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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존경하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학회 창립 56주년을 맞이하게 된 대한신경외과학회는 학회 창립 

이후 현재까지 선배 후배 회원들의 피땀흘린 각고의 노력으로 그동안 

수많은 의료 현장에서의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희 

회원들의 수고와 노력은 오늘날 대한신경외과학회를 구미 선진 각국에 

비하여 전혀 손색이 없고 여러 세부 신경외과 영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선진국보다 더 진보하고 발전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이러한 학회의 발전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 증진과 행복 사회 구현에 큰 공헌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은 우리의 사회에 대한 공헌과 

자긍심과는 무색하게 많은 문제점들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신해철 법을 포함한 일련의 의료정책 변화에서부터 최근의 정부 

의료 정책 기조 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제약하는 불합리하고, 비현실

적인 여러 의료 정책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뇌, 척추 신경계 질

환의 치료 분야에서 인간의 생사와 관련된 응급 상황과 강도 높은 

수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신경외과 의사 모두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변 의료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며, 국민을 포함한 타 전문가 집단의 도움으로도 

헤쳐나갈 수 없기에, 이제 우리 학회 회원 모두가 단합하여 이러한 난제

들을 하나씩 스스로 풀어갈 지혜를 모으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과 관련 선진화된 신경외과 영역의 의료정책 확립에 

학회가 우리사회에 책임이 있는 큰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장 진 우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김 재 민



금번 저희 제 56차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의 주 테마는“ We, Neurosurgeons! ”입니다. 

이 테마의 의미는 바로 우리 신경외과의사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위인 뇌와 척추 

신경계질환의 치료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의료인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안위 및 행복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고취하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원과 대접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올해 명사 특강에는 지난번 대선 후보로 나오셨던 심상정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우리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식견을 듣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고 이외에도 우리 신경외과의 미래를 위한 각 분과의 

발전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입원 적정성 심사 및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법 강의를 통하여 회원 

여러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9가지 몸가짐 중“두용직(頭容直)과 

목용단(目容端)”이 있습니다. 두용직이란 머리를 바로 세워라, 목용단이란 눈을 바로 뜨고 핵심을 

꿰뚫어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신경외과 회원 모두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경구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험난하고도 고통스런 격동의 세월이 우리 신경외과 영역에도 많이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원 모두 함께 용기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신경외과 

영역의 올바른 의료 정책을 제시하면, 대한민국의 국민과 우리 신경외과 회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료 정책이 개선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회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학회를 위한 헌신과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학회를 준비하신 김세혁 학술이사, 김우경 총무이사 및 학회 상임이사, 각 위원회 여러분

들의 노고에 학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17년 10월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장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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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장 및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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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동, 정상섭, 최덕영, 김승래, 이제혁, 최창락, 유태전, 강준기, 

황도윤, 김영수, 한대희, 이정청, 김국기, 김   윤, 최중언, 조병규, 

조수호, 변박장, 강삼석, 박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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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한, 정용구, 여형태, 최낙원, 김동호, 임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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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편찬-이선일, 학회사편찬-이   언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박상근, 보험분야발전위원회-도재원, 

 척추분야발전위원회-장일태, 경쟁력강화위원회-박현선, 

 상대가치위원회-박봉진, 미래위원회-정   신, 

 여의사위원회-박문선, 자보위원회-김근수, 

 전공의근무환경개선위원회-서의교, CNS창설위원회-백선하

감   사 이승명, 이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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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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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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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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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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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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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교, 성재훈, 송근성, 송영진, 심찬식, 안영환, 양국희, 양승엽, 

오성한, 오세문, 오창완, 유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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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문, 조용준, 진동규, 

차승헌, 최세환, 최은석, 최하영, 한동석, 허   륭, 허   원, 허   철, 

홍승철, 황인석, 황정현(총 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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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김종현, 

류경식, 문경섭, 박영석, 박익성, 방재승, 이상원, 임용철, 

  정현호, 최순규, 김명진(간사)

고시위원회     박인성(위원장), 현동근(부위원장), 고은정, 김상대, 김선환, 

박성현, 심규원, 이관성, 이기택, 이상원, 이정길, 이형중, 

  장철훈, 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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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일, 공두식, 권현조, 김도형, 김선환, 김영진, 김종현, 

  김진경, 박경재, 박관호, 박석규, 박준범, 박진규, 손병철, 

  신동아, 신명훈, 심정현, 양승민, 이근수, 이재학, 조보영, 

  조진모, 지규열, 최세환, 허   륭(간사: 김용배, 김진욱, 전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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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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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_www.neurosurgery.or.kr 

임원 
  명단 
(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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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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일, 주성필,  

  현승재, 홍창기, 권현조(간사)

특별이사(의료보조인력대책위원회) 

  민경수(위원장)

특별이사   김범태, 김성민, 노성우, 문성근, 조용준, 최하영

별정직위원회

교과서편찬위원회   이선일(위원장), 이기택(부위원장) 권순찬, 김용휘, 박재찬, 

유   헌, 임동준, 정진환, 정태영, 정현호, 조병문, 최병관, 

최석근, 한정호, 홍재택, 황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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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박상근(위원장), 유재광, 임영진, 조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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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종양학회 

정   신(회장), 장종희(총무), 김선환(학술) (2017.7~2018.6)

뇌혈관외과학회 

박인성(회장), 고현송(총무), 박익성(학술) (2017.2~2018.3)

소아신경외과학회 

박정율(회장), 김상대(총무), 심규원(학술) (2017.5~2018.5)

척추신경외과학회 

송근성(회장), 윤승환(총무), 김세훈(학술) (2017.9~2018.9)

신경손상학회 

조병문(회장), 조성민(총무), 김종현(학술) (2017.6~2018.5)



6_www.neurosurgery.or.kr 

임원 
  명단 
(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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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3~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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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학술상 수상자 명단

2017년 4월 13일(목)에서 4월 15일(토)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5차 

춘계학술대회에서 5개 부문 영예의 학술상 수상자들이 결정되었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1. 봉생 김원묵기념 학술상

  최규선, 김현정, 전형준, 김재민, 이형중, 정진환, 김충현, 오석전, 고  용, 김영수, 

백광흠, 류제일, 김원희, 임태호, 안형식, 안일민, 이선희(한양대병원)

  Prognostic Role of Copeptin after Strok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of Observational Studies

2. 이주걸 학술상

  안종찬, 박은미, 김병주, 김진수, 최보규, 이수홍, 한인보(CHA의과학대 분당차병원)

  Transplantation of Human Wharton’s Jelly-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Highly Expressing TGFβ Receptors in a Rabbit Model of Disc Degeneration

3. 송진언 학술상

  정현호, 김세주, 노대영, 장진구, 장원석, 권은정, 김찬형, 장진우(연세대 세브란스병원)

  Bilateral Thermal Capsulotomy with MR-Guided Focused Ultrasound for 

Patients with Treatment-Refractory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 Proof-

of-Concept Study 

4. 이인수 학술상

  이은정, 김정훈, 박은석, 김영훈, 이재구, 홍석호, 조영현, 김창진(한림대 동탄성심병원)

  A Novel Weighted Scoring System for Estimating the Risk of Rapid Growth in 

Untreated Intracranial Meningiomas

5. 청송 심재홍 학술상

  김택균, 이희영, 안소연, 권오기, 방재승, 황교준, 김정은, 강현승, 손영제, 조원상, 

오창완 (분당 서울대병원)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Intracranial Aneurysm: A National Cohort Study 

in Korea



이사회의

2017년 4월 13일(목) 송도 컨벤시아 107~109호

[심의안건 및 논의사항]

1. 임원인준에 관한 건

  1) 이사인준에 관한 건

 **결정사항: 인준함

[분과학회 대표 변경]

   -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안영환

   -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박인성

   -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김성호

   -  대한말초신경학회 장재칠 

   -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정천기

   - 서울경인지회 김범태

   -  호남지회 회장 변경 정  신

[수련병원 과장(대표) 변경]

   - 김원묵기념 봉생병원 이상훈 

      *기존 과장님이 수련병원에서 계열 병원으로의 전근으로 과장변경

  2) 고문 

   -  대상: 임영진(2014~2016년도 이사장, 1953년   3월 19일) 

       최창화(2015~2016년도 회   장, 1956년 10월 28일)

      **결정사항: 인준함

2. 기타안건

   -  중환자의학회 관련: 신경과가 주관하고 있는 신경계 집중치료학회가 대한의학회 

정회원으로 들어감. 신경과가 중심이 되면 신경계 중환자실의 전담 전문의가 

신경과 전문의가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경중환자의학회가 대한의학회에 

들어가는데 많은 방해 예상됨. 대한의학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회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한신경외과학회의 지원이 필요함. 2016년 9월 신경과 

주도의 학회가 대한의학회에서 의견 질의가 왔는데, 신경외과의 답변을 듣지 않고 

통과 시킨 점에 대해 유관학회의 유선상으로라도 확인을 받지 않고 통과시킨 

점에 대한 항의함.(정천기) 추후 대응에 따라 IOM 학회와 같이 장기적인 어려움

에 봉착할 수 있음.(이사장) 과거 천신만고 끝에 신경외과 신경중환자의학회를 

만들고 유지되어 왔는데, 공문 누락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 잘 안된 점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또한 

본건에 대한 학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됨.(박상근)

   -   척추 신경외과 경쟁력 강화 방안: 장기적인 대비를 위해 총 125,000,000원이 

소요 예상되며 척추 신경외과학회에서 대한신경외과학회로 3,000만원정도의 

지원을 요청함. 이는 신경외과 회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임에 

대한 고려를 요함.(조용은) 추후 의견 취합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이사장)

   -  전공의 학회 참석 독려 관련하여 일부 병원에서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현재 상황에서 전공의는 피고용인이 아닌 피교육자임이 명확히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며 추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장진우) 앞으로 미래를 보면 신경외과의 미래를 생각하여 현재 

일부 희생이 있는 점에 대한 양해 구함.(김재민)

임원회의

2017년 5월 12일(금) 호텔리베라 유성 14층 오키드룸

[심의안건 및 논의사항]

1. 보험아카데미에 대한 건

   -  1년 코스로 한달에 한번 강의를 하여 진행하고, 각 분과 학회당 2~3명 정도의 

젊은 회원을 참여시킴으로 하여 추후 3차 상대가치 개정 및 보험 관련 전문가 

양성 등 미래 대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Medtronic Surgical Workshop에 관한 건 

 - 일 시: 7월 22일(토)~23일(일) 

 - 장 소: 오송 CCI 술기 센터

   - 올해는 Medtronic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

   -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추후 술기를 추가 예정

   - 일회 당 20~30명 참여 가능하며 전공의 2~3년차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배분

   - 전공의를 우선 배분하고 신청자 현황에 따라 강사 등 적용 여부 결정

   - 참가자들의 참가비가 있도록 해야 학습 효과가 증진 될 수 있는 점 감안 필요

3. 한-독 친선학회 준비에 관한 건 [2018년 추계 예정]

   -  Travel Award(지난 학회는 10명에 1500유로) 등 지난 학회에 준하여 독일 

  신경외과학회 회원 초청 안 마련 예정

   -  총무 위원회 내 논의 및 안 마련

   -   2018년 독일 신경종양학회와 날짜가 겹치게 되어 탄력적으로 진행하는 방안 

제기됨

4. 복지부 담당자와 면담 건  

5. 의료정책관련 대책 마련 및 논의

6. WFNS 참석자 확인

   -  박정율, 장태안 교수 참석

7. 고인 기념 강의 방안 논의

   -  송진언 교수님 기념 강의 요청이 들어옴

   -   교실에서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해당 분과 학회로 연락하여 정기 학술대회에서 

분과 학회 회장님 주도로 학회 시간 배분하는 안 제기

   -  학회 차원에서 원칙을 마련하는 것 필요함(전임 이사장-회장 등)

   -   타과 현황 조사 결과 본학회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없고, 분과 학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조용준 이사-다음 회의 시에 관련 안 마련하여 보고 하기로 함)

상임이사회의

2017년 6월 12일(월) 학회 사무국

[심의안건 및 논의사항]

1. 조례개정에 관한 건 

   - 조례 개정의 의견을 공지하여 취합하고 다음 상임 이사회에서 투표를 하기로 함

   -  학회 자문 위원회에 본 안건에 대해 의견 개진을 거치고 다음 회의에 투표 안 제시

2. 해외학회 참가지원 지속 여부에 관한 논의 

   -   학술대회 지원 선정 위원회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로, 추후 무임소 이사 

배정하여 해당 업무 진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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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학회 관한 논의

    **결정사항: 참가 예정인 5인정도의 임원 지원예정

   -  중국 신경외과학회와의 전략적 접근을 고려하여 참석 추진

4. WFNS 회비 납부에 관한 건

   -  현재 회비 납부 사항(KNS 1,000명, KANS 100명)은 최소 기준으로 등록하였던 

것임

   -   WFNS 규정 상 1,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국가는 추가 1개 학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WFNS 내에 한국인이 Committee에 참여 되어 있는 부분이 적어 이에 대한 

의견 제시 필요

5. 기타 의견

   - 보건복지위 양승조 국회의원과 이사장님 면담 하였으며, 준비하여 논의 예정임

   -  감사 의견에 대해 차기 이사회 시에 결과를 보고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

   -   신 상대가치 개정 관련하여 방사선 수술이 방사선 종양학과에 비해 가치 저하 

된 것이므로 학회 차원에서 대응 필요함

상임이사회의

2017년 7월 10일(월) 학회 사무국

[심의안건 및 논의사항]

1. 조례개정에 관한 건

  ** 결정사항: 차기회장의 선출과 관련된 8호와 차기이사장의 선출과 관련된 2호 

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함 (투표를 거쳐 개정하기로 결정함) 

조례(기준 및 행사지침)

가. 기준에 관한 사항

자격기준과 선출기준: 회칙 제 10조(임원선출) 제 1항, 임원선출규정 제 4조

(차기회장의 선출) 제 2항

8.  차기회장 후보 추천은 학회 기여도, 인적자원, 춘계학술대회 개최지, 지역순

번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며, 지역 내에서는 전문의 취득 년도를 기

준으로 하여 역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변경: 차기회장 후보 추천은 학회 기여도, 인적자원, 춘계학술대회 개최지, 

지역순번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 지역 내에서는 전문의 취득 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역순하지 않는 것을 

원칙’은 삭제

자격기준: 회칙 제 10조(임원선출) 제 2항, 임원선출규정 제 4조(차기이사장의 

선출) 제 2항

2.  차기이사장 후보자는 전문의 취득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역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변경:‘ 차기이사장 후보자는 전문의 취득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역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삭제

   -   현재 진행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고시 관련 사항 중 4) 소아 기능, 6) 총론, 기초로 

하여 개정

 제안 및 고시 위원도 각 분야 00명으로 수정 제안함 

   **결정사항: 고시 관련 사항 개정과 고시 위원 분야 명수 수정 결정함

현행: 

가. 기준에 관한 사항

전문의 자격고시 실시에 관한 사항: 회칙 제4조(사업) 제5호

1.  구술시험사정위원: 이사장(위원장), 회장, 차기이사장, 차기회장, 수련교육

위원장, 고시위원장(간사)

2. 구술시험면접위원: 6개 분야, 각 분야 6명으로 구성한다.

