 실시 예정

9. 신임전공의 워크샵 개최

  - 일시: 4월 1~2일 (토~일)

  - 장소: 천안 테딘패밀리리조트 

          (KTX 천안아산역 하차-셔틀 혹은 택시를 이용해 리조트까지 이동)

  - 예상 참석인원: 91명 (병협 합격자 명단 참조)

 토의사항

  - 전공의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필요함

 -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 관련하여 춘계 학술대회에도 전공의 참여 독려 필요

기획이사 보고

1. KANS Student Academy 행사 완료 보고

 - 7개의 협력 병원에서 진행함

2. 노인의학세부전문의 제도 도입 진행 보고

 - 올해 12월을 목표로 추진 중 (16개의 전문 학회에서 가입 신청 됨)

 - 기존 노인 관련 학회 인증의 된 사항을 인계하여 인증할 예정임

3.  대한신경외초음파 학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젊은 신경외과의사 (주로 전공의) 

참여 요망

 토의사항

 - 수술 중 신경생리검사의 불합리 현황 관련하여 기획이사의 적극 관심 요망됨

재무이사 보고

 - 2016년 10월 ~ 2017년 3월까지 결산 보고

  → 이견 없이 승인

 - 예년에 비해 고시 관련 비용이 15,600,000원 절약 됨

보험이사 보고

1. 공문회신

 심평원

 - 입원환자분류체계 CC Edit 관련 임상전문가 서면자문 요청          

  16-보험-060

 - 근거문헌활용지침 수록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추천 요청         

  16-보험-062

 - 의견요청 (품명: LEKSELL GAMMA KNIFE MASK SET)   

   16-보험-068

 -  2016년 제4차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 및 확대 워크숍 참석 요청  

[박현선, 곽호신, 김창현, 진동규]  

 - 의견요청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회신  

  17-보험-017

 의협

 - 의견요청 (Steroid Intra Discal Therapy(SIDT))       

   16-보험-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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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16-보험-073

    →  심평원 비상근 위원 일부 교체가 있었으며 혈관과 종양학회 회장 통해  

2배수로 추천하였고 최종 위원 결정은 심평원에서 진행함

2. 상대가치 2차 개정 관련하여 2017년 1월 1일 시행 목표로 추진 중임

 -  과별 상대가치에서 전체 모든 과 수술을 묶어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으로 추진. 

향후 타과의 동의 없이는 상대가치 변화 어려워져 신경외과의 입장에서는 

불리해 질 수 있음 대비 필요

 - 10년 후 3차 개정 때 가능하도록 인재 pool을 만들 예정

 토의사항

 -  2016년 12월 9일 보험회윈회 개최 예정으로 인정 기준에 대해 파악하고 추후 

전략 수립 예정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입법 관련, 연임 가능 규정이 심사위원 구성이 일부에 

제한되게 되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이에 따라 타 국가위원회 

위원의 규정과 같이 연임 제한 필요함

홍보이사 보고

1. 홍보위원회 2016-2017 계획안 

 - 홍보위원회 회의 보고 (2/10)

2. 학회 활동의 대내 및 대외 홍보 활동

  A. 대내 홍보 활동

    1) 분과학회를 통한 홍보

      ①   척추 분과 → 30주년 기념으로 설문 조사 중이며, 척추질환에 대하여 타과

            (재활의학화, 정형외과 등)와는 차별을 두어 신경외과가 수행하는 분야

(약물 치료, 비침습적 치료, 수술)에 대하여 홍보 예정

      ② 혈관 분과 → 뇌졸중 교육

      ③ 노인신경외과학회 → 치매 교육

      ④  각 분과학회에서 홍보를 계획하고 있어 본 학회에서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이 요구

    2) 신경외과의사 증원

      ①  더 이상의 인원 축소는 신경외과 근간을 흔들리게 할 수 있고, 지원 인력 

소실로 경쟁력 약화를 일으킨다. (한 병원에 년차 당 최소 2명이 필요)

      ② 신경외과 지원 가능 의료인에 대한 홍보

    →  본 학회 정기 학술대회에 인턴선생님에 대한 무료 등록 및 신경외과 

지원을 생각하는 인턴 선생님을 위한 session개설

    3) 의료사이트(medigate, doctor plaza)등의 social media에 대한 홍보 및 관리 

      ① Facebook, mobile program을 활성화 하여 홍보

  ②  Medigate에 올라오는 신경외과 악플에 대한 내용 검열   

(eg, cerebral concussion 환자를 억지로 craniectomy시키는 내용의 연제 

만화가 있다고 함)

  B. 대외 홍보 활동

   1) TV, 신문,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통한 신경외과 질환 홍보

      ①   특히, 4대 질환 홍보 강화 (뇌혈관, 척추, 종양, 통증)   

→ 예시:  2014년 3월 척추 질환 관련 KBS 라디오 광고, 2014년 9월 뇌혈관

질환 관련 KBS 라디오 광고

   2)  각 병원마다 환자에게 나눠주는 안내 책자나 팜플렛들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들 정리 및 홍보

   3) 국가 건강증진사업 (금연, 뇌혈관질환 등)에 적극 동참

   4) 국민 대상 캠페인 발굴 (예시: 척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자세 교육)

   5) UCC (user created contents) 제작

      →  각 병원이나 대학 학부생을 통하여 제작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idea 

창출에 효과적일 수 있다.

