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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경외과학회소식



불철주야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치료, 후배 양성 그리고 학문 연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하여 일년간 회장직을 맡게 된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청지

기가 되어 한 신경외과학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신경외과학회는 신경외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법정 단체입니다. 이런 우리 학회의 힘의 원

천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화합된 힘을 바

탕으로 학회는 학문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전 회원의 학문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이 나

라 신경외과 치료기술의 발전과 연수교육을 통한 학문의 지속적 계승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

다. 저는 이와 같은 우리 학회의 사명을 위하여 회장으로서 맡은바 직무를 다할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회장 및 이사장제도를 도입하여 그 동안 잘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회장과 이사장의 업무차별화와 외적 표성을 가지고 필요이상의 학회의 기력을 낭비하 습

니다. 학회 존재의 필요성이 회원들을 위한 것일진 이해와 관용으로 화합하여 임원으로서 주

어진 업무에 전력을 다하면 될 것을 그와 같은 것들이 전체회원들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2007년 총회에서 회장에 임하면서 이사장의 업무를 적극 협조하고 조언자로서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학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 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목소리

를 귀담아 듣고 이를 반 하는 신문고 역할을 하겠다고 하 습니다. 

회원여러분학회의도움이필요하거나학회발전을위하여조언하고자하는사항이있으면서슴

없이제가마련한북을두드려주세요. 저는여러분들의소중한목소리에귀를기울이겠습니다. 

한 신경외과는 금년에 2013년도 세계신경외과학술 회 유치에 성공하 습니다. 이는 우리

학회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첨단 위치에 있다는 것의 인증이며, 수동적 위치에서 능동적 위치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쾌거는 우리 조국의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그간 우리 선배

들의 끊임없는 국제적 학문교류, 회원 여러분들의 뭉쳐진 결집력과 유치단의 탁월한 업무수행

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은 역사적으로 우리학회의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13년 국제 학술 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학회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한신경외과학회 창립 50주년이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반세기 역사를 정리하고 비상의 날개를 펼치기 위한 행사 준비 또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

는 이 중요한 시기에 회장 직을 맡으면서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일에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신경외과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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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신경외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elcome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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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지난 해는 우리 학회에 크고 작은 기쁜 일들이 많았던 한 해 습니다. 더 넓고 쾌

적한 새 학회회관을 구입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준공하여 서초동에서 순화동으로 9월에 이

사하 으며 우리 학회 home page를 새롭게 개편하고 기능을 폭 개선하 습니다. 

그러나 2007년 우리 학회의 가장 큰 경사는 회원님들의 열망과 깊은 관심에 힘입어 5년 전부터

열심히 준비해온 WFNS 세계신경외과학회의 한국유치에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염

원하 던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가 2013년 9월 서울에서 열리게 된 이 큰 기쁨을 모든 회원님

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나고야에서의 세계학회 서울유치가 성공한 배경에는 물론 한

희 단장님을 중심으로 유치단 임원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열정적으로 노력하신 공로가 있습니다.

학회와 전 회원의 이름으로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요인으로는 회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크게 성원해 주신 것과 우리 학회의 강한 단결력에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잘 해 낼 수 있다는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

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유치활동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뭉치면 흥하고 분열되면 망한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가 앞으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부터 다시 우리의 힘을 합치면 2013년 9월 WFNS 역사상 가장 훌

륭한 세계신경외과학술 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학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이보다 더 값진 유산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 조직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유치단 임원님들 그리고 이사님들께 깊

이 감사 드리며 저의 온 힘을 다하여 2013년 세계학회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

차 한 사업은 회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계속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금년 봄에 날아 온 더 기쁜 소식은 우리의 학회지가 작년 EMBASE (Excerpta Medica

Database)에 등재된 것에 이어 금년 3월 SCI-E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72년 제1호 학회

지가 발간된 이후 36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학회가 수많은 국

내 의학회 중 7 번째로 SCI-E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더욱 자랑스러운 쾌거입니다. 전임 현임 학술

지편집위원장님들과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전임 이사장, 회장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우리는 집중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힘들지만 자랑스러운 신경외과의사들입니다. 자랑스러운 우

리는 또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신경외과학회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

갈 것입니다.