 1) 종양 2) 혈관 3) 척추

 4) 소아, 총론 5) 외상, 말초 6) 기능, 통증

개정:

가. 기준에 관한 사항

전문의 자격고시 실시에 관한 사항: 회칙 제4조(사업) 제5호

1.  구술시험사정위원: 이사장(위원장), 회장, 차기이사장, 차기회장, 수련교육

위원장, 고시위원장(간사)

2. 구술시험면접위원: 6개 분야, 각 분야 00명으로 구성한다.

 1) 종양 2) 혈관 3) 척추

 4) 소아, 기능 5) 외상, 말초 6) 총론, 기초

상임이사회의

2017년 9월 11일(월) 학회 사무국

[심의안건 및 논의사항]

1. 사무국 직원 임금 인상건 및 한필녀 국장 퇴직금 건 

  ** 결정사항: 최저 임금 인상 관련하여 20만원 급여 인상 결정함 

                한필녀 국장 퇴직금은 $24,278.18 로 결정함

2. 뇌전증학회 기부행위(메드트로닉) 질의 건 

   -  신경외과학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뇌전증 학회로 넘기는 것이 좋을지 

결정 필요

   - 이정일 감사 내용 확인 후 보고 하기로 함

3. 2018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국제 학술대회로 개최하는 건 

   - 다음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함

   - 신청 기준은 참가국수 5개국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여 내년 한독 학회를 

      국제학술대회로 진행하는 안 논의

   - 국제학회로 진행할 경우 위상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필요성 제기

4.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상 증액에 관한 건

  **결정사항: 2018년부터 5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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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서 채택에 관한 건 

   -  성명서 초안을 상임이사회 회람하고 성명서 내는 안 제시

   -   전문병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상황으로 신경외과학회에서 성명서를 반드시 

발표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

   -  더 큰 차원에서의 논의에도 집중하기로 함

   -   현재의 문재인 케어 안대로 가면 신경외과 전문병원은 모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됨

6. 복지부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방안

   -   치매안심센터(현 주간보호센터) 확장 시 현재의 안으로는 신경과, 정신건강의

학과 상근 조항이 있어 대한신경외과학회/노인신경외과학회 명의로 공문 발송

7.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 관련 협조 요청 

 **결정사항: 학회에서 공식적 기부는 보류하기로 결정함

이사장 보고사항

1. 대외업무

   -  대한의학회 2017년도 정기 평의원회 참석 (3/21)

   -  명지성모병원 & 명지춘혜재활병원 뇌졸중 심포지엄 참석 (3/24)

   -  2017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제23차 학술대회 참석 (3/25)

   -  대한의학회 2017년도 정기 총회 참석 (3/28)

   -  대한수술중신경감시연구회 제5차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참석 (4/1)

   -  보건복지부 주관 외과계열 전문과목학회 의견 수렴 간담회 참석 (4/7)

   -   의학회: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및 분과별 심의위원회 참석 

  (4/22~23)

   -  자문위원회 개최 (4/25)

   -  대한신경손상학회 제24차 정기학술대회 (5/27)

   -  대한신경통증학회 제25차 정기학술대회 (6/11)

   -  인제대부산백병원 신경외과학교실 제11회 청송인제 

  NEUROSURGERY UPDATE  (6/17)

   -   Severance Stereotactic & Functional Neurosurgery Symposium

  (박용구 교수 정년기념 심포지움) (7/8)

   -  2nd G-NeUS GACHON NEUROSURGERY UPDATE SYMPOSIUM (7/15)

   -  메드트로닉과 MOU 체결 (7/31)

   -  The 2017 Annual Meeting of the Chinese Neurosurgical Society 참석

   (8/10~12, 중국 귀양)

   -  제12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서울·경인(강원-제주)지회 추계학술대회 (8/26)

   -  외과계 이사장들과 권덕철 복지부 차관 미팅 (9/5)

   -  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 제7차 학술대회 및 총회 (9/10)

2. 유관기관 위원 추천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8년도 신입 정회원 후보자 추천 

의뢰 [장진우] (6/23)

   -   심평원 명예 심사위원 참석 예정으로 현안 의견 주시면 취합하여 전달 예정

  (7/19) 

위원회 보고

총무이사 보고

1.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보고

  1) 등록인원 보고

    -  원로 49명, 정회원 581명, 군의/공보의 40명, 준회원(전공의) 242명, 간호회

원 211명, 비회원 및 특별회원 16명(총 1,139명)

 2) 부스 신청(46개 업체-84개 전시), 광고 신청(6개)  

     → 총액 252,600,000원

       배너광고 5개 업체 확정: 대웅, 한미, 화이자, 삼진, 동아(6개월) 

     → 총액 46,000,000원

  3) Presidential Dinner 

    -  등록인원 120명 

        ( 원로, 상임이사, 수련병원이사, 분과학회 회장, 해외초청연자, 학술상 시상 

및 수상자 포함) 

    -  진행 순서

   ① 외국인 연자 축사

   ② 학술상 시상

   ③ 만찬

   ④ 축하 공연: Crystal Ensemble 관현악+Jazz Pop

  4) Gala Dinner

    -   등록인원 416명

   (과거 300명 초반이 등록하였으나 집행부의 취지에 따라 늘었음)

    -  진행 순서 

   ① 식전공연-가천 미추홀청소년 봉사단 사물놀이패

       ② 축사-원로, 이길여 가천대 총장

       ③ 만찬

       ④ 미디어 퍼포먼스(신경외과의 역사와 비전)

       ⑤ 2017 슈퍼스타 KNS-5팀 공연

       ⑥ 테너 민요한

       ⑦ 슈퍼스타 시상식

       ⑧ 경품 추첨

  5) 2017년 춘계학술대회 결산에 관한 건

    -  수입(전시대금 및 인천지원금) 299,600,000원+등록비 161,060,001원, 

    -  지출 총액 284,766,625원(연구재단 간접비 포함)

    -  총 잉여금: 175,893,376원 

  **송도 컨벤시아 비용 4,600만원을 460만원으로 오기

2. 더불어 의료정책 포럼

  1) 일   시: 3월 22일(수) 저녁 7시 30분

  2) 장   소: 여의도 영등포구 국회대로 삼보빌딩 802호

  3) 참석자: 최낙원, 김우경, 김세혁, 김은영, 신경외과의사회 회장 및 임원  

  4) 내용 

    - 심평원 삭감 및 심사의 불평 등 문제점 및 심사위원 실명제 실시

    - MRI/CT 도입시 영상의학과 전문의 상근 혹은 비상근 의무규정의 부당성

    - 의료분쟁 자동 조정법(신해철법)

    -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3. 대한의학회“지출보고서 및 리베이트 관련 설명회”참석 관련 보고 (4/4) 

   -  약사법 개정 예정으로 회원들의 주의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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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척신외 학회 지원금 3,000만원 요청

   -  재단 1,000만원, 장일태 척추 발전위원장 2,000만원 대척신외 지원 지정기탁

5. 한-독 학회

  1) joint symposium-2018년 추계학회시 진행예정(TFT 구성예정)

  2) 독일 학회에서 10명 travel grant 대상자 선정하면 1,500 유로씩 지급

  3) 5 keynote presenter는 1,000유로+숙박 제공

  4) Social Program: 2017년 8월 4일 총무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6. 제16차 중국신경외과학회 학회 임원 참석 문의(8/10~12, 중국, 귀양)

   -  학회 임원 4~5인에게 호텔비와 식비 지원, 항공비는 개별

7. WFNS 회비 납부 및 임원 명단 갱신 

   -  2015년까지 납부한 상태이며, KNS 1,000명+KANS 100명 1,100명x12불, 

  총 15,844,448원 송금 

   -  WFNS 회원 관리 명단 및 가입 현황에 대한 확인 

   -   최소한의 인원 만 등록할 수 있도록 확인/회원 수에 비례하여 delegate 늘리는 

방안 고려

   -  Delegate는 상임 이사 중에서 원하시는 분 추천(공지)

8. 2017 추계학술대회 후원 공문 발송(6/29)

   -  일 시: 10월 12일(목)~14일(토)

   -  장 소: 더케이호텔

9. 2017 추계 Presidential Dinner: Round Table로 진행(더케이호텔 3층)

10.  2017 추계 Dinner: 슈퍼스타 KNS 진행, 오케스트라 초청, 성악가 초청예정, 

추계 학술대회에서 슈퍼스타 KNS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회의 의견에 따라 

진행 예정

11. 2017 추계에서 전공의 세션 지원: 춘계와 동일하게 진행

12. 과총-2017년 지원금 입금(JKNS-27,920,000원/추계학술대회 지원-8,230,000원)

13. 2017년 대한신경외과 춘계학술대회 준비 상황 보고(아이비기획)

   -  현재 201,800,000원 약정, 추가 모집 예정임.

   -  학회 기념품은 back pack으로 결정

14. 2017년“심사평가원 1일 명예심사위원장”체험 참석

   -  일     시: 7월 19일(수)

   -  장     소: 심평원 서울사무소 2층 심사시연장

   -  참 석 자: 장진우, 김우경, 김은영, 박봉진

   -  심평원측: 심사위원장, 수석 전문위원, 신경외과 상근 심사위원(오세문, 김주승)

   - 프로그램

     (1) HIRA의 기능과 역할 및 진료 심사평가위원회

     (2) 의료행위 보험등재

     (3) 신경외과분야 주요 심사조정사례

     (4) 토론: ①   IOM 신경외과의사의 판독자격과 뇌혈관내 수술시 신경감시인정에 

대하여

           ②  상대가치 점수개정 관련: 뇌정위 방사선수술, 뇌혈관 수술 

           :3차 개정시 반영 노력

           ③ 척추:  심사위원 임기, 보존적 치료의 의미와 기간 6주, 환자 치료

               내역조회 추후 상의 후 반영 노력

   -  김주승 위원님의 제안

15.  문재인 대통령‘새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관련 분과학회회장들과 긴급

간담회

   -  일   시: 8월 21일(월) 

   -  장   소: JS가든

   -  참석자:  장진우, 김우경, 안영환, 정 신, 박인성, 조병문, 성재훈, 장재칠, 정천기, 

한동석, 장일태, 조용은, 박진규, 진동규, 김은영

   -  대한신경외과 회원 성명서 채택(박진규 이사) 

16. 대한 신경외과 현안 전달 국회의원 면담과 국회 공청회 일정

   -    8월 28일(월): 더불어 민주당 전혜숙의원과 1차 면담 

   -    9월 11일(월): 더불어 민주당 전혜숙의원과 2차 면담

   -    9월 14일(목): 정의당 심상정의원 면담 예정

   -  10월 10일(화): 전혜숙 의원실과 국회 공청회(2시~7시)

   외과계(NS,GS,TS,OBGY,URO)의 현안(전공의 수급 및 지원대책과 PA, Hospitalist에 

대한 대책 등)

17. 공문발송

의협

   -  연수교육 평가단 평점관리분과위원회 위원 추천 [김성호] (3/13)

   -  임상전문가 자문단 위원 추천요청 [박봉진]   

   -   보건복지부 의견요청관련 비영리법인“(가칭)사단법인 대한복수면허통합의사

협회”: 반대의견으로 제출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의 건 

  [반대의견 제출]

    -“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공청회”지정토론자 추천 

협조요청 [조정기]

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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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임상연구 중장기 기획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3/22)

   -  한국표준직업분류 관련 요청 회신 (4/3)

   -  지출보고서 및 리베이트 관련 설명회 개최 [김세정 학회직원] (4/4)

   -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개선 TFT(가칭) 위원 추천 [김성호] (4/12)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자문단 추천 요청 [오창완, 구성욱] (4/1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 추천 [고용, 김형중] 

(4/24)

   -   전문과목학회 대표자회의 참석 [김은영] (4/28)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의료자문단 위원 추천

       [ 뇌종양-이채혁, 정위기능-안영환, 혈관-이재환·박석규, 척추-박윤관·정천기·

조용은·이상구·박승원, 소아-김승기] 

병협

   -  2017년도 수련환경평가 평가위원(현지 평가위원) 추천 요청 [강희인, 이상구]  

(5/15)

   -  2017년도 수련환경평가 평가위원 교육 강의자 추천 요청 [이상구] (5/23)

   -   2017년도 수련환경평가 평가위원(서류 평가위원) 추천 요청 [김대현, 김승범]  

(5/26)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전문위원 추천 요청 [현동근]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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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문가 자문위원 추천 의뢰 

  [척추(문승명, 김상돈), 뇌혈관외과(정준호), 뇌종양(이선일)] (6/16)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비급여 분야 전문가 추천 의뢰 

[현동근] (6/2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평가위원 추천 의뢰 

  [김용배, 박석규, 서의교, 조정기, 양희진] (6/3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3기 자동차보험심사 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 추천 의뢰 

[척추(박진규), 두부(서의교)] (7/7)

심평원

   -  2017년“심사평가원 1일 명예심사위원장 체험사업”

  [장진우, 김우경, 김은영, 박봉진] (세부일정은 심평원에서 공지) (7/19)

   -  심평원 상근 심사위원 회의 

  [김주승, 오세문, 변박장, 장진우, 진동규, 김우경, 고도일] (6/20)

대한영상의학회

   -‘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개발 관련 유관학회 자문위원 추천 

  [박정율] (3/27)

   -  급여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전문가 추천의뢰 및 회의참석 요청 [손병철]

   -  전문가 추천 의뢰 및 회의참석 [허 륭] 

대한노인병학회

   -  노인의학 세부전문의제도 추진 관련 회의 참석 [박정율] (4/6)

   -  노인의학 세부전문의제도 추진 관련 회의 참석 요청 [박정율] (5/16)

   -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위원회 추천 건 

  [김성호, 박인성, 박정율, 김우경, 김승범, 박익성] (6/9)