   6)  언론계, 심평원, 국회의원 보좌관등에 직접 홍보하는 것이 국민 의식 계몽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7)  현재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월간 조선을 통한 홍보도 좋지만 신경외과만이 

할 수 있는 꼭지 (생명을 구하는 신경외과, 중복되는 영역에 대한 신경외과만의 

장점)를 찾아 집중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3.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섭외 활동

 - 학술 대회 외부 연자 섭외 

   - 경품 지원 요청 

4. 학술적 국민 보건의 계몽지도, 보도 자료

   →  춘, 추계 학술 대회 종료 후 의학 전문지에 학회의 주요 사안에 관한 내용 

기사화 (2015년, 2016년)

5.  의협에서“KMA TV 영상 제작을 위한 국민건강정보 자료 제공 요청”이 들어와 

홍보이사님들께 의견 요청하였음

회원관리이사 보고

1. 4월 13일 (목) 신록회: 베어즈 베스트 청라에서 진행 예정

2. 신록회 골프 신청 시작함

 - 일시: 4월 13일(목) 오전 7시경 3개 Course 출발

 - 장소: 베어즈 베스트 청라 골프 클럽 (인천 서구 청라대로 316번길)

 - 신청마감일: 3월 31일(금)

전산정보이사 보고

1. 프로그램 개발 견적서  

 - 홈페이지 개편, 모바일 app, 논문심사프로그램: 39,600,000원 (부가세 포함)  

2. 개발 프로세스: 3~4월 계약하면 추계 학술대회에 적용 가능 예상

 - 타 학회 운영 경험 있는 회사로 금액은 타당한 정도로 보임

   - contents 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3. 계약 규모에 따른 비용 절감 (의견주시면 협이 가능함)

 1) 계약기간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3개월)

 2) 계약건수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개발내용은 모바일 APP부분

    (예)  2017년 3월~5월까지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3개 계약시 할인율 10%, 6개 

계약시 13%, 9개 계약시 16%, 12개 계약시 20%    

→ 이런식으로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계약 조건에 대해 적극 검토 필요

      ① 기업이다 보니깐 계약규모에 따를 매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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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동일 패턴에 여러 사이트를 동시에 진행하면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임 

    -  그렇다고 모든 학회가 동일 패턴에 일률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학회마다 특색 있게 구성합니다.

    - 웹진에 대한 진행 사항 논의 결정 필요

    -  분과 학회 홈페이지와의 통합 건에 대한 논의: 기 개발 홈페이지의 경우 

계약 금약의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각 분과 학회와 일일이 접촉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분과 학회가 원하는 contents를 가능한 많이 

반영하면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지속적인 논의 필요

4. 대한신경외과학회 홈페이지 계약서

 - 전공의 수련 노트와 병원 평가 항목은 비용 문제로 삽입하지 않았음

  -  학술대회 시 학회장 내 M2 회사에서 wifi 설치 예정이며 voting system 지원 

예정임

의료정책이사 보고

1. 공문 회신

 의협

 - 제11차 의료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김은영]   

 - 제12차 의료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및 건의, 위원변경 사항 접수안내 [김은영]  

 - 보훈심사위원회 전문직 비상임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의뢰 [김승민, 조준성]  

 - 2016년도 제10회 심평원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견 요청  

 의학회

 - 말기 및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 및 의학적 판단지침 개발 연구 공청회  

 -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의학회 회원 학회 설문조사

 토의사항

 - 의료질 평가 지원금 평가항목 안 신경외과 분야 지원 관련한 논의 됨

 -  의료질 평가에 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분과학회 의견 취합하여 의료정책이사 취합하여 진행 

하는 것으로 함

 -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전문의 수요 추계 연구 안내 [손문준]   

  ① 수요 기반으로 추정 (외과는 150명 등)

    ②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 되는 상황에 따라 보고 예정

    ③ 무임소 이사 한명 지정하여 심도 깊은 논의 필요함

 - 전문과목학회 대표자회의 일정 변경 및 참석 안내 회신 [홍창기]  