회원님 모든 분들의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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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신경외과학회 회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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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심의위원회 김재휴(위원장), 김성민, 김창진, 문병관, 문창택, 박승원, 박윤관,

손병철, 오창완, 이승명, 전신수

법제윤리위원회 김태성(위원장), 최창화(부위원장), 강삼석, 권정택, 박상근, 배학근,

송시헌, 윤도흠, 임 진, 최병연, 최순관, 고 용(간사)

홍 보 위 원 회 이정교(위원장), 강희인, 고도일, 김기욱, 손병철, 신용삼, 이장보,

최승원, 홍석호(간사)

국제교류위원회 오석전(위원장), 김 준, 김태 , 나형균, 안성기, 어 환, 윤 설, 이 배,

임 진, 전신수, 정진명, 최하 , 홍승철, 이형중(간사)

회원관리위원회 최휴진(위원장), 김무성, 김정은, 염진 , 윤수한, 이명기, 이정길, 임동준,

조경석, 최기환, 하호균, 송 진(간사)

전산정보위원회 정용구(위원장), 김범태(부위원장), 김선환, 김정훈, 성재훈, 임수빈, 조도상,

현동근, 임동준(간사)

개원의위원회 이재수(위원장), 강원봉, 고도일, 김문간, 김승진, 박성균, 박진규, 박춘근,

백승찬, 이종오, 최낙원, 최세환

별정직위원회

학술지편집위원회 이경석(위원장), 박정율(부위원장), 김기욱, 김 백, 김오룡, 김재민,

김철진, 문창택, 박세혁, 송근성, 윤수한, 이경진, 정천기, 주진양,

최기환, 윤석만(간사)

교과서편찬위원회 허승곤(위원장), 권택현, 김동석, 김범태, 김 수, 김은상, 김창진, 김충현,

박세혁, 성주경, 신용삼, 안성기, 이 배, 이정일, 주진양, 이재환(간사)

교과서편찬실무위원회 강석구, 김승기, 김태선, 박봉진, 백선하, 성재훈, 안재성, 유도성, 이장보,

이창 , 이형중, 임동준, 임수빈, 장종희, 정 신, 정진명, 조용준, 최우진,

홍석호, 황 금

역사편찬위원회 황성남(위원장), 김동석, 김세훈, 문창택, 박승원, 백선하, 유 헌,

이호국, 주진양, 황선철

특별위원회

회칙개정연구위원회 임 진(위원장), 강성돈, 김동석, 김범태, 김성호, 김은상, 김재민,

이선일, 전신수, 정 신, 조용준, 하호균, 박봉진(간사)

자보업무위원회 이상원(위원장), 고 용, 김 백, 노성우, 박윤관, 박진규, 박찬우,

이종오, 최천식, 최하 , 한동석

근거중심의학위원회 정천기(위원장), 권택현, 김충효, 박봉진, 유도성, 유 헌, 이형중, 차승헌

국제화추진위원회 박정율(위원장), 김상돈, 김성호, 김정은, 남도현, 박재찬, 윤 설,

이형중, 전상룡, 최하 , 하호균

분과학회

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이경진(회장), 손병철(총무) (2008. 03-2009. 02)

뇌 종 양 학 회 고 초(회장), 김주승(총무) (2007. 07-2008. 07)

뇌 혈 관 외 과 학 회 김한규(회장), 주진양(총무) (2008. 02-2009. 02)

소 아 신 경 외 과 학 회 박세혁(회장), 전신수(총무) (2006. 03-2008. 05)

척 추 신 경 외 과 학 회 김상진(회장), 임승철(총무) (2007. 09-2008. 09)

신 경 손 상 학 회 조경석(회장), 유도성(총무) (2006. 06-2008. 06)

뇌 혈 관 내 수 술 학 회 안성기(회장), 신용삼(총무) (2007. 12-2009. 11)

노 인 신 경 외 과 학 회 박인수(회장), 임 진(총무) (2008. 02-2009. 02)

신 경 통 증 학 회 최선길(회장), 윤 설(총무) (2006. 04-2008. 04)

지 회

서 울∙경 인 지 회 김태성(회장), 최천식(총무) (2008. 03-2009. 03)