   -  노인의학 세부전문의제도 추진 관련 회의 참석 요청 [박정율]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요청 

  [장태안, 조정기, 김주한, 윤승환, 홍재택, 이성, 이정길, 박정윤] (4/18)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  2017년도 연회비 납부 완료 안내 공문 발송 (4/19)

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 간담회 [김은영] (4/19)

법무부

   -  2017년도 법조윤리시험 장애인 시험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주원일]  

        

손보협회

   -  보험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 개정안 자문 가능여부 [박해관] 

  

인사혁신처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심숙영] (4/27)

   -  보건복지부, 총리실 민원 신청(5/2)

   -  학회 회원께서 제의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

   - 현재 총리실, 복지부에 접수 되었으며 민원 처리 중으로 결과 나오면 다시 보고 예정

대한재활의학회

   - 임상진료지침 개발 관련 자문위원 추천 요청 [신동아] (6/29)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운영자문위원 위촉 관련 건 [이상형 연임]    

학술이사 보고

1. 2017년 춘계학술대회 현황(학회 주제: Together for the future)

  1)  구연, 구연 혹은 포스터 총 251개 초록(영어 발표 59, 국문 전문의 132, 국문 

전공의 60) 중 138 연제 채택, 포스터 152개 접수

    - 최근 4년 춘계학술대회 초록 접수 및 채택 현황

    -  구연 발표를 늘림

  2) Practical Workshops

    - 척추학회, 신경통증학회, 수련교육위원회/KANS

    - 학술위원회: 전공의 교육 목적으로 대표적인 수술의 수술해부학, 기본 술기 강의

  3) Main theme symposium-“Big data &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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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tson for oncology(이 언, 가천의대 길병원)

  4) 해외 연자 현황 (총 6인)

    -  4월 14일(금): Michael T. Lawton(UCSF)(뇌혈관외과), Brian Kwon(UBC, Canada)

(신경손상), Takamitsu Yamamoto (Nihon University, Japan)(정위기능)

    -  4월 15일(토): Kiwon Lee(Memorial Hermann Texas Medical Center)(신경중

환자), Geoffrey Manley(UCSF)(신경손상), Hae Dong Jho(Allegheny General 

Hospital, Pittsburg)(척추)

  5) 초청강연

    -  초청강연: 정진오 경인일보 정치부장“인천과 전쟁”(Presidential address 

대신 구성됨)

    - 명사초청강연: 이만열 (Emanuel Pastreich) 

     (미국 출생, 경희대학 국제학부 부교수 겸임)“외국인이 보는 다른 대한민국”

  6) 전공의 세션 시상

    -  각 세션 당 최우수연자 1, 우수연자 1, 우수질문자 1 선정하여 4월 15일 개원의 

프로그램 전 점심시간에 시상

  7) Symposiums

     -“정책연구 선정과제 발표”와“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는 당해년도 해당지회 세션 대신 구성)

   8) 과거 춘계학술대회와 다른 점들

     ① Welcome reception 대신 Presidential dinner

     ②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참여 독려

     -  Practical workshop에서 신경외과 기본 술기 강의(학술위원회)

     - 전공의 발표 세션별로 운영

     - 우수 발표자 혹은 질문자 시상

     - 전공의 토론 활성화 독려 요함

     ③ Presidential address대신 개최지역 인사를 초청하여 지역 소개

     ④ 당해년도 해당지회 세션 대신에 특별 심포지움(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2. 춘계학술대회 설문 결과 요약 보고

   -  장소는 보통, 프로그램은 비교적 만족, 전공의 세션은 만족도 높음 

   - Planery Session은 보통 내지는 만족, 초청 강연은 비교적 좋은 평가 받음

   -  Gala Dinner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많았음 (특히 KNS Sup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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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lcome Reception 형식 변화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았음

   -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Practical Workshop 

  존속 여부, Plenary Session 형식, 개원의 세션의 활성화 방안 논의 필요함

3. 2017년 춘계학술대회 평가(104명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전반적 프로그램 구성 

  :매우 만족(16), 만족(39), 보통(36), 불만(9), 매우 불만(2), 불참(2)

   -  전공의 세션: 매우 만족(26), 만족(47), 보통(19), 불만(3), 매우 불만(2), 불참(7)

   -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의견

     ① 새로운 시도에 만족, 잘 구성됨, 학술적인 면에서 훌륭, 전공의 발표기회 확장

     ② 춘계는 교육 (특히 전공의)에 중점을 두어 추계와 차별화

     ③ 편향된 편성에 불만, 봉직의와 개원의 입장에서는 미흡

     ④ 런천, 조찬 세미나에 신청 안 한 사람도 식사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4. 향후 학술대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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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춘계학술대회: 2018년   4월 12일(목)~14일(토), 여수 디오션리조트

   -  2018 추계학술대회: 2018년 10월 11일(목)~13일(토), The K Hotel

  (한-독 합동 학술대회 예정)

   -  2016년 독일학회시 travel grant 1,500 유로 10명, 2일간 joint meeting 

  5 sessions 35명 구연 발표, 포스터 15

5. 2017년 추계학술대회 준비(10월 12일~14일 더케이호텔)

  1) 주제:“We, Neurosurgeons!”

  2)  전공의를 위한 Workshop 유지: 춘계 때 정례화, 추계 때 워크샵 신청 상황에 

따라 결정, 춘계 강의영상 및 강의파일 홈페이지에 업로드(수련병원 과장들에게 

공지함)

    -  참석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총 47~50명): 매우 유용(15~29), 유용(14~23), 

보통(1~11), 불만/매우 불만 없음.

  3)  Plenary Session 개선: 해당 세션별 Keynote Presentation으로 대체하고, 기존 

세션은 각 분과학회별 해당연도 주요 논문 발표 형식 고려

    -   현재는 각 섹션의 발표 중 최고 점수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하고 있음

    -  개선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함

  4) 전공의 발표 세션 유지: 가능한 전공의들끼리 토론할 수 있도록, 전문의 참석 지양

    -  전공의 세션에 신경외과 지원 인턴 등도 참석 할 수 있도록 장치 마련 의견

  5)  개원의 프로그램 개선 고려: 참석율 저조, 신경외과 의사회 집행부와 상의 후 

결정 예정

  6)  분과학회 신청 현황(5월 28일, 1차 마감): 6월 18일까지 연장, 1차 기한 내 신청

학회 우선권

  7)  Main program 첫날 아침 각 분과학회 별 해외 초청 연자와의 satellite lecture 

(or symposium) 장려

  8) 2017 추계학회 Symposium(Main Theme 포함 3개 예정) 안

    -  산학 혹은 타학제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 제약업체, 공대, 신경망 연결 등

    -  Physical Assistant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

    -  PA 관련 정부 질의 들어오기 전에 학회 안에서 공식적인 논의 시작 필요성 제기

    -  상황에 따라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으며, 학회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할 

필요는 있음

    -  각 병원의 내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으며, 2017년 추계 

학술대회 시에는 진행 안하기로 함

  

9) 미래위원회 경과보고

  10) 개원 예정을 위한 회원을 위한 세션: 장소 선정, 세금 등등

  11) 흔히 접하는 질환 (고지혈증, 수면장애, 정신증 등)에 대한 업데이트

  12) 의료사고 예방과 처리에 대한 전문의 강의

  13) 의료감정

  14) 보험관련 세션: 삭감관련

  15) 2017 추계학회 진행 상황 안내

    -  10월 12일 Practical Workshop(8): 오전 2시 (수련교육, KANS)+오후 6시

( 뇌혈관외과: Live Surgery 포함, 노인, 정위기능, 신경통증, 신경중환자, 신경  

초음파: 전공의 대상 무료)  

    -   ①  Main Theme Symposium: Evolution and the Future-미래위원회+7개 

분과학회 6개 발표 (혈관/혈관내, 소아, 척추, 정위기능, 종양, 신경손상)

      **뇌혈관내수술, 노인 신경외과학회를 제외한 6개 분과학회 발표 공문 발송

    -   ② 신경외과 관련 보건 정책 방향: 문재인 정부 보건정책 관련-수가, 공공의료 등

      **의료자원 정책 강의에 대한 제언 있음

    -   Plenary Session 유지: 임상논문 위주로 선정, 지정토론은 학술위원 중 선정

    -  개원의 및 봉직의를 위한 프로그램 준비

  16) 초록 접수 현황 및 연제 채택 결과: 총 557

    -  총 557 초록 접수: 전문의 362 (구연 148, 구연 혹은 포스터 100, 포스터 

114)+전공의 195 (구연 46, 구연 혹은 포스터 64, 포스터 85)

  17) 명사 초청: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말한다.”

  18) Luncheon Seminar

    -  Breakfast seminar 없이 luncheon seminar로만 진행, 총 14개 세션

    ①  10월 13일(금): 척추, 뇌혈관외과, 정위기능, 신경손상, 신경중환자, 소아, 

여의사

    ②  10월 14일(토): 뇌혈관내수술, 뇌종양, 간호사, 신경초음파, 노인, 신경통증, 

말초

  19) 해외 연자

    -  10월 13일(금)

    ① 뇌종양: Luigi Maria Cavallo (Italy), Endoscopic endonasal skull base surgery

    ② 정위기능:  Jian-guo Zhang(China), The status and value of functional 

neurosurgery in brain research

    -  10월 14일(토)

    ① 뇌혈관외과:  Yuanli Zhao(China), Treatment of complicated cerebrovascular 

disease in the hybrid OR

    ② 정위기능:  Nader Pouratian(USA), New directions in brain stimulation: 

vision restoration and network-based neuromodulation

     → 2018년도 해외연자 초청 계획 회신 요청 예정: 추계학회 전까지

  20) Symposium II: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① 논문발표 현황으로 보는 연구역량 분석 (이경석, KANS)

    ② 국가연구개발의 투자방향과 예산 배분 조정 (박종훈, 숙명여대)

    ③ 수술로봇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미래 (고경철, KAIST, 고영테크놀로지)

  21) Symposium III: 꼭 알아야 하는 의료법

    ① 입원적정성 심사의 이해 (한경임, 심평원 공공심사부)

    ② 의료법과 관련 법률분쟁 (정영주, 학회자문변호사)

  21) 전공의 세션

    -  전공의 발표 세션 운영 유지: 발표 전공의 등록 면제, 시상제도 유지

    -  1차 초록 마감일: 7월 16일~7월 31일까지 연장 고려 중

    -  분과학회 초록 심사위원 추천: 7월 16일까지

    -  10월 14일(토) 오후 3개 세션, 국문발표 세션과 병행해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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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계학회 때와 마찬가지로 최우수연제, 우수연제, 우수토론자 시상(30-20-20)

     :상임이사 중 연제 심사, 우수토론자는 좌장이 선정, 학회 종료 후 시상

  22) 학술대회 포스터 배경 사진: 금년도 전공의 평가 최우수 득점자(서울대 고용산 R3)  

    -  인물이 들어갈 예정이면 여자 전공의 추가하여 제작하는 안 제시.  

    -  전공의 세션 옆에 게시하는 안 제시: 투표 시행하였으며 학회 포스터에 전공의를 

넣는 것은 다음에 추진하기로 함.

    -  학술위원회에서 최종 안을 작성하여 임원 회람하기로 결정.

  23)  E-poster 준비업체 변경: 킨넷에서 엠투컴으로 9월 27일까지 업로드 필요, 

모바일 검색 가능

6. 2018년 추계학회 한-독 합동 학술대회 준비

   - 2016년 독일 합동학회 내용

    →  2일간 총 5개 세션(Tumor and varia, Vascular and varia, Stroke and varia, 

Functional neurosurgery and varia, Spine and varia) 35명 구연발표, 포스터 15

   -  세션 주제 결정 위해 각 분과학회로 공문 발송함: 7월 31일까지_세션의 제목이 

아니라 주제에 대한 의견을 취합 중임

7. 2018년도 해외초청연자 신청 현황

  (1) 2018년 춘계(확정)

    -  회장 초청(뇌혈관): Koji Lihara(Kyusu University, Kyusu, Japan)

    -  이사장 초청(정위기능): Andres Lozano(Toronto Western Hospital, Canada)

    -  이사장 초청(종양): Zhong-ping Chen(Sun Yat-sen University, China)

    -  뇌종양: Dong H. Kim(The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2) 2018년 추계

    -  뇌혈관: Toshio Matsushima(Fukuoka Sanno hospital, Japan)

    -  신경손상: Yung-Hsiao Chiang(Taipei Medical University, Taipei)

    -  소아: 초청계획 있으나 연자 미정

    -  뇌종양(2순위): Colin Watts(Cambridge University, UK)

    -  척추는 초청계획 없음

    -  뇌혈관, 신경손상 확정, 소아와 뇌종양은 2018년 추계학회 구성 방식에 따라 

추후 결정

       : 뇌혈관과 신경손상 초청 연자는 확정. 다른 추천 연자는 학술대회 구성 상황에 

따라 조정 예정

8. 2018년 한-독 학술대회 topic

   -  Management strategy of vestibular schwannoma (종양)

   -  Treatment of recurred cerebral aneurysms (혈관/혈관내)

   - Global issues & future direction in pediatric neurosurgery (소아)

   -  Management of severe traumatic brain injury: limitations and solutions (신경손상)

   - Emerging techniques in pain intervention (신경통증)

   - Movement disorders (정위기능)

   - Minimal invasive spine surgery (척추)

   - Free topics

고시이사 보고

1. 고시위원회 워크샵

  1) 일 시: 2017년 4월 7일 (금)~8일 (토)

    장 소: 통영 동원 리조트

  2) 제60차 전문의 시험 후 개선점

  (1) 필기시험 관련

    -  문항이 분야별로 grouping 되어 있는 정답 유추가 쉬울 수 있어 개선 논의

    -  기출 및 기출변형 문제는 난이도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음 

     :위의 사항 고려하여 기출 및 기변 문제 배분이 필요함

  (2) 연수 강좌와의 연계점 해결 제시안

    -  연수 강좌 강사진께 7~11월에 연수강좌 예시 문제 출제 부탁

    -  고시 위원이 연수 강좌에 참여하여 문항 강조

    -  강사진께 강의 시 강조 내용을 고시위원회에 통보 요청

  (3) 수험자 건의 사항 보고

    -  연수 강과 관련

       ① 연수 강좌와 시험의 연계성 강화

       ② 연수 강좌 일정을 여름~겨울로 앞당겨 주기를 희망

       ③ 연수 강좌 기간 연장 희망

       ④ 연수 강좌 내용을 교과서 전체가 아닌 핵심 부문으로 축약 요청

    -  학회 관련

       ① 공식 기출문제집 발견

       ② 자격 심사를 위한 논문 수 조절

       ③ 시험 관련 비용

2. 제61차 전문의 자격 시험 출제 관련 사항

  1) 문제 형식 및 시험 시간

  (1) R주관식 시험 폐지로 객관식으로만 출제

  (2) A-type으로만 출제(R-type 출제 보류)