 통계청

 - 2017년 WHO-FIC 연례회의 관련 ICD-10 업데이트 의견 요청  

  ① 타과 수련 받은 자에 대한 신경외과 수련 인정 규정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

  ②  기존 전문의 인정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외에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인정과 추가 논의

  ③ 수련이수자에 대한 기준 논의

  ④  올해는 시간 관계 상 현행을 유지하고, 추후 T/O, 타과 현황 등 확인 후 

검토-보고 하기로 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을 이용한 무탐침정위기법 관련 의견 요청  

2. 2013-16년 신경외과 응급환자 진료 관련 자료 조사 (52개 수련병원 참여)

 -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신경외과 환자: 약 2.4%

 - 약 반수 정도는 입원함

 - 신경외과 환자 중 응급실 통한 입원 환자 비율: 35-40%

 - 병원 전체에서 응급수술 비율: 약 20%

 - 신경외과 수술 중 응급수술 비율: 약 40%

3.  전공의 수급 계획에 대해 대한의학회에서 추진 중이며 각 전문학회에 수급 계획안 

요구 예정

 - 전공의 수급 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은 기존과 같이 보건복지부 시행

4.  전문 진료 구분에 따른 상급병원 결정 기준 관련 신경외과 영역도 관심 및 주시 

요구됨

 - 척추 수술, 보존적 치료 하는 뇌출혈 등등

전문병원이사 보고

1. 신경외과 삭감에 관한 보고

2.  2017년 1월 17일 최낙원 고문님을 통하여 보건복지위 기동민 의원,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에게 신경외과 병원협의회, 의사회의 현안을 전달

3. 주요 전달내용 

 1)  신경외과 병원에서 MRI 도입시에 신경외과 의사의 판독 여부와 상관없이 

방사선과 전문의 필수상주의 불합리

   2) 사보험의 횡포

   3)  보험사기 방지법으로 인한 의사들의 공범인식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 및 환자의 

피해 

   4)  신해철법 (자동분쟁 조정법)으로 인한 향후 중증환자 기피 및 신경외과 전공의 

지원 기피에 대한 보상의 필요 

   5) 척추, 통증의 무분별 삭감 

   6) 독선적,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심평원 운영의 문제점 등 

4. 신경외과 병원의 삭감 및 정형외과와의 비교

 - 신경외과의 삭감율이 약 2배에서 6배 가까이 높다.

 - 정형외과 중심으로 신경외과 진료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5. 통증치료의 삭감의 급증 (주로 경기도) 60%까지 

 - 주 관리과: 마취통증 의학과에서 심사

 - 주 관리과에서의 횡보에 대한 대비 필요

6. 2000-2014 spine article (Medline/Pubmed)저자의 65.9%   

 -  신경외과 전문의가 저자임, 특히 디스크 질환에 관련된 논문의 저자는 정형

외과 전문의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음. 따라서 일부 질환, 즉 척추 측만증, 

변형에 관련된 수술을 제외하고 모든 척추수술의 심사는 학술적 근거 혹은 

수술 건수로 비교할 때 신경외과 전문의가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타당함

7. 제안

 1)  심사실명제의 경우 모든 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 향후 의협, 대개협

(대한개원의협의회) 측에 협조 요청을 통하여 공동 대응방안 강구 

					 **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	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함

   2) 변호사 자문: 국민 권익위원회, 규제 개혁위원회 공식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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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 병원위원회 (2017.03.06) 제안

     - 홈페이지 신경외과 전문 구직, 구인란을 개설

     -  신경외과 내에 사전 심사제: 척추 신경외과 혹은 본학회 산하, 원로 교수님 등 

위원회를 구성하여 삭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상의할 수 있는 제도 신설 건의

특별이사 (발전기금위원회) 보고

1. 이미 선정된 5건에 대해 계약서 작성 후 집행 예정 

 토의사항

 -  발전 기금 균형적인 수입/집행에 대한 논의 필요함. 기 선정 과제에 대한 집행 

관리에 집중하기로 함

2. 발전기금 모금방안

3. 정책과제 관리

4. 정책연구 지원 확정

5. 리플렛 관리

 - 회원이 원하여 시작된 것인 만큼 지속적으로 update 하는 것이 필요함

6. 발전기금관리위원회 회의 보고 (2/27)

 -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방안 제시에 대한 논의 및 결정

 - 기존 리플렛의 적극 활용 및 개선

 - 학회 홈페이지에서 발전기금위원회 내용을 update해야 함

 - 새로운 정책 과제 공모 (전공의의 수준 향상에 대한 방안 등)

 - 소액 기부 장려 방안 개발

특별이사(학술상위원회) 보고

1. 2017년 춘계 학술대회에 수여 할 학술상은 총 5개입니다.