구∙경 북 지 회 이 배(회장), 강동기(총무) (2007. 12-2008. 12)

전∙충 청 지 회 나중환(회장), 민경수(총무) (2008. 03-2009. 03)

호 남 지 회 김형일(회장), 박종태(총무) (2008. 03-2009. 03)

부산∙울산∙경남지회 김 (회장), 이선일(총무) (2008. 01-2008. 12)

기 타

한 의 사 협 회 의 원 정희원, 오석전(교체 의원)

한 의 학 회 평 의 원 정희원, 오석전(교체 의원)

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 정희원, 오세문(교체신임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의원 정희원, 박상근, 오석전

세계신경외과학회 의원 한 희, 김문찬, 최중언, 정희원, 함인석, 박정율

아시아 양주신경외과학회 의원 한 희, 김문찬, 최중언, 정희원, 함인석, 박정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이상원

임원명단 (20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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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5차 WFNS 세계신경외과학회
서울 유치 성공

2007년 11월 20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WFNS Interim Meeting에

서 서울이 2013년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 개최지로 결정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WFNS 세계학회 개최지 선정 투표 사상 처음으로 1차 투표

에서 과반수 이상 (90표, 전체의 52.9%)을 득표하여 당당히 제15차 세계

학회 개최지로 선정되었고, 경쟁국의 득표는, 교토 (일본) 37표, 암만

(요르단) 25표, 베이징 (중국) 7표, 싱가폴 7표, 발리 (인도네시아) 4표이

었습니다. 15차 세계학회는 2013년 9월 9~13일 서울 COEX에서 개최

될 예정입니다.

한신경외과학회 학술지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E) 등재

우리 학회지가 작년 EMBASE (Excerpta Medica Database)에 이어

금년 3월 SCIE에 등재되었습니다. 국내 수많은 의학 학술지중 7번째로

SCIE에 등재 되었다는 것은 1972년 제1호 학회지가 발간된 이후 36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학회의 자랑스러운 쾌거입니다. 

2008년 학회 Desk Calendar 제작

2008년도 학회 desk calendar를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우송하 다.

학회 desk calendar에는 2007년 춘∙추계학술 회 화보와 2008년도

국내외 신경외과 관련 주요 학술 회 일정, 한신경외과학회 중요행사

일정 및 학회 관련 기관의 연락처 ( 한신경외과학회 임원과 사무국 연

락처, 각 분과학회, 지회 연락처 및 수련병원 안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2008년 제51회 전문의 자격시험 결과

한의사협회가 2008. 2. 4 발표한 제51회 전문의 자격시험 결과 신경

외과는 최종 98.97%의 합격률을 보 다. 

총 응시자 : 98명 (응시자 98명에서 1차 탈락자 1명)

- 전체 합격률 (98.97%) 

- 1차 필기시험 : 응시자 98명, 합격자 97명

- 2차 구술시험 : 응시자 97명, 합격자 97명

2007년 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 회
학술상 수상자 명단

2007년 11월 14일(수)에서 17일(토)까지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서 열린 제47차 추계학술 회에서 9개 부문 예의 학술상 수상자들이

결정되었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1. 한신경외과학회 학술상 (전체) : 피지훈, 박성혜, 백선하, 김승기,

이윤진, 박철기, 조병규, 이도헌, 왕규창 (서울 ) 

제목 : Expression of Sox2 in mature and immature teratomas of

central nervous system

2. 이헌재 학술상 (혈관) : 이창 , 임만빈 (계명 ) 

제목 : Primary stent therapy for symptomatic intracranial

atherosclerotic stenosis : 1-year follow-up angiographic

and midterm clinical outcomes

3. 이주걸학술상(기초) : 조원호, 최창화, 박지연, 강수경, 김용근(부산 )

제목 : 15-Deoxy-(D12,14)-prostaglandin J2 (15d-PGJ2) induces

cell death through caspase-independent mechanism in

A172 human glioma cells

4. 우정현 학술상 (전체) : 은종필, 마천택, 이우종, 김민걸, 유민정, 

고은정, 최하 , 곽용근 (전북 ) 

제목 : Comparative analysis of serum proteomes to discover

biomarkers for 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5. 이인수 학술상 (Young Neurosurgeon) : 