  (3) 1교시 120분+2교시 60분

    -  170문제 내외

    - 교시 별 문항 수는 사진 문제에 대해 추가 배점이 가능한 지를 확인 후 결정

  (4) 형식-객관식 A-type

    - 기술식 객관식 120문항 x 0.5점 = 60점

    - 사진 객관식  50문항 x 0.8점 = 40점

1교시 120분 67점/119문항
기술식 94문항 x 0.5점= 47점

사진 25문항 x 0.8점= 20점

2교시 60분 33점/51문항
기술식 26문항 x 0.5점= 13점

사진 25문항 x 0.8점= 20점

  2) 출제 범위

  (1)  분과학회 발간 한글 교과서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Youmans 

Neurological Surgery 7th Edition는 보충 교재로 이용

  (2)  한글 교과서와 Youmans Neurological Surgery의 반영 비율은 연수강좌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

    →  한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Youmans에서 인용하여 연수강좌를 진행한 경우 

출제에 반영

  (3)  한글 교과서가 없는 분야는 7th Youmans Neurological Surgery를 출제 범위로 

하되 2016 WHO classification은 연수강좌 강의에 적용 요청하고 시험에 출제

    →  회의에서 의결 후 홈페이지 공지

      ** 종양의 진단분류는 WHO classification 2016을 사용하며 이를 기준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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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기능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

혈관 뇌혈관외과학

소아 소아신경외과학

척추 척추학 2판, 척수와 말초신경 해부학

외상 신경손상학

  (4)  4년차들이 11월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해도 고시 응시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임

  (5)  Youmans 교과서 적용 건에 대해서는, 연수 강좌 시에 수험생들에게 취지가 

잘 전달 예정

  (6) 전문의 고시 시험 범위 확정

    - 4년차 연수강좌를 위한 교과서 확정

    - 연수교육 관련하여 수련 교육과 협의 하에 진행

    - 정위기능, 뇌혈관외과, 소아, 척추, 신경손상

    -  종양의 분류는 WHO 2016 version을 사용하기로 하며 연수 강좌에서 공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

  3) 지원 자격

    (1) 대한신경외과학회지 또는 SCI(E): 원저 1편

    (2) (분과학회지 또는 학회 인정학술지 원저 1편) + (증례보고 또는 원저 1편)

        :Technical note, review는 인정되지 않음

        : 추가 증례/원저 논문의 경우에도 분과 학회지 또는 학회 인정 학술지에 

게재된 것에 한해 인정함

3. 향후 예정 일정

일시 장소 내용

2017년 7월 5일(수)~7일(금)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의실 문제은행 정리작업

2017년 11월 8일(수)~10일(금)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의실 사진문제 출제

→  문제 은행 정리 작업 전에 시스템 사용에 대해 관리회사에 출장강의 요청   

  (출장비 발생)

4. 2017년 문제은행정리작업 진행

   - 일 시: 7월 5일(수)~7일(토)

  장 소: 학회 사무국

   (1) 문제은행 시스템 강의

   - 체계적인 시스템 이해를 통한 효율적 작업

   (2) 문항 수 조정

  1) 시험 시간 변경: 1교시 120분, 2교시 60분

  2) 문제 비율 조정

60차 61차

일반 필기(116) 사진 문제(44) 일반 필기(객) 사진 문제(객)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 주관식 120 50

89 27 31 13 배점 0.5점 배점 0.8점

  

  3) 출제 계획

1교시 2교시 총 문항
100점
환전
점수사

진
필
기

소
계

사
진

필
기

소
계

사
진

필
기

합
계

총론 2 10 12 1 5 6 3 15 18 9.9

종양 6 14 20 2 7 9 8 21 29 16.9

혈관 5 14 19 3 6 9 8 20 28 16.4

소아 3 8 11 2 4 6 5 12 17 10

기능 / 
정위

2 8 10 3 4 7 5 12 17 10

척추 6 10 16 2 6 8 8 16 24 14.4

외상 / 
말초

3 10 13 1 4 5 4 14 18 10.2

해부 6 6 12 3 4 7 9 10 19 12.2

문항 수 33 80 113 17 40 57 50 120 170

점수 26.4 40 66.4 13.6 20 33.6 40 60 100 100

5. 2018년 전문의 고시 시험 일정

  1) 분과별 연수교육시에 고시위원 참여 또는 참관

  2) 사진문제 출제: 11월 8일(수)~10일(금)

2018년 1월 2일(화)~5일(금) 1차 시험 문제선택 및 인쇄

2018년 1월 5일(금) 오전 9시 1차 시험 시행

2018년 1월 6일(토)~14일(일) 1차 시험 채점

2018년 1월 15일(월) 오후 12시 1차 시험 합격자 사정회

2018년 1월 15일(월) 오후 2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2018년 1월 17일(수) 2차 시험 준비

2018년 1월 18일(목) 2차 시험 시행

2018년 2월 2일(금) 오전 12시 2차 시험 합격자 사정회

2018년 2월 2일(금) 오후 2시 최종합격자 발표

수련교육이사 보고

1. 전공의 1년차 연수강좌

   - 일 시: 4월 1(토)~2일(일)

  장 소: 천안 테딘리조트

   - 총 94명 참석(2017년 1년차 91명, 2016년 하반기 1년차 3명) 

2. 지도전문의교육

   - 일 시: 4월 13일(목) 오후 1시

  장 소: 송도컨벤시아 104~106호(1층), 등록 48인

3.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육 개정

   - 일 시: 2017년 4월 1일(토)

  장 소: 천안 테딘리조트

   - 수련교육위원회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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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드트로닉‘Neurosurgery Resident Training Program(Drill hands on workshop, 

Shunt, Navigation, IOM work shop)’

    ① 오송 메드트로닉 CCI 방문

     - 2017년 3월 28일(화)

     - 전공의 술기 워크샵 의논

    ② 2017년 7월 22(토)~23일(일), 오송 CCI 술기 센터에서 개최, 20명 참가

    ③ 메드트로닉과 7월 31일 오전 11시 MOU 체결(학회 사무국)

    ④ 12월 16일(토)~17일(일), 2차 술기 워크샵 실시 예정 

    ⑤ 2018년 4회 실시 계획

5. 전공의 중간평가

   - 일 시: 4월 29일(토) 오전 10~12시 

   -  전 국: 연세대, 계명대,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인제대(부산), 인하대, 전남대, 

충북대(총 7곳)

   - 방법: 인터넷 접속 후 시행

   - 점수는 책임 지도 전문의(과장)에게 통보

6. 병협-2017년도 수련환경평가 평가위원(현지, 서류) 추천

7. KANS 제의

  1)  가톨릭의대 핵의학과 김성훈 교수님(병원신임위원회 위원)의 슬라이드, 전국 

각지에서 최근 여러 해에 걸쳐 벌어졌던‘사건’을 소개한 슬라이드를 받아서 각 

수련기관 책임자에게 보냈으면 함

  2)  신경외과 전공의 수련 후 갖추어야 할 역량 설정: 현재의 요구 역량 수준이 

맞는지를 재검토

    - 반 이상이 세부 전공을 요하지 않는 개원가로 진출하여 근무하는 현실

    - 세부과정의 전문가가 되려면 거의 필수적인 전임의 과정이 있다는 현실

  3) 수련 중 필기고사 (고시와 연계 필요): 현재의 중간 평가의 발전적 형태

    -  엄격한 시험 관리를 하면서 몇 가지만 4년차 종료 후 전문의 고시로 미루고 

나머지는 수석의 이전에 합격할 것을 권장, 불합격자는 전문의 시험 전에 합격 

필요, 수련 필수 교육 과정에 넣으면 가능, 단, 현행 규정 상 전문의 고시에 

필기고사는 있기는 있어야 함

    -  전문의 고시에서 필기고사를 일부분 각론에 국한하여 간략히 하는 대신, 구

술고사는 주로 수석의 때 경험한 환자를 토론

    -  (기대효과) 연차에 해당하는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본다. 수석의 진료에 동기

를 부여함

    -  중간 평가를 고시화 하는 문제는 현행 법상 위배되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논의 예정

8. 수련병원 실태조사

   - 사전 점검(6월 7일(수)~8일(목) 시행, 각 일 21명씩 참석)

   - 현지 실사(6월 19일(월)~7월 7일(금)까지 3주간 진행)

   ** 전공의 수련규정은 바뀐 규정에 대한 적용은 내년부터 예정

9. 연차별 교과 과정 개정안 상임이사 회람 중

10. 2018년도 수련병원 평가 방안 논의

11.  전공의 통합 연수 교육 진행사항 보고: 4년차 수련은 최소한 11월 말까지는 

진행 확인

12. 이동수련 요청: 메리놀병원→양산부산대병원(4년차 1명, 2년차 1명, 9월 1일부터)

13.  수련기관 포기병원: 봉생병원에서 수련 심사 포기 하였으며 메리놀병원도 포기 

가능성 있음

14. 2017년 제7차 전문과목학회 수련교육이사 회의(7월 7일(금), 오전 7시)

15. 11월 전공의 연수교육 일정 및 내용 검토 중

   - 11월 30일 까지 수련 준수 재차 강조 됨

   -  신경초음파학회에서 전공의 연수교육 참여 요청: 전문의 고시와 관련된 연수

교육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여 단독 강의는 어려우며, 강의 시간을 두 시간 정도만 

할애하여 진행하는 방안 고려중임   

   - 전문의 취득 후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연수 교육의 내용 점검 제언 있었음

   : 이에 대한 방안을 추계 학회까지 논의하기로 함-실제적인 교육은 다른 시간을 

할애하여(workshop 등)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 제시됨   

   -  신경외과학회에서 연수 교육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교시를 위한 연수교육은 

  유지하고 이 외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 제시

16. 2017년 수련병원 실태조사 및 2018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완료 

   -  기존 정원 3명 병원은 모두 2명만 배정함(정원 3명인 병원은 없도록 함) 

   2명 신청 7개 병원이 1명으로 배정: 타과에서 정원이 남는 경우 병협에 요청

하여 전공의 추가 정원 배정 요구 계획임

   -  추가 배정 시 수련 평가 순위에 따라 추가 배정 정원수에 따라 배정 예정임 

  :군진의학 정원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 고려

17. 수련교육위원회 회의: 7월 26일(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정

18. 2018년 수련병원 실태조사 방안 마련 중: 9월 22일(금), 워크샵 계최

19. 2017년 4년차 수련기간 준수: 11월 30일(목)

20.  [ 대한의학회] 전공의 정원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의 인력 수요 추계 연구 관련 설문

조사 및 한국의 의사상에 기반을 둔 일반역량의 인식 조사(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련 회신 완료

21. 기타: 치매 관련

   -  현재 수련의 필수 사항은 아니나, 국가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심 및 

지원 필요함

기획이사 보고

1. 2017년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4/7)

 -  대한신경외과학회 비전 2021 선포 후 후속 조치로 4대 전략목표 및 12대 중점

추진 과제 중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기간별 세부 계획과 로드맵 구축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위원들이 공감하였음. 이중 전공의 지원 감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여러 방안 중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 및 적극적인 시행이 

절실하다고 판단

   예: 1)  학회 차원에서의 기관별 전공의 수련 환경 문제점 파악 및 맞춤형 개선 

방안 지원

       2)  학회 준회원으로서, 그리고 미래 정회원 및 사회전문인으로서의 만족감,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 줄 수 있는 방안 모색 (학회 차원에서의 소통과 

대화 기회 확대, 진료 및 연구 우수자 포상, 국제학술대회 참여 기회 제공, 

장학금제도, 전문의 취득 전 원하는 기관 수련 기회 제공 및 예비 

fellowship 프로그램 운영, 2~3년차 전공의 평가 우수자 포상, 복지 정책 

개발, 학회디자인 삽입된 공통 surgical cap 및 수술복 지원 등)

       3)  전공의 지원 대책 및 미래 인재개발위원회 같은 조직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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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안

       4)   KANS와 연계하여 의과대학 저학년, 고학년, 인턴 대상으로 하는 

Academy 혹은 Camp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기 적성 확인 및 

신경외과 분야 관심 유도와 미래 전공의 지원 동기 제공과 인재 발굴 안 

       5)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중 주된 내용을 전공의와 young neurosurgeon

을 대상으로 신경외과 분야 이론 교육뿐 아니라 술기 교육(AR, VR, MR 

및 simulation 교육 포함) 및 연구와 기타 분야(인문학, 경영, 등), 개원 

준비, 미래 설계 분야 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하는 안

       6)  88시간 근무 규정에 따라 기존과는 달리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한 조기 

근무 종료나 근무지 이탈의 묵인이 어려울 것을 대비한 전문의 시험 

준비 배려 안 (현재의 연말 매주 운영하는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선, 기출

제 문제와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Pre-Test 책자 발간 및 제공, 기존의 

2~3년차 평가 시험 대신 전문의 시험 내용을 배분하여 2년차 수련 후 

기초 및 환자관리, 신경학, 영상진단 내용에 대한 시험과 4년 수련 후 시행

하는 시험에는 주로 수술 관련 이론과 술기 및 기타(전문인 윤리 등) 

내용에 대한 시험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안 등

2. 노인세부의학전문의제도 도입 추진-관리위원회 참석(7/20)

   -  2017년내 의학회 최종 논의 예정, 총16개 학회 참여

   -  학술, 수련, 고시위원회 위원 구성 

  :신경외과학회 6인 추천(박정율, 김성호, 박인성, 박익성, 김우경, 김승범)

   -  9월 20일 워크숍 개최

3. 16차 WFNS World Congress 학회 참석 보고

   -  2017년 8월 20일(수)~25일(월) 터키, 이스탄불 Vendue: Congress Center

   -  EC Meeting 참석: 8월 22일(금)~24일(일) 참석, KNS, KANS Delegate

  (참석자: 이규성, 박정율, 장태안)

   -  8월 25일(월) 정관 개정 및 차기 임원 선출 투표 참여

    ①  향후 WFNS World Congress학술대회는 4년에서 2년마다 개최하고 회장 

임기도 2년

    ②  이미 결정된 2019년 중국 베이징 학회 명칭은 이전대로 WFNS Interim Meeting

    ③ 2021 WFNS World Congress는 Columbia에서 개최(이전 결정)