 - 이인수 학술상: Young Neurosurgeon  [상금: 100만원]

 - 가톨릭 인봉(송진언) 학술상: 전체     [상금: 200만원]

 - 이주걸 학술상: 기초분야   [상금: 100만원]

 - 봉생 김원묵기념 학술상: 임상혈관     [상금: 300만원]

 - 청송 심재홍 학술상: 혈관             [상금: 200만원]

2. 춘계학회 Presidential dinner

 - 4월 13일 (목) 수여 예정

3. 심사 논문

 - 32개 (척추 10개 / 혈관 9개 / 종양 6개 / 기능 4 / 말초 1 / 노인 1)

4. 심사 일정

 - 3월 13일~3월 27일 까지 심사 완료

   - 3월 29일 학술상 위원회 회의 

 - 4월 3일 까지 학술상 선정 완료 

5. 심사 방법

 - 학술상 규정과 조건에 에 맞추어서 학술상 위원회에서 시행

특별이사 (전임의제도연구위원회) 보고

1. 위원 명단 확정

 - 고현송 (충남대학교병원): 위원장  

 - 안재성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부위원장 

 - 홍창기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 현승재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 주성필 (전남대학교병원) 

 - 강동훈 (경북대학교병원)  

 - 권현조 (충남대학교병원): 간사           

  →  향후 위원회 회의 및 E-mail 등으로 다각도의 논의를 통하여 현재 전임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

2. 2017년도 “전임의제도연구위원회” 1차 모임 개최

 - 일시: 2017년 1월 9일 (월) 저녁 6시 30분

   - 장소: 선우가 (일식당)

3. 1차 모임 토의 내용

 - 전공의 특별법 시행과 함께 전임의의 업무량, 업무시간 가중 등 피해가 예상된다.

 -  전임의들이 원하는 걸 파악해서 학회 차원에서 사기 진작, 처우 개선 등 가능한 

일을 해주도록 하자.

 -  학회에서 관리 가능한 전공의와는 달리, 전임의는 해당 병원의 고용의사 신분

으로 다르게 접근하자.

 -  춘/추계 학회 때 분야별로 “펠로우 세션”을 만들어 초록 접수, 발표를 따로 

하고 상도 주자.

 - 전임의 모임을 만들어 주자. (펠로우 나이트, 펠로우 어워드 등도 신설)

  ①  춘계는 전공의 세션, 추계는 전임의 세션 고려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는 

학술 위원회 토의 예정

  ② 전임의 학회 지원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 필요

  ③  전임의 의미가 전문 분야 집중 수련을 위해 필요하였던 원칙을 고려하여 

전임의를 전공의와 같이 대우하여 지원하는 것은 검토 필요

  ④ 학회 지원 보다는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검토가 중요할 수 있음

    -  우선 전국 수련병원 설문조사로 전임의들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외국의 

실정도 파악하자.

     : 위원들이 롤 분담을 하여 업무를 세분화하자.

   - 추후 학회 차원의 세부 전임의 인증(CERTIFICATE 발행)이 필요하다.

   - 기타 토의: 분기별 1회 이상 모임, 위원 증원 등 고려

4. 2017년 2차 모임: 2017년 3월 대전 예정

특별이사(의료보조인력대책위원회) 보고

- 의료 보조인력 대책 

학술지편집위원장 보고

1.  ML이 학회지 업무를 포기하여 저널 출판 업체 및 XML생성 및 홈페이지 업체 

선정하였음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Newsletter 
회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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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기획 (ME 업무 포함)

 - M2 community (xml 및 홈페이지 제작 관리)

2. 새로운 JKNS 홈페이지 소개

KANS 보고

 - KANS Academy: 15명의 의과대학 학생이 참여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Newsletter 
회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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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식 

가톨릭의대 신경외과학교실

1. 2016년 제 5회 가톨릭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척추심포지엄 성료 

    일 시: 2016년 10월 29일(토)

    장 소: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대강당

   

2. 2017년 제 6회 전공의와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 개최 예정

    일 시: 2017년 5월 13일(토)

    장 소: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세미나실

3.  2017년 10th Catholic International Neurosurgery Update 
Symposium in Commemoration of Professor 박영섭, 이경진 
Retirement Ceremony 개최 예정

    일 시: 2017년 7월 8일(토)

    장 소: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강당

경희대병원

2017 Kyung Hee Neurosurgery Symposium        

 일 시: 2017년 9월 23일(토)

서울대병원

1. 왕규창 교수: 올해의 교수상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교육․연구․봉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고, 의학 및 국가 발전에 공헌

하여 동료교수와 학생,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대․의전원 교수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해 처음 제정되어 올해 두 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2. 김동규 교수: Youmans & Winn, Neurological Surgery 7판 출판

   편집위원 및 부문 편집자로 참여한 신경외과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교과서

(Youmans & Winn, Neurological Surgery) 7판이 미국에서 출판되었다.