양승호, 홍용길, 윤세철, 김범수, 이연수, 이태규, 이관성, 전신수,

김문찬, 박춘근 (가톨릭 ) 

제목 : Radiotherapy plus concurrent and adjuvant procarbazine,

lomustine, and vincristine chemotherapy for patients with

malignant glioma

6. 가톨릭 인봉상 (전제) : 심숙 , 신용삼, 조경기, 김선용, 김세혁,

안 환, 윤수한, 조기홍 (국립의료원) 

제목 : Blood blister-like aneurysms at nonbranching sites of the

internal carotid artery

7. 심보성학술상 (종양) : 문경섭, 정 신, 서승권, 정태 , 김인 , 류향화,

김 호, 김서광, 정 일, 김경근, 강삼석 (전남 )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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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제목 : Cystic vestibular schwannomas : a possible role of

matrix metalloproteinase-2 in cyst development and

unfavorable surgical outcome

8. 정환 학술상 (척추) : 문기형, 이상호, 공병준, 신송우, Arun Bhanot,

김동윤, 이호연 (목동힘찬병원)

제목 : An oblique paraspinal approach for intracanalicular disc

herniations of the upper lumbar spine : technical case report

9. 임언 학술상 (전체) : 이형중, 김 수, 고 용, 오석전, 김광명, 

오성훈 (한양 )  

제목 : Factors associated with survival and neurosurgical

outcome afte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f

neurosurgical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2007년 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 회
Educational Training Course 수상자 명단

1등 : 충북 4년차 박창규

2등 : 울산 강릉아산병원 4년차 이형수

3등 : 경상 4년차 황인창

한신경외과학회-하나은행 제휴 플래티늄카드
사용에 따른 학회 발전기금 적립

한신경외과학회는 이미 하나은행과 하나비자 플랜티늄카드에 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 회원을 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여 플래티늄카드

의 여러가지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도 한신경외과학회 로고를 포함시

켜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하 다. 

이 카드는 계약 당시 회원들의 카드 이용 금액의 0.2%를 별도 적립하

여 한신경외과학회의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하 다. 

이에 한신경외과학회-하나은행 제휴카드 2007년 사용액에 한 학회

발전기금 15,307,529원이 2008년 2월 12일 학회로 입금되었다.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사용실적에따라학회발전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 

이사회

2007년 11월 13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차기 (2008-2009) 회장 선출 : 순천향 윤일규 교수

�명예회장 및 명예회원 인준

∙명예회장 : 

송두호 (24 회장, 1928. 12. 12생), 양승열 (25 회장, 1931. 6. 2생), 

정광진 (27 회장, 1933. 3. 11생), 이화동 (32 회장, 1934.10.1생), 

김두원 (29 회장, 1935. 8. 8생), 이기찬 (4 이사장, 1937.11.3생) 

∙명예회원 : 이행명 (명인제약 표이사) 

� 한신경외과학회 학술상 운 규정 (신설)안 인준

�결산 (2006. 10-2007. 9) 및 예산 (2007. 10-2008. 9)안 심의 의결

�신임 이사 인준 : 강성돈, 고 용, 김상진, 김성호, 김 백, 김우경,

박 관, 박화성, 송관 , 윤도흠, 정용태, 허 륭

2008년 1월 17일 (삼성서울병원 암센타)

�전공의수련규정 개정 (안) : 개정안을 만들어 2008년 4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2009년 전공의 T/O부터 적용하기로 함.

�신인 이사 인준 : 김 , 안성기, 이 배

�고문 인준 : 임만빈 (46 회장)

�제15차 WFNS 세계학회 조직위원장으로 정희원 교수를 인준하 으며,

다음 총회에서 추인받기로 함.

상임이사 및 임원회의

2007년 11월 13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 상임이사 / 임원 합동회의

�전년도 수련규정 위반으로 학회에서 2008년도 1년차 전공의 선발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발하고자 하는 2개 병원에 한 학회

의 응방안을 논의 함- 실제 2008년도 전공의 선발을 하는지 여부

를 확인한 후, 상 병원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제재방안 (1) 차기

전공의 선발 제재, (2) 한신경외과학회지 및 산하 분과학회지에 논

문 게재 제재, (3) 한신경외과학회 및 산하 분과학회 학술 회에서

좌장 및 연제 발표 제재, (4) 한신경외과학회 이사 자격박탈에

해 공문을 보내기로 함.   