    ④  이미 결정된 차기 회장인 Franco SERVADEI(Italy) 임기는 4년으로 인정, 

차기 2년

    ⑤ First Vice-President: Christopher M.LOFTUS(이전 Treasurer)

    ⑥  Second Vice-President: Basant K. MISRA(India, 이전 Secretary & 

   현 AASNS회장)

   -  2017년 8월 24일 AASNS 학회 EC Meeting(참석: 이규성, 박정율)

     : AASNS 소속 학회 신경외과의사 현황 설문지 결과 보고 등

   -  대의원을 새로 추천하는 것이 필요함

   -  타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대의원이 학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추후 이에 대한 대응안을 보고하기로 함

재무이사 보고

   - 2017년 4월~2017년 9월까지 결산 보고

보험이사 보고

의협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회신

   -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 회신   

   -  근로복지공단, 2017년‘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추천 [진동규, 

이상구(가천대), 이관성, 박승원(서울경기), 김무성(부산경남), 이승명(광주전라), 

김승민(대전충청)]          

   -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 회신(tPA 치료행위) 

   -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개정안 의견회신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질병 중증분류 보완(안)에 대한 의견 회신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회신

   -  제26차 의료행위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및 참석요청 [진동규]  

   -  급여기준 일제정비(요추퇴행성후만증 수술의 인정기준 변경) 관련 전문의학회 

의견 협조요청      

   -  배액관 고정용판 치료재료 관련 의견요청   

   - 상대가치워크샵 개최 안내 및 참석요청 [박봉진]   

   - 의견 요청(두경부 혈관종, 림프관종, 신경성종양에 MRI 급여 확대요청)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안에 대한 의견조회    

   - 국회 복지위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요청  

   - 선택진료제도 개편 관련 의견요청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요양급여 결정신청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산출 요청(3건)  

   -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 관련 현행 고시 목록상의 행위분류에 대한 의견요청 

   - 상대가치 2차 전면개편 관련 의견요청    

  : 신경외과학회에서 이의 제기 필요한 다섯 개를 선정 요청이 와서 1.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 2/3 뇌동맥류수술 단순/복잡, 4 척추 내시경수술 5. 뇌하수체 선

종복작수술 신청 함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주 관리과 변경 논의 필요 

  : 척추 유합술의 경우 신경외과에서 70%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주 관리과 변경 

요청 필요 

  :주 관리과는 의협에서 관리하므로 상대과의 협의가 필요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7-130호) 개정(안) 의견조회 

   -  보험위원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각 학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

회의 개최 안내 및 참석요청   

   -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관련 의견요청   

  :제도적 비급여 (선택 진료, 병실 차액, 간병 등등)은 어느 정도 완결 됨

  :치료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현 정부에서 추진 중임

   -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회 및 기획 재정위원회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요청 

   - 요양급여 결정신청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산출요청   

심평원

   - 2017년 제1차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 개최안내 및 참석 [진동규]  

   -“ 보톡스주”관련 의견 회신            

   -“ 연조직 재건용”관련 의견 회신       

   - 학회의견요청(제모용 클리퍼) 회신     

   -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CC Exclusion 관련 임상전문가 서문자문 요청 

   -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지속 개정을 위한 개선의견 요청    

   -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지속 개정을 위한 개선의견 요청  

   - 학회의견 요청(뇌종양의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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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위정의 검토요청(인대골화증제거술) 

   -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 재요청(경피적 근골격계 종양 냉동제거술) 

   - 의견 요청(Flow Diverter)  

   -  황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 위원 및 임상전문가 추천 관련 협조요청 [현재 임원진 연임] 

   -  의견 요청(Pocket Adapter)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제도 개선 관련 학회 의견수렴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관련 수가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협조 요청 [정진환, 문승명] 

   -  학회의견요청(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  2017년 제2차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 개최안내 및 참석요청 [진동규] 

   -  추가의견요청(품명: POCKET ADAPTER)

   -  추가 학회의견 요청         

   -“ 천막상개두술”관련 의견 요청  

   -  선별급여 항목 검토에 대한 의견요청  

   -“ 생체조직접착제 인정기준”관련 건의안 보류신청 공문 발송  

   -“ INFINITY 8CH LEAD”관련 의견 요청 

   -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GUARDIAN CRANIAL BURR HOLE COVER SYSTEM”관련 의견 요청 

   -“INTEGRA DURAGEN PLUS DURAL REGENERATION MATIRX”관련 의견 요청

   -“INVOS SOMATIC SENSOR”관련 의견 요청   

   -“AXS CATALYST DISTAL ACCESS CATHETER”관련 의견 요청  

   -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추가의견 회신    

   - 학회의견요청   

   -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학회 의견요청     

   - 학회의견요청(1회용 수술방포/멸균 대방포)   

   - 학회의견요청(품명: SPINEMASK TRACKER)   

   - 의견요청(생체조직접착제 인정기준) 

   - 학회의견요청(품명: FRED) 

   - KDRG 기타진단 중증도 반영제외(CC Exclusion) 개선을 위한 추가 의견요청 

   - 자문위원 추천 요청(KDRG) [김용배, 신준재]   

   -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 의견요청(수술중 신경생리추적감시)    

  :  신경중재술시의 수술중 신경감시 요청을 하였으며 혈관내 수술학회 의견을 

받아 제출함

   - 2017년 제3차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 개최안내 및 참석요청  

   - 입원환자 질병군 중증분류 관련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동휠체어 급여기준 및 유형분류 관련 자문 회신    

   - 욕창예방방석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 관련 자문요청  

   - 2018년도 중기보장성 세부실행과제 검토를 위한 학회자문 요청  

   - 5월 14일 임상보험학회에서 수술중신경감시 현황에 대한 구연 발표

   - MRI 급여확대 관련 학회 재요청 

의학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항목 개발 제안 설명회 개최안내 및 참석요청 [김종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뇌실질 종양에서의 BRAF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관련 학회 의견 요청 

진료심의이사 보고

1. 의료사안 회신 보고

2. 총 52건이 접수 됨. 미회신 건 포함하여 회신은 102건 이루어짐

3.  학회에서 지원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학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회원의 권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이사장)

4. 의료사안감정심의 기능 확대

 ①  의료사안감정심의 위원회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1991년 이후 의료사안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키워왔음

   ② 2016년 2300 여건 의뢰 접수 됨. 연 평균 10% 정도 증가

   ③  건수의 증가로 인해 관리운영상의 문제와 대외적인 신뢰성을 제고 및 의협의 

위상 제고를 위해 현재의 관리운영체제와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

5. 의료사안 전용 홈페이지 구축 운영 사항

   ①  2017년 6월 1일부터 약 1달간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정

할 예정임

   ②  향후 감정 위원은 부여 받은 ID를 사용하여 홈페이지에서 감정결과를 업로드

하게 됨. 하지만 검토할 자료가 많은 경우는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어려워 당분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자료를 검토해야 함

   ③  현재 감정이 접수되고 회신되는데 평균 54일이 소요된다고 함. 특히 신경외과는 

회신이 타과에 비교해서 많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임

   ④  향후 회신이 늦은 경우 1개월 이상 지체시마다 회신독촉 안내문을 1주 간격으로 

자동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로 함

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 및 운영현황

   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을 하거나 대한의학협

회를 통한 의료(사안) 감정원에 접수가 되는 2가지 경우가 있음

   ②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

   ③ 중재원은 법에 의해서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조직이 커지고 있음

   ④  현재 약 100명 정도의 자문의가 활동하고 있으며, 임상에서 활발하게 직접 

활동하는 위원 뿐 아니라정년퇴임을 하신 분들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각 학회와 연계되어 있는 의료사안감정(진료심의)은 보다 많은 감정위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대법원 법원행정처 간담회 결과보고-4월 5일, 대법원 행정처 회의실]

    -  현재 주로 대학병원급에서 진행되는 신체감정이 지연되고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해결책으로

 ① 신체감정병원 확대방안: 128개 병원에 협조공문 발송

   ② 감정료 현실화하여 참여 유도: 100% 인상

   ③ 부당 민원 관련 제도개선 추진

   ④  신체감정시 피감정인이 감정촉탁 의료기관 소속 감정의사를 상대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문구 추가 예정

   ⑤ 의료감정의 충실화에 적극 협조, 감정위원 비공개원칙 유지

   ⑥ 학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불성실한 위원 교체

법제윤리이사 보고

- 학회 조례 개정에 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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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이사 보고

[홍보위원회 2016~2017 계획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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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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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ussion환자를 억지로 craniectomy시키는 내용의 연제 

만화가 있다고 함)

  B. 대외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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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4대 질환 홍보 강화 (뇌혈관, 척추, 종양, 통증)

   (예시)  2014년 3월 척추 질환 관련 KBS 라디오 광고, 2014년 9월 뇌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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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식계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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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임

2.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섭외 활동

   - 학술 대회 외부 연자 섭외 

   - 경품 지원 요청 

3. 학술적 국민 보건의 계몽지도,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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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016년)

회원관리이사 보고

1. 신록회 골프 신청 시작함

   -  일   시: 10월 12일(목) 오전 6시 24분 3개 Course 동시 출발

   -  장   소: 한성 CC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 151)

   -  등록비:  ① 정 회 원 (그린비 140,000원 + 카트비 20,000원 = 총 160,000원) 

② 원로회원 (카트비 20,000원 + 캐디비 30,000원 = 총 50,000원)

                 **원로회원: 대한신경외과학회 현 명예회장 및 고문

   -  신청마감일: 9월 29일(금) 

   -  13개 팀 배정 예정

   -  식사비용, 참가상은 학회 지원

2. 테니스도 진행 예정임

   -  학회에서 식사와 소정의 지원

전산정보이사 보고

1. 대한신경외과학회 홈페이지 계약 완료

2.  mobile 홈페이지 개발 현황 질의(김선환): 학술대회 진행 관련한 app을 먼저 진

행하였음. mobile version 의 홈페이지도 개발하고 있음. 회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임(전산정보이사 답변)

   -  추계 학회부터 전 회원 사용가능을 목표로 진행 중임

3. 홈페이지 개설 관련 보고

   -  홈페이지는 8월 만료되어 9월부터 테스트 버전 시험 운영 가능할 예정

   -  홈페이지 바탕 사진에 대해 다양한 자료 공모 필요 수련병원 별로 분과 별로 

사진 취합하기로 함

   -  추계 학회 전까지 완료 추진 예정

4. 홈페이지 시안 검토

 (1) 대한신경외과학회 모바일앱 메뉴 구조도(학회 컨텐츠 부분)

Depth 1 Depth 2 비고

학회소개

회장 인사말

이사장 인사말

사무국

분과학회/지회
분과학회

지회

학술대회

일정

학술대회

학술대회 리스트 페이지
(2017년 추계부터 리스트에 생성됨)
학술대회 앱으로 연결되며 학술대회 
메뉴는 행사에 맞춰 별도로 구성됨

연수강좌

학회소식

학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등록 시 푸시 대상자를 구분하여
보낼 수 있는 방법 검토

보험공지

회원 경조사 메뉴 신설

구인구직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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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간

자유게시판

포토갤러리
학술대회 포토갤러리 별도 구분
(학술대회/ 연도 / 춘,추계 구분)

회원검색

Newsletter

Setting
로그인/로그아웃

push on / off

(2) 대한신경외과학회 모바일앱 메뉴 구조도(학술대회 컨텐츠 부분)

Depth 1 Depth 2 비고

학술대회 메인

1. 행사소개

2. 일정

3. 초록보기
카테고리를 어떻게 구분할 지 확인이 
필요함

4. 오시는 길

5. 대회장 안내

6. 스폰서
메뉴 추가/이외 필요하신 메뉴에 대한 
컨텐츠 추가가 가능함

7. 포토갤러리
학회의 포토갤러리에서‘학술대회’중 
해당 회차에 대한 데이터만 보여줌

8. 학술대회 
   공지사항

9. Voting
   (추구 학술위와
   논의후 진행결정)

Voting 강의 중 보팅에 참여할 수 있음

Question 강의 중 연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음

Feedback
학술대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10. My Page
    (추구 사무국과
    논의후 진행결정)

등록 내역 사전등록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나의 바코드
현장에서 바코드를 스캔하시면 네임택을
출력해 드림

관심 초록 즐겨찾기한 초록을 확인할 수 있음

나의 평점
바코드 하단에 점수가 찍히게…
페이지 통합

 (3) 앱 논의 사항

  ① 학술대회 부분에 로그인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

  ② 학회 메뉴 중 로그인이 필요한 메뉴 체크

  ③  동영상 서비스를 진행할지에 대한 의견 (동영상 서비스는 별도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필요함)

  ④  초록, 강의록, 발표자료, CV 중 앱에 공개활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확정이 

필요함: 학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초록 포함) 은 일반인 공개 하고 이상의 

부분은 회원 공개 하는 방안 제시. 프로그램북과 초록집 병행 필요함. PPT 

공개는 접수 장소에서 저자 동의를 받고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개. 동영상 공개 여부는 현실상 어려움이 있음. 학회에서 비용을 

제공하는 발표는 공개를 하고, 개인 발표는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 제안. 