연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1. The 10th Advanced Course in Degenerative Spine Surgery 개최

  2016년 11월 19일(토), 11월 20일(일) 양일 동안 연세의대 척추신경연구소(소장 

조용은)는 The 10th Advanced Course in Degenerative Spine Surgery를 개최하

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상 케이스에 대한 논의 및 카데바 워크샵을 통하여 

척추신경외과 분야에서의 서로의 경험과 수술 기법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2. 모야모야병 환자 가족을 위한 건강강좌 개최

  2016년 11월 26일(토) 제4회 세브란스 모야모야 가족을 위한 건강강좌가 연세

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 모야모야병에 대한 

설명과 치료 및 재활관리에 대한 강좌로 이루어졌으며,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을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3. 신년하례식

  연세의대 신경외과학교실은 2017년 1월 7일(토) 신년하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연세의대 신경외과의 연구실적 및 진료실적을 발표하였

으며, 의과대학장이 참석하여 미래 연구발전에 신경외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조

언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신경외과 명예교수 및 동문 교수도 참석하여 신경

외과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공유하였으며, 그 동안 아낌없이 기부를 해온 동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전문의 자격시험 전체수석

  지난 1월에 치러진 2017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연세의대 신경외과 4년차 

전공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의국장인 한현진 

전공의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에서 모두 1등을 하여 전체 수석을 차지

하였다.

5. 허승곤 교수님 정년퇴임

  2017년 2월 22일(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신경외과 허승곤 교수님의 정년

퇴임식이 개최되었다. 허승곤 교수님은 30여년간 뇌혈관 환자의 진료와 연구에 

헌신하시며 세브란스병원 뇌졸중센터장과 한일뇌혈관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3,000례 이상의 뇌동맥류를 포함한 5,000명 이상의 뇌혈관질환 환자

수술을 집도하였다. 

영남대병원

1. 제20회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연구회 심포지엄 개최     

    (Cognitive Impairment & Pain)

 일 시: 2017년 2월 4일

  장 소: 영남대학교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대강당 

 내 용: 원내, 외 연자 8인 초청 하에 진행

2. 대한척추종양연구회 제15차 정기학술대회

    일 시: 2017년 2월 11일

 장 소: 영남대학교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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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3.  척추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와 뇌신경센터 (신경외과, 신경과) 이전 및  

리모델링

울산대학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학교 강릉아산병원 뇌혈관내수술 1000례돌파 기념 심포지엄

    일 시: 2017년 2월 17일

인제대 부산백병원

2016 Microvascular LAW (Laboratory Anastomosis Workshop)  
for neurosurgeons, the 6th 개최  

    일 시: 2016년 11월 25일~26일 양일간

 장 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3층 동물 실험실 

한양대 서울병원

1. “수술로봇 실용화 기술 및 신의료기 기술 개발 현황”  세미나

    일 시: 2016년 12월 16일

    장 소: 의과대학 계단강의실 세미나실

2. 서울 동남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 

    일 시 :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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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학회 및
지회소식

학술행사

1. 증례집담회 

   (1) 제 1차 증례집담회

       일 시: 2016년 10월 21일(금)

       장 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종합관 3층, 331호 

  (2) 제 2차 증례집담회

       일 시: 2016년 12월 9일(금)

       장 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제 1세미나실

2. 제 11회 대한뇌종양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1) 일 시: 2017년 2월 3일(금) ~ 4일(토)

  (2) 장 소: 무주덕유산리조트

               2월 3일(금) 카니발컬쳐팰리스 앙상블홀

                  2월 4일(토) 티롤호텔 질레탈룸

   (1) 등록자 현황

        총 215명(전문의 86명, 전공의 40명, 간호사·의료기사 89명)

 (2) 연수강좌 프로그램

 

(3) 기념사진

대국민캠페인 - 뇌종양이야기 가이드북 제작

뇌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를 돕고자 

뇌종양이야기 소책자를 제작하였으며, 환자를 위한 일기장도 함께 제작하여 책자를 

희망하는 병원에 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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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및
지회소식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SKEN) 소식 (2016년 추계학술대회 이후) 

(회장 성재훈 교수, 총무 유승훈 교수, 학술 정진영 교수)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창립20주년기념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일 시: 2016년 12월 3일 (토)

장 소: 서울성모병원 본관지하1층 대강당

내 용:  회원 146명이 참가하여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 졌고, 특히 SKEN 20th 

Anniversary Ceremony 시“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20년사”를 발간하여 

증정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초대 회장이신 백민우교수님(뉴고려병원 명예

원장)의 학회초기의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학회 창립의 숨은 역사를 발표

하시어 젊은 회원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다. 이어 기획이사 고준석교수의 

학회의 현재, 성재훈 회장의 학회의 미래에 대한 강연으로 다시금 학회를 

생각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해외연자로 미국 South Carolina 대학의 Aquilla S Turk 교수의 invited lecture가 

많은 회원들의 관심하에 이루어 졌다.     