�신임이사 12명의이사회인준을신청하기로함 : 강성돈, 고 용, 김상진,

김성호, 김 백, 김우경, 박관, 박화성, 송관 , 윤도흠, 정용태, 허 륭

�제9차 한일뇌혈관외과학회 후원금 (500만원) 지원하기로 함.

�명예회장 추천 건 - 고문 중 만 70세를 넘은 분은 모두 명예회장으

로 추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함. 이에 근거하여 2007년 11월 이사

회에서는 송두호, 양승열, 정광진, 이화동, 김두원, 이기찬 이상 6분

추천 하기로 함.

�학회로고 및 서체 일부 보완에 한 건 - 보완한 내용에 해 서체

는 유지하고 로고에 해 다시 상의하기로 함

�회장 휘장 전달식을 총회에서 격식을 갖추어 하기로 함.

�차기회장 (2008~2009) 후보로 윤일규, 조맹기 회원이 추천됨. 

2007년 12월 21일 (학회회관) - 상임이사 / 임원합동회의

�학회 등록 및 초록 접수에 해 학회홈페이지 시연함 (KinNet).

�2008년 춘계학술 회 초청연자는 미국과 일본 거주 한인 신경외과

의사 등을 상으로 초청하기로 함.

�신경외과 전문 분야 확 에 관한 건의사항 - 신경외과 전문 분야 확

(통증, 뇌경색, 혈관내수술 등)에 한 TFT를 구성하여 강력하게 추

진 하기로 함. 기획이사가 TFT 구성 등에 한 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에 한 건의사항 - 개원의 뿐 아니라 중

소병원 봉직의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다양한 화통로를 만들기로 함.

�수련 규정 상 major, minor 수술 분류에 한 건의사항 - 수련규정

개정에 한 것이므로 수련위원회에서 이에 해 상의하고 안을 마

련하기로 함. 

회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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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13년 세계신경외과학회 서울 유치 과정과 의미에 해 보고함.

�외국 학회와 joint friendship meeting을 개최할 예정이며, 우선

2008 추계부터 터키 학회와 친선 심포지움을 개최할 것을 보고함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전문가 위촉 요청에 관하여 연세 주진

양 교수, 서울 이상형 교수를 추천함.

�2008년 춘계학술 회 주제를“A challenge to global leadership :

Creative and innovative spirit!”으로 결정함.

2008년 1월 17일 (삼성서울병원 암센타) - 상임이사회

�전공의수련규정 개정에 관한 논의 - 전공의 정원 증원과 기준 등에

한 전공의 수련규정 개정에 해서는 2월 중에 신경외과학회 이사

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것이며, 3월 상임이사회까지는 구

체적 안을 마련하여 4월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2009년 전공의 T/O

부터 적용하기로 함.

�15차 WFNS 세계신경외과학술 회 조직위원장 선정 (인준)에 관한 건

- 세계학회유치단 55차 최종회의 (2008. 1. 16.)에서 추천한 정희원

교수를 제15차 세계학회 조직위원장으로 추 하기로 결정하 으

며, 이사회에서 인준 후 총회에서 추인받기로 함. 

�2008년 1월 11일(금) 새 회관 개관식과 원로초청 신년하례식 및 세

계학회 유치성공 축하만찬을 성황리에 마침을 보고 함.

�서초동 구 학회 회관 임 내용에 해 보고함 (계약일 2007. 12. 14,

임차인 : McCoy & Company) 

2008년 2월 11일 (학회회관) - 임시 상임이사 / 임원 합동회의

� 한척추신경외과학회의 한의학회 가입과 척추외과학회 공문에

한 건 - 한신경외과학회는 척추신경외과학회의 한의학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같이 노력하기로 하며, 단, 나군에 가입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함. 척추외과학회에서 공문으로 보내온 조건부 제안

은 정형외과학회의 공문으로 요청이 있을 때, 즉시 한신경외과학회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심의하기로 함. 