다운로드 받을 때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확인 필요함. 추가로 

심도 깊게 논의하기로 함

  ⑤ Voting을 사용 여부

  ⑥ 출결바코드 사용 여부

5. 새로운 홈페이지 및 APP 계발 현황 안내

   -  새로운 홈페이지와 APP 시연 

   -  9월말까지 App 작업 완료 예정

   -  홈페이지의 경우 현재 test version 95% 완료

의료정책이사 보고

1. 수술 보조 전문간호사 제도 신설 추진 중임(보건복지부)

2. 17개 전문과목 344명 조사: 신경외과는 23명(수술 임상과 중 4위)

3. 대부분 간호사이며, 전문간호사 자격증 비율은 19.4%

4. 의료행위 위임 범위에 대한 명문화 필요(전문학회-관련단체 의견 취합)

5.  수술보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복지부 안): 3년 실무, 2년이상 교육과정 이수, 

자격시험

6. 신경외과는 중증응급환자의 비율이 매우 높음

   -  2017년 52개 병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경외과 입원환자 중 응급실을 통한 

입원환자의 비율이 35~41%임. 이는 증증응급환자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함

7. 신경외과는 응급수술비율이 외과계 중 가장 높음 

   -  2017년 52개 병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전체 수술 중 응급수술비율이 약

20%를 차지하였으나 신경외과의 경우 응급수술비율이 약41%를 차지하였음

8. 외과계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신경외과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서울대병원의 경우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 중 신경외과 환자가 약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2011년 발표)

   -  서울아산병원의 경우도 전체 중환자실 환자(심혈관중환자실은 제외) 중 신경외과 

환자가 43%로 가장 많았음(1991)

   -  원주연세대병원의 경우 전체 중환자실 환자 중 신경외과가 49.5%로 가장 많았음

(1994)

9. 중환자실 수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함

   - 2015년 대한병원협회 연구결과

   -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 원가보전율 58% 

   -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수가 원가보전율 62.2%

   - 4대 대형병원의 경우 50%

10. 신경외과가 전공의 지원기피과로 전락하는 추세

   - 2017년 1년차 전체정원의 약 90%

   - 2018년 1년차 지원현황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결론적으로 신경외과는 중증응급질환 치료 및 고난이도 중증질환 치료의 최일선

에서 고분분투하고 있으나 신경외과를 둘러싸고 있는 의료현실로 인해서 신경외

과가 전공의 기피과로 전락하고 신경외과의 역할이 위축되고 질적 수준이 저하

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일반외과, 흉부외과에 적용하고 있는 전공의 

지원기피과 수가가산(일반외과 30%, 흉부외과 100%)을 신경외과 수술에도 적용

해야 함. 중증응급진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공의에게도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지원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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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고시) 개정 관련 의견 회신 

   -  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기간 개선 의견 회신  

의협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의료 정책이 한번 입안되면 이후 고치기는 어려우므로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이사장) 

   - 제14차 의료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안내 및 참석요청   

   - 보툴리눔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집(안) 및 안내서(안) 의견조회 

   - 전기수술기용전극 품목 재분류(안) 의견조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미래보건의료 전만에 관한 설문조사 협조요청 

  [뇌혈관외과(박익성), 뇌종양(김재용), 척추(이상구), 정위기능(백선하), 소아(김상대)] 

전문병원이사 보고

1. 신경외과 병원협의회 상임이사회 및 워크샵

   - 일 시: 3월 11일(토)~12일(일)

  장 소: 경북 포항 에스 포항병원

 1) 신경외과 병원협의회 장일태 회장을 비롯한 17개 병원장, 상임이사 참석(경북 포항)

  2) 학회 발전기금 출연에 적극 협조 

    (척추, 통증의 연구, 대국민 홍보 등 기금운용의 방향을 정확하게 명시하기로 함)

  3) 제3회 병원협의회 학술대회 백범기념관에서 개최 예정(8/27)

2. 심사실명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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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개원의협의회)측에 협조 요청을 통하여 공동 대응방안 강구

    **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 특별위원회에서 각과 개원의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처하기로 함

 2) 심사실명제: 대한 의사협회 대의원 총회 안건 상정(4/22~23)

    변호사 자문: 국민 권익위원회, 규제 개혁위원회 공식 제소 검토

     -  심사관련 정보 공개를 심평원에 공식 요구하고 실명제, 책임 심사제 관련 

정책 논리 마련, 입법청원

 3) 기타: 병원위원회(3/6) 학회에 제안

     ① 홈페이지 신경외과 전문 구직, 구인란을 개설 및 활성화

     ② 신경외과 내에 사전 심사제 

    ** 척추신경외과학회, 혹은 본학회 산하 위원회 구성: 심사경험이 있으신 교수님, 

혹은 원로 교수님 등

     : 사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료, 수술의 적정성에 대하며 사전에 상의할 수 

있는 제도 신설 건의

3.  심사실명제등 위임: 유엔 아이 법률사무소와 계약 체결 및 법률적 검토 후 합당

한 곳에 제안 예정

4. 의협 보험이사, 심평원 실장 등 협조요청(5/18)

 1) 지원별 심사 내부 세부규정 공개

 2)  척추 신경외과, 정형외과 분리 심사추진: 가장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으로 

보임

 3) 심사실명제

5. 2017년 제3회 병원협의회 학술대회

 - 일 시: 8월 27일(일) 

 - 장 소: 백범 기념관

   -  진료 심의 감정 평가 시에 신중한 답변 요함. 진료 심의 위원에 개원의 추가

하는 것 고려

   - 차기 임원 회의 시 자세한 사항 파악 후 재논의 하기로 함

6. 전문병원위원회

 - 일 시: 6월 25일(일) 

 - 장 소: 대전 계룡산

     ① MRI 보험기준안에 대한 준비

     ②  입원환자 당직의사 기준에 대한 건: 200병상 이사는 당직의사 1명, 이상은 

2명 등 기준이 있는데 추후 자세히 확인 후 보고 예정

7. 학회 의료감정 (의협 진료감정위원회)

   - 강남 B병원: 신경성형술 3건(2014년 12월 9일)

   - 감정의뢰 

   - 일반적 진행과정: 법원, 검찰청 등에서 연 2,000건 정도 의뢰

  A. 감정의뢰- (1) 의협 감정심위 위원회(12명으로 구성)

              (2) 진료과별 분류 및 진료기록 심의

                    (3) 의협제출-법원제출

                  ( 시보험 회사의 병원소송 악용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 신경성형술, 동부화재/삼성화재 고주파 시술

  B. 제안 - 개원의의 감정위원 참여 및 협조

     -  공공 심사에서 입원 적응증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검사-치료 적응증에 대한 심사도 진행될 것으로 선제적 대처가 필요

하며, 상기 사안에 대한 판례가 기준으로 될 수 있어 세심한 대처해야 

함. 대학과 개원의가 각각 주로 시행하는 건에 대해서는 각각의 감정 

위원을 선정하여 심사 하도록 하는 방안 제언. (공공성을 위해 개원의 

학회 이사를 중심으로 선정 고려) 실질적으로 개원의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고도일 이사가 현황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  공식적인 보고선을 선정하여 보고되고 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8. 신경외과병원 학술대회

 - 일 시: 8월 27일(일) 

 - 장 소: 백범기념관

 (1) 의사 250여 명, 간호사, 행정직 500여명

 (2) 성명서: 대국민, 의료계(일간지, 전문지)

9. 정부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책토론 

   - 의협 집행부, 각과 개원의 대표(9/5) 

  * 의협의 기본원칙

       (1)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 보장성 

강화 

       (2) 적절한 보상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 기준 마련

       (3)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의료비와 대형 병원 쏠림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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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4) 신의료기술 도입위축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발전 저해요소 차단

       (5) 현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

       (6)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 가장 큰 문제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은 미미하고 예비비급여제도를 만

들어 의사를 비급여 처방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며 기관별

총량제, 의료비 총량제로 가기위한 포석으로 생각이 됨

   -  6.6%의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홍보 필요

특별이사 보고

1. Memorial Lecture 관한 보고

   -  작고 이사장-회장에 대해 추모식을 10분 정도 가지도록 하며,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의 경우 추천이 들어오면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논의

하는 것으로 함. 작고 회원에 대한 보고도 필요. 학술지에 알릴 점도 남기는 

방안 제안 

특별이사(발전기금관리위원장) 보고

1. 제3차 발전기금관리위원회 개최(4월 14일(금), 춘계학술대회 만찬장소)

   -  춘계학술대회 중 정책연구 선정 6개 과제에 대한 발표

  (2017년 4월 14일(금), 오후 3시 10분~4시 10분)

   -  향후발전기금 모금에 대한 논의

   -  새로운 정책 과제 공모(전공의의 수준 향상에 대한 방안 등) 예정

2. 발전기금 모금 현황(2013년 11월~2017년 6월)

   -  모금합계: 172,250,000원(140명 참여)

     * 100만원 이상 32명, 1000만원 이상 8명

     * 일시납 및 정기납 종료 누적합계 106명 153,940,000원

     * 정기납 누적합계 34명 18,310,000원

     * 6월 신청자는 없으며, 일시납으로 박진규 선생님 1천만원 입금해 주셨음

   -  잔액: 116,050,000원

   -  발전기금 추가 모금이 부진해 지고 있음. 이사장 상의하여 추가 모금에 대한 대안 

마련 예정

   -  새로운 정책과제 공모 공문 발송

3. 2017년도 정책과제 관련 안내

   -  발전기금관리위원회 2017년도 정책과제 선정과정 및 결과발표

   -  총 12개의 과제가 접수됨

   -  총 5개 과제 선정함. 총 지원액은 40,000,000원 예정임

   -  정책 과제가 학회의 통상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원칙 수립 

요함

   -  PA/SA 정책 과제는 학회 무임소이사 진행 중인 정책으로 무임소이사와의 업무

분담 등 추후 논의 필요함

   -  추후에는 구체적인 정책 주제를 학회에서 정하여 공모를 하는 방안 제시

특별이사(학술상) 보고

1. 추계학회 학술상 시상(총 8 개)

 1) 학술상 종류

   -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상(전체)

   -  우정현 학술상(전체)

   -  이헌재 학술상(혈관)

   -  심보성 학술상(종양)

   -  정환영 학술상(척추)

   -  이영우 학술상(기초)

   -  주정화 학술상(Young)

   -  임언 학술상-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함

 2) 시상일시: 10월 12일(목) Presidential Dinner(7개) 

                  10월 13일(금) Gala Dinner (1개: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상)

 3) 심사 논문: 27개

 4) 심사 일정: 9월   8일(금)~9월 24일(일)까지 심사 완료

                   9월 27일(수) 학술상위원회 회의

                   9월 29일(금) 까지 학술상 선정 완료

 5) 심사 방법: 학술상 규정과 조건에 맞추어서 학술상 위원회에서 시행

특별이사(전임의제도연구위원회) 보고

   -  8월 31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신경외과 전임의(fellow)실태 조사 실시

   -  9월 8일까지 미회신 수련병원 실태 재조사, 9월 자료 취합 정리

   -  10월~11월 전임의 대상 설문조사 예정

   -  10월 10일 공청회 예정으로 많은 상임 이사 참석 독려

별정직(학술지편집위원장) 보고

1. IF 포상 관련 보고

   - 장려금 지원 중단

2. 분기감사 보고

   - (완료된 업무): 출판사 변경완료(ML->진기획) / 논문 web site 및 xml 의뢰 업체 

  변경 계약 완료, (ML→M2 community, xmlink→M2 community) mobile 검색 가능

   -  (진행 업무): 논문 투고시스템 변경 준비 중(kin-net → M2 community) / JKNS 

논문 인용지수(IF)의 향상에 기여한 저자 장려금 준비 중 중단 예정 (연합뉴스에 

학회에서 매수를 통해 IF를 조작하려 한다는 뉴스가 발행된 것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학회지에서(26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런 제도를 시행

하지 않는 것으로 함(우리 학회지는 상기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었음)

   -  이사님들께 JKNS 의 논문을 국제 학회지 논문 출판시에 적극 인용해 주시길 

당부함

   -  교수 진급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학회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 당부함

   -  (향후 업무 계획): 11월 학술지편집위원회 변경 예정

특별위원회(상대가치위원장) 보고

   -  상대가치점수개정에 관한 보고 

   -  척추 관련 분야의 상태가치 점수 증가가 있었으며, 혈관-감마나이프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 감소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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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미래위원장) 보고

안건: 현재의 위기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4대 전략 목표를 구체화

1. 시대요구에 맞는 신경외과의사 상 확립(교육)

   -  바르지 못한 의료행위에 대한 신경외과의의 규제, 올바른 비젼을 통해 미래의 

의사상을 제시하는 방안

   -  신임 전공의, 신임 전문의를 위한 소통의 공간을 만든다.

   -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건- 신경외과 전공의 초과근무수당 제안

2. 협력하고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는 열린 학회(참여)

   -  신경외과 60주년을 대비하여 학회의 비전 및 핵심가치에 대한 회원간의 홍보가 

중요: 수련 교육기관에 홍보. 포스터 제작

   -  각 회원에게 이메일 공지

   -  학회 홈페이지에 비전과 미션을 알리는 팝업창을 첫 화면에 고정배너로 위치하게 

하여 홍보

 

3.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연구하는 학회(연구)

   -   인공지능, 빅데이터 치료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마련

   -  학회 규모를 국제화 하여 개발도상국 신경외과의사 참여 독려와 교육

4. 건강한 사회 구현 및 인류 건강증진에 기여(진료 및 봉사) 

   -  진료와 봉사: 의료봉사단 조직, 신경외과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루트(단체)를 만들자

      ** 향후 이러한 계획들은 이미 정해진 비전과 미션에 부응하여 차분하게 고민

하는 게 중요

감사 보고

1. 세무사 선임은 추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됨

2. 회무감사: 학술(우수 질문자 시상 고려 필요), 학술지(IF 제고를 이한 노력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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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식 

가톨릭대 신경외과학교실

1. 2017년 제6회 전공의와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 성료

 일 시 : 2017년 5월 13일(토)

 장 소 :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세미나실

2. 2017년 10th Catholic Neurosurgery Update 성료

 일 시 : 2017년 7월 8일(토)

 장 소 :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강당

   가톨릭대학교 신경외과학교실에서는 2017년 제10차 Catholic Neurosurgery 

Update Symposium을 성료하였다. 뇌종양, 두개저수술, 뇌혈관질환, 척추

질환 등 다양한 신경외과 분야에 관련하여 교실 내외 저명한 연자들을 모시고 

다양한 시각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하였으며 올해 8월 정년을 앞두고 

계신 인천성모병원 박영섭 교수님과 2월 퇴직하신 여의도성모병원 이경진 

교수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기념하고자 두 분 교수님의 특별 강연 시간을 준비

하였다.

3. 이상원 교수님 퇴임 

   가톨릭의대 이상원 교수(전임 대한신경외과학회장 역임)께서 정년퇴임 후 

3년간 명예교수로 성빈센트병원에서 근무하다 2017년 8월 31일부로 병원을 

떠납니다(2017년 8월 18일 원내에서 퇴임학술대회를 가짐). 교수님께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의정부시 소재 센텀병원에서 새로운 환자 진료를 시작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바랍니다.(의정부 센텀병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519번길 2-29, 전화 : 1588-7516)

경북대병원

1.   경북대병원 박재찬 교수가 2017년 5월 급성 뇌경색의 최신 치료 지견을 
망라한 영문판‘Acute Ischemic Stroke’을 출판했다. 의학 및 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 출판사인 미국 스프링거(Springer) 출판사의 의뢰를 받은 

박 교수는 급성 뇌경색에 대한 임상 경험과 연구 경력이 풍부한 임상 및 연구진

으로 집필진을 구성했다. 집필에는 서울대 이승훈 신경과 교수, 김정은 신경

외과 교수, 손철호 영상의학과 교수와 연세대 김병문 영상의학과 교수, 경북대 

황양하, 김용원 신경과 교수, 박재찬, 강동훈 신경외과 교수, 양동헌 순환기내과 

교수, 권순학 소아과 교수, 전남대 윤웅 영상의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 책은 

급성 뇌경색에 대한 Multidisciplinary Management를 강조하여 질환의 생리

부터 내과적 치료, 혈관 내 치료 및 외과적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2.   2017년 8월 박재찬 교수가 경북대병원 생명의학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시작하였다. 박교수는 지난 3년간 경북대학교 연구중심병원 심뇌혈관

질환 연구유닛 책임연구자로 활동해 왔으며, 이제 연구중심병원 총괄 연구책

임자를 겸하게 되었다. 