Symposium 에서 “Technological advances in endovascular surgery” 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여러 교수들이 강연을 

하여 뇌혈관내 수술 분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총회에서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차기회장 선출에 대한 정관 개정에 따른 

차기 회장(임기: 2017년 12월~2019년 12월)에 대한 선출이 있었으며,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고준석 교수가 선출되어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자유연제 세션에선 최근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뇌혈관내수술 분야에 대해 

다양한 발표 및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져 성황리에 끝이 났다. 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상 수상자는 “Neurosurgical Clipping versus Endovascular Coiling 

for the Treatment of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Patients in 

Korea: Analysis of the National Database from 2011 to 2014” 를 발표한  

한양대학교병원 최규선 교수가 수상하였다.

SKEN 2017 신년하례식

일 시 : 2017년 01월  20일 (금)

장 소 : 진진바라 강남점

내 용 :  회장 및 상임이사진, 전임회장단이 신년하례식을 거행하였고 많은 덕담과 학

회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SKEN 월례집담회 (매월 첫주 금요일) 

일 시 : 2016년 02월 02일 (금) 

장 소 : 순화동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의실 

내 용 :  회원 30여명/기업회원 15명이 모여 최근에 시행한 흥미로운 증례에 대해 활

발한 토론은 진행하였다.  

SKEN 연보발행

2013년도부터 매년 학회에서 전회원을 대상으로 회원진료활동 통계를 집계하고 있

고 2015년도 연보는 2016년 6월 1일 발간되었다. (연보발행이사 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 김태곤 교수) 

SKEN 홈페이지 개편 

2016년 12월 20주년 기념 정기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숙원사업이었던 새 홈페이지

를 오픈하였다. 특히 신경외과 본학회 및 분과학회 중 최초로 PC 버전 및 모바일 버

전의 홈페이지를 각각 오픈하였다. 전산정보 이사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장

경술 교수가 약 1년여간 수고하였다.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창립20주년기념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Korean Society of Cerebrovascular Surgeons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학술행사 

1.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제9차 동계집담회

 일 시: 2017년 1월 6일~7일(금-토)

 장 소: 하이원 리조트

 참 석: 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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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창립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일 시: 2017년 2월 10일~11일(금-토)

 장 소: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

 참 석: 180명

학술행사

1. 신년 심포지엄

   일 시: 2017년 1월 19일(목)

   장 소: 밀레니엄 서울힐튼, Junior Ballroom

2. 제 24회 대한신경손상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예정)

   일 시: 2017년 5월 27일(토)

   장 소: 계명대학교 의과대학내 존슨홀

    ▶  집행부가 훌륭한 프로그램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회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

라도 참석하시어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분과 학회 소식

진행된 학술행사와 향우 예정 학술행사 

학술대회명 날짜 장소

대한척추변형연구회	제9회	정기학술대회	 02월	04일(토) 강남세브란스병원	3층	대강당

대한척추종양연구회	제15차	정기학술대회 02월	11일(토) 영남대학교병원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제3차	동계학술대회
02월	17일(금)	
			~	18일(토)

하이원	마운틴	프라자홀

부산울산경남지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 02월	25일(토) 부산대병원

대한경추연구회	증례토론회 03월	04일(토) 부산롯데호텔

대한척추신경외과	기초연구회	춘계	심포지엄
03월	17일(금)	
	 		~	18일(토)

광주	과기원

대한척추골다공증연구회	제4차	정기학술대회 03월	25일(토) 강남세브란스병원	3층	대강당

2017	KOMISS	춘계	증례집담회
04월	29일(토)	
			~	30일(일)

광주	

제16회	KOMISS	정기학술대회	및	
Cadaver	Workshop

05월	27일(토)	
			~	28일(일)

연세의대	은명대강당	및	
수술해부교육센터

대한척추변형연구회
-대한경추연구회	증례집담회

08월	26일(토)	 진주경상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제31차	정기학술대회	
09월	15일(금)
				~16일(토)

연세대	백양로	프라자	및	
금호아트홀

임원 개편 

2016년 9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연세대 조용은 교수님을 새로운 회장으로 임

원진을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원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예회장	　