2008년 2월 15일 (학회회관) - 상임이사 / 임원 합동회의

�서울, 경인지회에서요청한회장선출시지역순회에관한조례수정요

청과신임이사조건개선방안에관하여차기회의에서논의하기로함.

�춘∙추계 학술 회 초청연자 선정 방법에 관한 건 - 총무이사가 타

학회의 외국연자 초청 방안을 파악하여 차기회의에서 발표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함.

�응급진료 체제에 한 건 - 응급진료 체제 확립에 한 용역 사업

건에서의 문제점 등을 심각히 받아들여, 향후 신경외과가 주도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에 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

요할 것으로 논의함. 

2008년 3월 21일 (학회회관) - 상임이사회

�서울, 경인지회에서요청한회장선출시지역순회에관한조례수정요

청과신임이사조건개선방안에관하여차기회의에서논의하기로함.

�경인, 인천, 강원, 제주지회 설립 신청에 하여 차기회의에서 논의하

기로 함.

�신경외과 표준의료행위 관리포럼 설치에 하여 설립취지를 인정하

으며, 구체적인설립안을차기회의에서논의하기로함. 

�이 동 문병원 폐쇄 후 전공의들의 이 목동병원으로의 이동수련을

승인함.

�2008년 추계 학술 회부터 E-poster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함.

�전공의 수련규정 개정에 관한 건 : 향후 적정 수의 신경외과 전문의

배출을 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전공의 증원 등의 정원에 한 개정이

필요함. 뇌혈관내수술에 해서는 수정안을 4월 이사회에 상정하기

로 하 고, 방사선수술에 해서는 방사선수술학회에서 안을 만들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한신경외과학회가 한의학회“의학학회 상”2년 연속 수상학회

로 선정됨.

� 한척추신경외과학회가 한의학회 산하 정식회원학회 나군으로 인

정되었음을 보고함.

�WFNS 유치 후원사 사장단 주관 초청만찬을 2008. 3. 21 성황리에

가짐을 보고함.

각 위원회 중요 활동 사항

총무위원회

�2008년 Desk Calendar 제작 배포 (2007. 12)

�2008년 제25차 춘계학술 회 (2008. 4. 17~19,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 준비 및 운

�학회 홈페이지 오픈 : 학술행사, 학회지, 회원관리 등 학회 전반적인

사업의 전산화

학술위원회

�2008년 제26차 춘계학술 회 초록접수, 심사 및 프로그램 확정

- 초록 접수, 심사, 선정, 프로그램 게시 전 과정에 걸쳐 web을 기

반으로 한 전산화 시스템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진행

-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의 신설 : 

Neurosurgical Practice : present and future

What’s New in the Society?

Meet the Master

Young Neurosurgeon Forum “Broadening the Scope”

�학술위원회 회의 2회 개최

- 일시 : 2007년 12월 4일, 2008년 3월 11일

- 내용 : 2008년 춘계학술 회 프로그램 준비

2008년 추계학술 회 개선 방안

- Practical Workshop 발전 방안

E-poster 시행 방안

고시위원회

�11월 8일 전문의 고시 자격 심사 : 98명 상 (재수험자 2명)

논문심사 시 논문 게재증명불가 원칙 전원통과

�제51회 전문의 고시 실시

- 1차 필기시험 2008년 1월 10일(목), 

시험문제 선택 : 160문제 (주관식40, 객관식120)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 상자 98명중 1명 불합격, 

97명 합격

- 2차 구술고사 2008년 1월 18-19일(금-토), 성균관 삼성서울병원

1차 합격자 97명

2차 구술시험 분야별 점수 (100점 만점) 

1차 필기시험 결과 2차 구술시험 결과

총 98명 응시 : 97명 합격 총 97명 응시 : 97명 합격

평균 78.90점 (93.10-58.10) 평균 72.77점 (82.50-65.00) 

합격률 97/98 (98.97%)

종양 혈관 척추 소아/기능 외상/말초 총론/기초 평균

74.9 72.3 76.2 69.4 73.2 70.6 72.77



�2009년도 제52회 전문의자격시험 총론분야, 신경학 출제 범위 및

안내 재 공지

: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인 제52회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시험 (필기