고려대 구로병원 

정흥섭 교수님 정년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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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 30일(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대강당과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고려대학교 신경외과학교실 정흥섭 교수의 정년퇴임식을 

거행하였다.

   정흥섭 교수는 1985년 고려대학교 신경외과학교실에 부임하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구로병원 과장, 고려대학교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등을 역임

하며 교실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대한신경외과학회와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등의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일본 나고야대학과 미국 Cleveland Clinic 연수 이후,  

대한신경외과학회 진료심의위원 및 고시위원, 대한신경외과 서울-경인지회 

총무와 회장 등을 역임하여, 우리나라 신경외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고려대안암병원

1. KU Neurosurgery Update Course 개최 예정

 일 시 : 2018년 3월 3일(토)

 장 소 : 고려대학교의과대학 유광사홀

2. 박정율 교수 : 고려대학교 최첨단융복학의학센터추진본부장
 고려대학교의료원 비전 2025 건축/건설/디자인 추진 TF 팀장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회장(2017년 5월~)

 고려대학교중앙학원재단 공로표창(2017년 5월 1일)

서울대병원

학술행사

1. 일 시 : 2017년 5월 18일(목)~20일(토)
 학술행사 : The 10th Kyoto-Seoul-Taipei Neurosurgical Friendship Meeting 

 장 소 : Japan, Kyoto University

2. 일 시 : 2017년 6월 10일(토)
 학술행사 : 전공의 Cadaver workshop

 장 소 :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육관4층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1.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 update

 일 시 : 2017년 4월 29일(토)

 장 소 : 순천향대 부천병원

   과거 신경외과 동문을 위한 강의와 신경외과 전공의 1년차의 입국식을 같이 

시행해오던 순천향 신경외과 동문연수강좌가 좀 더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모습

으로 나아가기 위해 순천향 신경외과 update로 개명하고 학술적인 내용을 

강화하여 2회째 연수강좌를 개최하였다. 작년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올해

에도 학술적인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명망 있는 외부 대학교 

교수님들과 본교 신경외과 교수님들을 강사진으로 모시고 성공적인 연수강좌를 

개최하였다.

2. 정제훈 교수 외국연수 후 귀국

 일 시 : 2017년 8월 16일(수)

 장 소 : 순천향대부천병원

   2016년 9월에 미국 스탠포드병원으로 장기연수를 떠났던 정제훈 교수가 1년

간의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Jon Park 교수의 지도하에 척추골다공증에 

관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였으며 8월 2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3. 신경외과 명예회장 이인수 교수님 별세

 일 시 : 2017년 8월 16일(수) 

 장 소 : 순천향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대한민국 신경외과의 원로이시자 순천향대병원 신경외과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이인수 교수님께서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다. 고인은 1926년 평북 의주 

출생으로 1974년 순천향대 부속병원 개원과 함께 신경외과 교수로 근무를 

시작하여 1975년 과장으로 취임하였으며, 1978년 주임교수를 역임하였다. 

1982년부터1991년까지(5대~8대) 순천향대 부속병원의 병원장을 역임하였

으며, 1991년 병원장을 사임하면서 정년퇴임을 하였다. 고인은 정년퇴임 후

에도 후학의 배움을 위하여 사비를 출현하여 학술상을 만들고 고인의 호를 따라 

낙천의학학술상으로 명명한 후 후원하였으며, 현재까지 매년 후학들에게 이 상이 

수여되고 있다. 1989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 받은바 있으며, 고인은 대전 

현충원에 안치되었다.

연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1. 교실발전 세미나 개최

     2017년 4월 29일(토) 연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교실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오전에는 초청특강에 이어서 사전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가감 없이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설문조사는 전공의, 간호사를 포함하여 전체 교실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타 대학 외부 교수에게도 설문조사를 요청하여 연세의대 신경

외과에 대한 대외적인 시각과 객관적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아울러, 오후에는 강사, 전공의, 간호사 등 직군별로 의견을 취합하여 신촌, 

강남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발표한 후 직군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2. 모야모야 건강강좌 개최

     2017년 5월 13일(토) 제5회 세브란스 모야모야 가족을 위한 건강강좌가 연세

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강의는 모야모야병에 대한 질환 

설명부터 치료와 관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특히, 수술 후 재활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3. 신입 전공의 입국식

     연세의대 신경외과학교실은 2017년 5월 16일(화) 신입 전공의 입국식을 개최

하였다. 2017년도 신경외과 레지던트 1년차로 들어온 6명의 전공의(자병원 

포함)에게 신경외과에서 수련 받게 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학문과 연구 및 

임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격려의 자리가 되었다. 

아울러, 이번행사에서는 신입 전공의 전원에게 요만 1질(총 4권)을 증정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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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0주년 심포지엄 개최

       2017년 5월 20일(토) 연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 학술대회에서는“3D Endoscopic Skull Base 

Surgery”를 주제로 하여 국내외 석학들의 경험과 식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프랑스의 Lariboisiere 병원의 Sebastien Froelich, 일본 Kaken 

Hospital의 Naikatus Saeki, Teikyo University School의 Kenichi Oyama 선생님의 

Endoscopic Skullbase Surgery에 대한 3D 특강이 함께 준비되어 있어 토론과 

교류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2부 순서로 이어지는 저녁 만찬에서는 

60주년 교실사 작성 보고, 고 이규창 명예교수 추모 및 업적 발표, 김근수 강남

세브란스 병원장님의 전공의수료 25주년 회고 발표가 있었으며, 동문 선생님의 

신경외과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전달식 등이 이어졌다. 

5. 뇌연구소 심포지엄 개최

      2017년 7월 8일(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뇌연구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정신 외과 수술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내의 여러 센터에서 임상적 경험을 서로 교류하였으며, 정위

기능 신경외과 분야의 최신 지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아울러, 

박용구 교수님의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자리로 그간의 업적을 기리고 

영예로운 퇴임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는 자리가 되었다.

인제대 부산백병원

학술행사

 제11회 청송인제NEUROSURGERY UPDATE

 일 시 : 2017년 6월 17일(토) 10시 30분~17시 20분

 장 소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1층 대강당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외과

1.     현재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이신, 김재민 교수님이 한양대구리병원원장에 
연임되셨습니다.

2.   새로 개설한 병원, 치료센터 등 홍보 : 2017년 7월 26일 한양대구리병원신관을 
증축하여 외래 및 건강검진센터가 확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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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1.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개최

 일 시 : 2017년 3월 5일(일) 7시 30분

 장 소 : 고려대학교 의대 본관 316호실(유광사홀 3층)

2. 대한노인신경과학회 1차 임원회의

 일 시 : 2017년 4월 21일(금) 7시

 장 소 : 수원 CC(3팀)

3. 대한노인신경과학회 2차 임원회의

 일 시 : 2017년 5월 10일(수) 18시 30분

 장 소 : 순화동대한신경외과학회회의실

 안 건 : 임명장 수여 및 10대 노인신경외학회 사업계획

4. 치매특별위원회 1차 회의

 일 시 : 2017년 6월 13일(화) 18시 30분

 장 소 : 서울역 티원

 안 건 : 치매 정책과제 시행방안 논의, 치매관련 학습

5. 대한노인신경과학회 3차 학술집담회

 일 시 : 2017년 6월 26일(월) 19시

 장 소 : 서울플라자호텔 22층 오팔룸

 강 의 : Risk factor control for stroke prevention (이화대신경과 김용재)

증례발표

 고령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뇌혈관증례 : 가톨릭대 박익성

 고령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척추증례 : 가톨릭대 조정기

6. 대한노인신경과학회 4차 임원회의 및 학술집담회

 일 시 : 2017년 9월 1일(금)~2017년 9월 2일(토)

 장소 및 숙박장소 : 대구수성호텔

 집담회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f interesting cases”

     - 리리베아(Lyribear) 소개 <경희대 김승범>

              - Recurrent acute stroke due to occlusion of same site in elderly 

  <영남대 장철훈>

               -  A case of recurrent in-stent thrombosis after carotid angioplasty 

and stenting in elderly patient  <경희대 신희섭>

학술 행사

1. 제27차 대한뇌종양학회 정기학술대회

 

  
  지난 2017년 6월 23일(금)~24일(토) 양일간 웨스틴조선호텔 부산과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에서 회원분들의 성원과 참여로 정기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

었습니다. 222명이 등록을 하였고, 스위스, 일본 및 중국의 유수의 해외 연자를 

비롯하여 국내 뇌종양 분야의 뛰어난 연자분들을 모시고 뇌종양 치료의 최신 

지견을 배울 수 있는 학술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예정된 학술 행사

 2017년과 2018년 예정된 학술 행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날짜 행사명 장소

2017년 12월 8일(금) 제1차 증례집담회 미정

2018년 2월 2일(금)~3일(토) 제12차 동계학술대회 무주리조트

4월 27일(금)~28일(토) 제2차 증례집담회 미정

6월 29일(금)~30일(토) 제28차 정기학술대회 전남대학교 화순캠퍼스

임원 현황

  2017년 7월 대한뇌종양학회는 회장 정 신 교수님을 주축으로 27대 임원진을 

구성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원진 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회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말 및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27대 대한뇌종양학회 임원진/총 38명 + 간사 5명)
회장단 회  장 정  신(전남대) 차기 회장 김정훈(울산대) 차차기 회장 유 헌(국립암센터)

감  사 홍창기(연세대) 송영진(동아대)

상임운영위원

총무위원 장종희(연세대) 학술위원 김선환(충남대) 국제교류
이창훈
(원자력의학원)

지명위원 이선일(인제대) 재무위원 서의교(이화여대) 회원관리 설호준(성균관대)

기획위원 권정택(중앙대) 홍보위원 김승민(을지대) 회칙위원 박봉진(경희대)

학술지간행 황정현(경북대) 의료정보 조성진(순천향) 보험위원 곽호신(국립암)

진료심의 이기택(가천대) 연구위원 남도현(성균관) 역사위원 전신수(가톨릭)

다기관임상 강신혁(고려대) 교육위원 박철기(서울대) 국제학술지원 차승헌(부산대)

대외협력
(WFNO)

홍용길(가톨릭)
대외협력
(KSNO)

정동섭(가톨릭)
대외협력
(KSBS)

문경섭(전남대)

대외협력
(KSPNO)

강석구(연세대)
대외협력
(감마나이프)

김세혁(아주대) 교과서편찬 김재용(서울대)

미  래 조원호(부산대)   

회장특별
자문위원

김오룡(영남대)
정진명(경상대)

김창진(울산대)
김충현(한양대)

강동기(파티마)
이채혁(인제대)

김영규(충북대) 최하영(전북대)

간  사
총  무 양승호(가톨릭) 학  술 김용휘(서울대) 교과서편찬 김의현(연세대)

보  험 박경재(고려대) 김진욱(서울대)  

THE KOREAN SOCIETY OF GERIATRIC NEURO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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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업무 및 계획

  2017~2018회기, 제27대 집행부가 임명되어 다음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 회원 간 친목 도모, 2) 뇌종양 

학술활동 강화, 3) 뇌종양 한글 교과서 편찬, 4) 대한뇌종양학회와 대한신경종양

학회의 유기적 협력 및 고유의 역할 정립

 **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Korean Society of Cerebrovascular Surgeons

대한뇌혈관외과학회

1. 대한뇌혈관외과학회  A Hands-On Cadaver Workshop

 일 시 : 2017년 7월 6일(목)~8일(토)

 장 소 : 화순 전남대병원 해부학실습실

  

 

   

2. 대한뇌혈관외과학회 Young Neurovascular Surgeon’s Meeting

 일시: 2017년 8월 19일(토)

 장 소: 한미타워 2층 파크홀

 참 석: 97명

분과학회 소식

1. 제31차 정기학술대회

  2017년 9월 15일~16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분과학회 

6개가 주축이 된 학술프로그램과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30주년을 맞이하여 

비전선포식 등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20개 대학병원 및 척추

전문병원에서 학회기간 전후에“척추건강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대국민을 

대상으로 신경외과와 척추신경외과의 위상강화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2. 향후 예정 학술행사

학술대회명 날짜 장소

대구경북지회 제5차 증례토론회 
및 제2차 연수교육

10월 24일(화) 경북대 병원 10층 대강당

대한척추신경외과 기초연구회 
제8회 정기학술대회

10월 28일(토) 삼성의료원

제7차 호남지회 학술대회 10월 28일(토) 미정

부산울산경남지회 연수 교육 및 
송년회

11월 17일(금) 미정

2017 KOMISS International 
Symposium for Endoscopic 
Spine Surgery & Cadaver 
Workshop

12월 1일(금)~3일(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 연세대 은명
대강당 및 수술해부교육센터

대구경북지회 제6차 증례토론회 
및 송년회

12월 5일(화) 미정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분과연구회 및 지회 임원 개편

1.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신임 회장 이승명(2017년 6월~)

2. 대한경추연구회: 신임 회장 김기정(2017년 7월~)

3. 부산울산경남지회 창립: 초대 회장 정용태(2017년 2월~)

기타

1.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분과 학회·연구회 및 지회 간담회를 2017년 3월 21일 

파크루안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5명의 분과 학회, 연구회 임원들이 참석하였고, 

각종 현안 및 향후 중장기 사업 계획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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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2017년도 춘계 척추건강 심포지엄을 2017년 6월 4일 

여주 페럼 CC 에서 개최하였고, 23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3.   한국후종인대골화증환우회 제11차 정기총회 강연회를 2017년 6월 17일 켄싱턴

리조트 지리산남원 대연회장 에서 개최하였으며, 학회에서 조용은 회장님과 주창일, 

박종태 교수님이 참석하여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4.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시지바이오 MOU 협약식을 2017년 5월 19일 진행하였으며, 

시지바이오에서 매년 기초학술상으로 2천만원 후원을 협약하였습니다.