김영수 김영수병원

최선길 근로복지공단

김현집 서울대	분당병원

회			장 조용은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부회장	 송근성 부산대	양산병원

전회장	 정천기 서울대병원

고			문

김수한 광주새우리병원

서중근 청담참튼튼병원

신			호 선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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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

박형천 의료조정중재원

신원한 순천향대	부천병원

김상진 이대목동병원

어환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박춘근 굿닥터튼튼병원

임승철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김영백 중앙대	흑석동병원

윤도흠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도재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성주경 경북대병원

상임이사	 　 　

총					무 이상구 가천대	길병원

학					술 윤승환 인하대병원

재					무 장재칠 순천향대	서울병원

보					험 박춘근 월스기념병원

기획홍보 구성욱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전산정보 문승명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수					련 김기정 서울대	분당병원

윤					리 김긍년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대외협력 조정기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법					제 손문준 인제대	일산백병원

의료장애평가	 이정길 전남대병원

연					구 김주한 고려대	구로병원

회원관리 김상우 영남대	의료원

개 원 의
최건 포항우리들병원

고도일 고도일신경외과

특별상임이사	

박윤관 고려대	구로병원

노성우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김근수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김성민 경희대	강동병원

김은상 성균관대	서울삼성병원

백광흠 한양대	서울병원

장태안 분당서울대병원

장호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조용준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이승명 조선대병원

김세훈 고려대	안산병원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

이					사	

진병호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임재현 서울나누리병원

정을수 대구보강병원

최은석 대구참조은병원

은종필 전북대병원

전상용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박관호 중앙보훈병원

박종태 원광대병원

이진석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심재준 순천향대	천안병원

조용재 이대	목동병원

최병관 부산대병원

조도상 이대	목동병원

조보영 연세바른병원

홍재택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신준재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이성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장보 고려대	안암병원

표세영 인제대	부산백병원

최승원 충남대병원

김상돈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김상현 아주대병원

김승범 경희대병원

김영진 단국대	천안병원

정주호 동국대	경주병원

조대철 경북대병원

한인보 차의대	분당차병원

김치헌 서울대병원

박기석 을지대병원

김충효 강원대병원

이선호 성균관대	서울삼성병원

안성범 청담참튼튼병원

김진성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최우진 건국대병원

별정직	 　 　

학술지편집 박승원 중앙대병원

교과서 임수빈 순천향대	부천병원

역사편찬 김대현 대구카톨릭대병원

분과연구회  　 　

최소침습 박성춘 명지병원

경추 신현철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변형 윤승환 인하대병원

기초 김인수 계명대	동산병원

골다공증 이정길 전남대병원

척추종양 장웅규 한국원자력의학원

지회	 　 　

대구경북지회 권성오 차의대	구미차병원

호남지회 이승명 조선대병원

부산울산경남지회 정용태 인제대	백병원

감사 

	
하			윤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류경식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총무간사

박정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기타

1.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원로 만찬

 일 시: 2017년 2월 14일(화) 오후 7시

 장 소: 역삼동 파크 루안

 참 석:  회장 조용은, 명예회장 김영수, 고문 서중근, 박형천, 신원한, 김상진, 박

춘근, 김영백, 도재원, 성주경, 전임회장 정천기, 총무이사 이상구, 재

무이사 장재칠, 기획홍보이사 구성욱, 대외협력이사 조정기, 총무간사 박

정윤 (이상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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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전회원 및 대국민 인식조사 및 척추건강캠페인 등 2017년 주요 사업 설명

2.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제3차 동계학술대회

 일 시: 2017년 2월 17일(금) – 18일(토)

 장 소: 하이원 마운틴 프라자 3층 무궁화홀

 참 석:  총240명(종신회원 69명, 정회원 50명, 전공의 23명, 간호사 76명, 비

회원 13명, 기타 6명)

 내 용:  전공의들에게 흥미 있는 프로그램 및 일반 학술대회에서 다루지 못한 실

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

대구경북지회

대구 경북지회 학술 행사 

1. 대구 경북지회 2016년 제 4차 연수교육 및 총회 

 일 시: 2016년 11월 17일 

 장 소: 대구 그랜드호텔

2. 대구 경북지회 2017년 제 1차 연수교육 

 일 시: 2017년 2월 16일

 장 소: 영남대병원

3. 대구 경북지회 2017년 제 1차 증례 집담회 

 일 시: 2017년 3월 9일  

 장 소:경북대병원

4. 대구 경북지회 2017년 제 2차 증례집담회

 일 시: 2017년 4월 6일

 장 소: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 경북지회  2017년 새 임원

 회     장: 정을수 (보강병원)

 차기회장: 최은석 (참조은병원)