및 구술고사)부터 신경외과 총론 분야에 뇌경색 및 고혈압, 두통 및

현훈, 간질, 치매 및 추체외로계 질환 분야에 한 문제비율 확

포함. (참고 교과서는 Youmans 외에‘Adams & Victor’의

Principles of  Neurology가 추가)

�세계신경외과학회 소속 55개국 표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

(2007년 추계학회)

: 인구 비 적정 신경외과 전문의 수 현황

- 인구 10만 명당 1인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가장 적당 (약 90%) :

병원협회 및 복지부에 보고

수련 교육위원회

�2008년도 전공의 1년차 선발

학회 승인 105명이었고 보건복지부 승인 107명이었으나 학회승인

없는 2개 병원에서 학회의견을 존중하여 선발을 하지 않아 최종 선

발은 105명이었음.

�2008년 3월 11일 병협에서 의뢰 받아‘전문의 적정수급방안 연구’

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사회 보험연구소의 책임자와 한의학회 산하

각 학회 수련교육이사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음. 이 모임에서 연구책임

자의 보고를 받았고 학회의 의견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상임이

사회 보고 후 의견서를 보냈음.

�2008년 3월 13일 수련교육위원회 회의에서‘전공의 수련교육규정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시행 결과를 종합분석 한 후 이 결과를 상임

이사회에 보고하 고 상임이사회에서는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로 결정함.

기획위원회

�학회 홍보 및 수익사업의 하나로서 학회 기념품 (티셔츠, 모자, 컵

등)을 제작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제작 판매를 행할 업체를 선정하

기 위하여 작업 중. 

�‘중소병원의 현실 및 전공의 교육’과 관련하여 기획위원회 중소병원

설문조사 TFT 배학근 팀장이 충청지역 일부 중소병원 봉직의를

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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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매월 수입 및 지출 결산 보고

�전 학회 회관 (서초구 서초동 1678-2 동아빌라트 2타운 407호) :  

임차인 (McCoy & Company)결정

진료심의위원회

2007년 12월 3일부터 2008년 3월 21일까지의뢰및회신건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각종 복잡한 질의내용에 회신하느라 수고해 주신 교

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진료심의 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께도 사안에 따라 고견을 의뢰한 경

우가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관리위원회

�2008년 제26차 춘계학술 회 친선 스포츠 회 (골프, 테니스,

축구) 운

의뢰건 회신건- 39

척추 -  5

혈관 -  5

외상 -  3

소아 -  4

정위 -  4

합계 - 21

- 아 래 -

I. 중소병원의 현실

A. 중소병원 신경외과 환자의 구성

척추질환환자, 뇌경색증환자, 급, 만성통증질환환자 (MPS, 두통등)

관절 질환 환자 (frozen shoulder, DA, OA, RA 등)의 순으로 환자가

주로 분포한다.

B. 중소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흔히 시행할 수 있는 침습적 검사 역

들은 myelography, discography 정도이다

C. 중소병원의 운 상에 가장 큰 문제점은 심평원 의료비 삭감

II.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신경외과학회에 바라는 의견

1) 척추 질환 환자의 진단 수기의 습득 필요성.

실제로 myelography 나 discography 등의 diagnostic procedure

를 전공의 기간 중에 한번도 시술 해보지 않은 전공의가 많이 있다. 

부분의 중소병원에서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검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경험과 습득이 필수적이다.

2) 척추 질환에 한 이해와 수술수기 습득의 필요성.

실제로 전공의 과정만 수료 후 척추 질환에 한 수술적 치료를 능숙

하게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의는 전

공의 과정 수료 후 수술부위를 exposure 하고 approach 하는 것조

차도 힘들다고 호소하는데, 이는 반드시 수련 과정 중에 극복해야 할 문

제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련 기간 중 일정한 부분을 척추신경외과

와 뇌신경외과 수련을 양분하여 집중 수련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

다(예를 들면 2년차 기간 중 6개월씩 나누어 집중 수련하기 혹은 다른

수련병원과의 전공의 교환 수련 등의 방법….) : 즉 fellowship 과정 이

수없이도간단한개두술및디스크절제술정도는할수있어야한다.  

3) 뇌경색증 환자의 이해와 관리.