5.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 후원금 전달식을 2017년 5월 31일 서초동 연구재단 

사무실에서 진행하였으며,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대국민 척추

건강 캠페인 후원금 1천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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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1. 제24회 대한신경손상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신경계 간호사 연수교육

  지난 2017년 5월 27일(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내 존슨홀에서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정기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 대한신경손상학회 추계 심포지움

 날 짜 : 2017년 9월 1일(금)~2일(토)

 장 소 : 오크밸리(강원도 원주 소재) 

임원현황

회장단 회장 조병문(한림대)   차기회장 양희진(서울대)   부회장 유도성(가톨릭대)  

상임
이사
 및
간사

총무 조성민(연세원주대)/간사 강석형(한림대) 학술 김종현(고려대)/간사 전형준(한양대)

재무 문승명(한림대)/간사 이선호(성균관대) 회원관리 김현우(건양대)/간사 박은석(울산대)

보험 김용배(연세대)/간사 전홍준(한림대) 학술지편집 황선철(순천향대)/간사 최   일(한림대)

수련교육 김석원(조선대)/간사 김종연(연세원주대) 국제화추진 김세혁(아주대)/간사 유남규(아주대)

감압 개두술 유도성(가톨릭대)/간사 조광욱(가톨릭대) 뇌압연구 조진모(관동대)

척수손상연구 하   윤(연세대)/간사 이창규(계명대) 권역외상센터 서보라(목포한국)/간사 윤정호(단국대)

국책-대외협력 조원호(부산대)/간사 최혁진(부산대) 기획 조정 이상구(단국대)/간사 심유식(인하대)

간호분과 정선자(한림대) 재활의학분과 김명옥(인하대)

기초의학분과 황인구(서울대) 신경영상의학분과 손철호(서울대)  

상임
이사
 및
간사

정신건강의학분과 우성일(순천향대) 교과서편찬 공민호(서울의료원)/간사 이창현(인제대)

학회사편찬 박관호(중앙보훈) 장애평가 이상구(가천대)

신경손상데이터뱅크 장인복(한림대)/간사 남택균(중앙대) 회칙 개정 및 관리 정진환(한양대)

홍보 주성필(전남대) 전산 및 홈페이지 관리 최승원(충남대)

법제 유찬종(가천대) 임상시험 한인보(분당차)

개원의 황장회(성모다인),김문철(에스포항) 정보 엄기성(원광대)

임상진료지침 김문규(울산대)/간사 정규하(고려대) 군진신경손상 윤상훈(국군수도)

고문변호사 박균제(충정법무법인) 감사 윤정호(단국대)

특별
상임
이사

이승명(조선대), 권성오(구미차), 오성한(분당제생), 이상평(제주한라), 류재광(목포한국), 송근성
(양산부산대), 염진영(충남대), 조용준(한림대), 이정길(전남대), 박인성(경상대), 김정은(서울대), 
박종태(원광대), 이장보(고려대), 박승원(중앙대), 허   원(부산보훈병원), 권정택(중앙대), 정유남
(제주대), 김경태(경북대), 조도상(이화여대), 이정호(대구파티마), 윤영욱(고려대), 박윤례(고려대)

이사
박성현(경북대), 김선환(충남대), 윤석만(순천향대), 이내섭(광주기독), 이진석(가톨릭대), 김민수 
(영남대), 정현호(연세대), 한영민(가톨릭대), 은종필(전북대), 이종수(대전선), 이선일(인제대), 주창일
(조선대), 이상원(부산대), 홍재택(가톨릭대), 박진훈(울산대), 이상복(가톨릭대), 김일섭(가톨릭대)

간호
이사

김정희(울산대), 용미숙(한림대), 서숙진(아주대), 양현정(한림대), 이선영(서울대), 한인선(서울대),
박양희(가톨릭대), 김미란(고려대)

학회 활동 소식

1. 학회 로고 변경

 미래 지향적인 학회 발전을 위해 로고가 변경되었습니다.

2.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인준

                                         2017년 3월 28일자로 회원(학회)가 되었습니다.

3. 대한신경손상학회지와 대한척수손상학회지의 공동발행 협약 체결

      2017년 4월 17일, 양 학회를 대표하는 회장, 

총무, 및 학술지편집이사님이 회의를 하여 공동 

발행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4. 위원회 신설

 학회 번영을 위해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 감압 개두술 연구회

  - 권역외상센터 위원회

  - 정신건강의학분과

  - 신경영상의학분과

  - 기초의학분과

추진 업무 및 계획

1. Myanmar-Korea 협력 교육프로그램

 기 간 : 2017년 9월 1일(금)~11월 30일(목)

 기 관 : 에스포항병원

 수련인 : Nyein Latt Han,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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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학회 강연자 추천 

  학술대회 주최측으로부터 유수한 강연자 추천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천하였

습니다. 

  학회명 :  The 23rd Annual Meeting of the Japan Society of Neurosurgical 

Emergency

    개최일 : 2018년 2월 2일(금)~3일(토)

    강연자 : Brain - 조원호(부산대), 윤정호(단국대), 서보라(목포한국병원)

           Spine - 하   윤(연세대), 이선호(성균관대), 김상현(아주대)

3. 학회 홈페이지 개편

 홈페이지 재구축중이며, 8월 중 오픈 예정입니다.

4. 교과서 신경손상학 개정3판 편찬 

 신경손상학 2판을 교과서편찬위원회에서 개정 작업 중입니다.

학술행사

1. 제 17차 세계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17thQuadrennialmeeting of WSSFN)

  지난 2017년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는 세계정위기능신경

외과학회(WSSFN) 행사가 개최되었다. 4년마다 열리는 이 학술행사에 40명이 

넘는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본 분과 학회의 활동과 

임상 및 연구의 우수성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이신 장진우 교수는 세계학회 

총무로 활동해 왔는데, 금년에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다음 세계 학회 및 

학술 행사를 한국에서 2021년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

학회 회장인 안영환 교수가 Continental Vice-President로 위촉되어 우리 학회

의 세계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었다. 

 

2.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송년집담회

 일 시 : 2017년 12월 1일(금)

 장 소 : 연세대학교 신촌암병원 지하3층 서암강당

3.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운동질환 심포지엄

 일 시 : 2018년 1월 26일(금)

 장 소 : 미정

4.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전야제

 일 시 : 2018년 3월 30일(금)~31일(토)

 장 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 연구원 1층 대강당

 

학술행사

1.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ASCENT 2017 
 (The 12th Annual Summer Conference Endovascular Neurosurgical Therapy)

 일 시 : 2017년 6월 16일(금)~17일(토)

 장 소 : 제주도 메종글래드호텔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ASCENT 2017은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2017년 6월 16일

~17일 양일간 진행되었다. 간호사, 방사선사, 전공의, 기업회원 포함 총 196명이 

등록하였고, 마지막 날 휴식시간까지 초과해가면서 열띤 토론 속에서 마칠 수 

있었다. 작년에 이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Interactive Session은 더욱 성숙한 진행이 

이루어졌고, 6명의 Young Gun들이 My First Case Session에서 가슴 졸이던 첫 

경험을 발표할 때는 모두 초심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날로 발전하는 SKEN의 

위상을 느끼며 모두 행복한 제주의 기억을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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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KEN 월례집담회(매월 첫주 금요일) 

 일 시 : 2017년 7월 7일(금) 

 장 소 : 순화동 대한신경외과학회회의실

  회원 30여명/기업회원 15명이 모여 최근에 시행한 흥미로운 증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일 시 : 2017년 9월 1일(금) 

 장 소 : 계명대 동산병원 별관 1층 회의실

  회원 30여명/기업회원 15명이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최근에 시행한 흥미로운 

증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3.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합동연수강좌

 일 시 : 2017년 9월 8일(금)

 장 소 :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와 대한뇌혈관외과학회의 2017 합동연수강좌가 9월 8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150여명의 회원이 모여 

뇌혈관질환의 최신지견을 공유하였고 의료인공지능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초청강사의 특강이 있었다. 작년에 이은 Beginner를 위한 비디오 세션 등은 

좋은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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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교육위원회

1. 2017년 신임전공의 Workshop

 일 시 : 2017년 4월 1일(토)~2일(일)

 장 소 : 천안 테딘패밀리 리조트

2. 제2차 수련 교육 위원회

 일 시 : 2017년 4월 1일(토)~2일(일)

 장 소 : 천안 테딘패밀리 리조트

 안 건 : 연차별 전공의 수련 규정 개편안 확정

3. 2017년 전공의 중간평가

 일 시 : 2017년 4월 29일(토)

 장 소 :   각 지역별 7개 장소(계명대,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충북대)

4. 제3차 수련 교육 위원회

 일 시 : 2017년 5월 19일(금) 18시 

 장 소 : 학회 사무실

 참석자 :  김성호, 강희인, 고은정, 김상돈, 김석원, 박용숙, 양승호, 유찬종, 이형중,      

     최승원, 김승범

5. 2017년 수련실태조사

 일 시 : 2017년 6월 19일(월)~7월 7일(금)

  장 소 : 수련병원 85곳(신규 신청 병원 포함)

6. NeuroSurgeon Hands-on Workshop OR 전공의 수술 술기 워크샵

 일 시 : 2017년 7월 22일(토)~23일(일)

 장 소 : Osong CCI

 내 용 : 20명의 전공의 참석 

     Shunt, Navigation, Intraoperative Monitoring, Drill Technique에 대하여 

Workshop 시행

7. 제4차 수련교육위원회 

 일 시 : 2017년 7월 26일(수) 18시 30분

 장 소 : 대한신경외과학회 사무실(중구 순화동 포스코 더샵) 

 참석자 :  김성호, 강희인, 김대현, 유찬종, 이상구, 최승원, 고은정, 김상돈, 김석원,  

      김승범

학술지 편집위원회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JKNS)의 Impact Factor 점수가 작년

대비 0.109 올라 0.708가 되었습니다. JKNS에 언제나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인용을 해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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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동정

회원소식

1. 김국기 교수

 (1)    2017년 2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되어

   매월2회 회의 주관.

 (2) 2017년 3월 함춘대상 수상 

   함춘대상은 서울의대 동창 가운데 자기 생애를 통해 학술연구나 의료봉사, 

사회공헌 부문에서 인류복지 증진에 현저히 공헌한 동창에게 수여하는 상이며 

김국기 명예교수(67년 졸)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에 37년간 근무

하며 대한신경외과학회장 및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대한

의학회 및 의협에서 감사, 대한의사협회 중앙 윤리위원으로 의협반전에 공헌

하였고 정부 각 부처(국토해양부 공제분과 위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

보훈처 고용노동부, 복지부 병원평가 등)의 심사업무에 참여하여 국민복지에 

기여하는 등으로 사회공헌부문상을 받았다.  

 (3) 2017년 5월“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2017개정)”서 발간

   2015년 10월 대한의사협회의사윤리지침 

및 강령개정 TF위원장을 맡아 1년 반에 걸쳐 

18명의 위원과 함께 개정작업을 완료하여 

2017년 4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통과하여 11년 만에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의사윤리강령은 10개항으로 윤리지침은 

45개조로 구성되었고 내용의 설명은 대한

의사협회지 2017년 1월호에 게재되었다.

  “존엄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은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최선의 진료환경

을 만들기 위한 지향점이 더욱 중요하다”

면서“외부규제나 징계로 해결하기보다는 

의사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의업에 종

사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윤리 의식을 

고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2. 장진우 교수, 세계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WSSFN) 차기회장 선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학교실 장진우 교수(사진)가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 17차 세계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World Society for 

Stereotactic & Functional Neurosurgery, WSSFN)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장 교수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오는 2019년부터 2년 

임기로 학회를 이끌며, 2021년 한국에서 개최 될 19차 

세계학회도 주관한다. 

  세계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는 1961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창립됐다. 파킨슨병, 

뇌전증(간질), 치매, 통증, 정신질환 등 난치성 신경계 질환 치료분야 발전을 위해 

全 세계 신경외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이 포함되어 있다. 

17차 베를린 세계학회에는 총 67개국에서 1천여명이 넘는 신경외과 전문의, 

뇌공학자, 뇌과학자 등이 참여했으며 500여명에 달하는 연구기관 및 연관기업 

관계자도 동참했다. 

  정위기능신경외과학은 신경 해부 등 기초의학에 뇌 과학과 공학 기술이 결합된 

첨단 학문분야로 단순한 퇴행·난치성 뇌질환 치료를 넘어 뇌 기능 이해를 통한 

인류의 건강한 삶 추구를 목표로 한다.

  장 교수는“선진 각국에 비하여 부족했던 국내 임상 뇌과학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국내 임상 및 기초 뇌과학 

분야의 학문적 활성화로 지금도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삶의 희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보직변경, 취임 및 퇴임

김성림(부천성모병원): 수련교육부장 임명(2017년 9월 1일)

김재민(한양대 구리병원): 한양대구리병원 원장 연임

박세혁(한림대 강동성심병원): 대한신경외과 초음파학회 회장 취임

박재찬(경북대병원): 생명의학연구원 원장 임명(2017년 8월)

박정율(고려대 안암병원):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회장 취임(2017년 5월)

손병철(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과장 임명(2017년 9월 1일) 

신용삼(서울성모병원): 대외협력부원장 임명(2017년 9월 1일)

이태규(의정부성모병원): 신경외과 과장 임명(2017년 9월 1일) 

장진우(연세대병원): 세계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WSSFN) 차기회장 선임 

전신수(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장,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겸직) 연임(2017년 9월 1일)

정흥섭(고려대 구로병원): 정년퇴임(2017년 8월 31일)

조병문(한림대 강동성심병원): 대한신경손상학회 회장 취임

팽성화(인제대 부산백병원): 부산백병원 진료협력센터 부소장, 국제클리닉 소장

하은진(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중환자진료) 진료 교수

근무지 변경

이상원: 성빈센트병원에서 정년퇴임 후 의정부 센텀병원으로 변경(2017년 9월 1일)

해외연수

김성태(인제대 부산백병원): 미국 스탠포드대학 1년 해외연수(2017년 9월 1일 ~8월 31일)

문홍주(고려대 구로병원): Washington University, St. Louis, MO, USA 연수

        (2017년 9월 1일~2018년 8월 31일)

박성배(서울대 보라매병원): Department of Biostatistics in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2017년 8월 1일~2018년 7월 31일)

부고

故 이인수(순천향대 부천병원): 별세(2017년 8월 16일)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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