26_www.neurosurgery.or.kr 

회원 
  동정 

보직변경, 취임 및 퇴임

강동호(경상대병원): 척추센터장 임명(2017.01.22)

권순찬(울산대병원): 신경외과 과장 임명

권정택(중앙대병원): 중앙대병원 진료부장 임명

김강민(서울대 보라매병원): 보라매병원 Endovascular 근무 시작(2017.03.01)

김성호(영남대병원): 대한신경외과학회 수련교육 이사

김승기(서울대병원): 진료부문 신경외과장에 보함(2016.11.16.~2018.07.15) 감염 

                       관리위원회 위원에 임함(2017.01.01.~2018.08.19)

김용휘(서울대병원): 대한 내시경 뇌수술 학회 차기회장 당선

김종태(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승진(2017.04.01)

김진성(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승진(2017.04.01)

김한규(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 분당차병원 발령(2017.03)

김  훈(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전임교원 발령(2017.03.01)

박상규(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승진(2017.04.01)

박승원(중앙대병원):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주임교수 겸 과장 임명

박익성(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승진(2017.04.01)

박정율(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학교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추진본부장 위촉(2016.07~2018.06)

백선하(서울대병원): 진료부문 뇌하수체센터장에 보함(2016.10.01.~2017.08.31)

서영범(영남대병원): 신규임용(2017.02.20~)

양승호(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승진(2017.04.01)

왕규창(서울대병원): 진료부분 소아신경외과 분과장에 보함(2016.12.01~ 2018.07.19)

유승훈(울산대 강릉아산병원): 신경외과 과장(2016.03.01~현재)

이호진(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전임교원 발령(2017.03.01)

장동규(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승진(2017.04.01)

장철훈(영남대병원):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및 과장(2017.02.01~)

전병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사단법인 울산그린닥터스 이사장 취임(2016.12.01)

정영균(인제대 부산백병원):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부회장 (차기회장)으로 선출(2017.02)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부산)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

조원상(서울대병원): 보험관리위원회 위원에 임함(2016.12.19. ~2018.08.19)

조원호(부산대병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아미부원장 겸보

허   륭(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신경센터장 취임(2017.03.01)

허승곤(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년 퇴임(2017.02.22)

홍제범(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 분당차병원 발령(2017.03)

황수현(경상대병원): 주임교수 임명(2017.03.01)

근무지 변경

김동하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발령

이재민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발령

신태희 (영남대병원): 부산대병원 발령

허채욱 (부산대병원): 해운대백병원 발령

결 혼

김태훈 (서울대병원): 본인 결혼 (2017.02.26)

박인성 (경상대병원): 장녀 결혼 (2017.02.11)

백경희 (경상대병원): 본인 결혼 (2016.10.29)

원영일 (서울대병원): 본인 결혼 (2017.02.04)

임영진 (경희대병원): 장녀 결혼 (2017.03.25)

해외연수

정영진 (영남대병원): 미국 에모리대학 연수 (2016.08~2017.07)

전형준 (한양대 서울병원): 해외연수 (UC Davis) 후 귀국(2017.02.04)

피지훈 (서울대병원) : 장기해외 연수 Boston Children's Hospital (2016.12.18~2017.12.17)

기  타

최우진 (올바른 신경외과)

-  2016년 5차 투자연계형 R&D사업 지정 및 UTC인베트스먼트 투자 유치  

(주) 드리옴 대표이사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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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동정 

부  고

故 송진언(가톨릭대): 별세(2016.11.28)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명예교수이시자 강남성

모병원 초대 병원장을 역임하신 송진언 교수님께서 2016년 11

월 28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국 LA에서 향년 92세의 일기로 

영면하셨습니다. 본 신경외과학교실과 동문회에서는 서울 분향

소를 운영하여 송진언 교수님을 추모하였습니다. (가톨릭의대 신경외

과학교실 제공)

故 정환영(한양대): 별세(2016.11.22)

한양대병원 초대 신경외과 과장이시자 우리 대한신경외과학회의 선구자이셨고, 

존경하는 큰 스승이셨던 인산 정환영 교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정환영 

교수님은 신경외과 의사로 교직에서 평생을 보내시고 우리나라 신경외과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1978년 대한신경외과학회장을 역임하시고, 1981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국제신경외과 학술대회에서는 국제학회 좌장을 맡은 최초의 

한국인이셨습니다. 1987년에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초대회장으로 현재의 척추 

학문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이토록 눈부신 발전을 이루기까지는 교수님의 노고가 밑바탕에 

있었습니다. 정환영 교수님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신경외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한양대 서울병원,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제공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개  원

박희권 (예담신경외과)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79-3 베네하임시티 4층 예담신경외과의원 개업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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