실제로 중소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뇌수술을 집도 하기는 현실

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제한되어 있다. 오히려 수술적 치료가 우선이

아닌 뇌경색증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뇌경색증 환자에

한 충분한 치료 경험 및 진단방법에 한 경험이 필요하다. 

4) 통증치료에 한 전공의들의 교육 장려

통증에 한 치료는 중소 병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수련 기간 중이라도 단기간 동안 학회차원에서 통증클리닉의 파견 교

육에 한 장려가 필요 하다. 신경외과 전공의 시기에 통증 치료에

한 신경치료 및 수기습득이 매우 필요하다.  

5) 보험 수가 삭감의 문제점

수가 삭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회차원에서 심평원과 함께 삭감 문제

를 다루는 제도적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신경외과 전문의(

학 병원 교수, 종합병원 의사, 중소병원 의사…)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환자로부터 신경외과 전문의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풍토와 노력이 있어야겠다. 

6) 학술 회에서의 제안 점

개원의와 관련한 symposium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의료 분쟁

시에 적절한 응 방법, 의료법에 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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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골 프 장소 : Black Stone Golf & Resort 

일시 : 4월 17일(목) 오전 7시

- 테니스 장소 : 제주 학교 내 테니스코트장

일시 : 4월 17일(목) 오전 9시

- 축 구 장소 : 외도축구장

일시 : 4월 17일(목) 오전 9시

전산정보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작업

- 연관 위원회 (전산정보위원회, 총무위원회, 회원관리위원회, 홍보위원

회, 기획위원회, 학술위원회) 와 외주업체 (킨넷)간의 정기적 회의로

홈페이지 개편작업 진행.

- 회원 데이터베이스 작업

- 학회지 전자투고시스템 - 학술지편집위원회

- 학술 회행사 (초록접수, 등록 등)를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산화 작업

- 분과학회 및 지회 홈페이지와 연계작업 진행

의료정책위원회

�의료정책에관한정보를E-News를통해회원들에게전달하고있음.

개원의위원회

2008년 1월 20일(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와

한신경통증학회 주최로 [쉽게 배우는 척추주사요법(Comprehensive,

Well-illustrated Spine Injection Techniques)]의 번역 출판기념 세미

나개최- 이번출판기념세미나는작년에출간된 [척추통증의진단과치료

적 주사법 (Atlas of Spine Injection)]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된 출판

기념세미나로 약 150여명의 전공의, 개원의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침.

특별위원회

�2008년 제26차 춘계학술 회

- 한신경외과학회지 논문상과 학술 회 포스터상, 보령제약 ( 어

발표)상 심사

학술지편집위원회

�China International Neuroscience Institute at Capital Medical

University 홈페이지 www.chinaini.org와 hhttttpp::////jjkknnss..oorr..kkrr에 상호

링크 가능한 배너 장착을 함.

�Classified Ad란을 만들고 교실이나 병원, 지회나 분과학회의 행사

나 구인 또는 구직과 관련 된 광고를 게재한다는 안내를 공지사항에

올리고 비용은 월 15만원으로 정함.

� 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의학학술지

Manuscript Editor 교육”을 이민아 사무원이 수료함

�W.K. Alfred Yung (USA) 수락의사확인받아 1월호부터 IAB에추가함

�2008년 2월 28일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 오픈함. 이에 맞게

투고규정도 수정함.

�PMC 등재 추진 현황 : 3월 7일 2차 단계 통과함.

� 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08년도 정기총회 및 세미나 (Wiley

and Blackwell과 공동 준비)에 참석함 : 이경석, 윤석만, 이민아

�3월 28~29일(금~토)에 제2차 편집위원회 회의 및 논문 재심사 워

크샵 개최

초청연자 : 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정보위원 이춘실 교수.

�22000088년년 33월월 SScciieennccee CCiittaattiioonn IInnddeexx EExxppaannddeedd ((SSCCIIEE)) 등등재재됨됨..

교과서편찬위원회

�2008년 10월추계학회에맞춰전공의사진문제집을발간예정임. 

본문 : 총예상 페이지 416p / 본문2도 : 264p 

/ 본문4도 (혈관, 종양) : 152p

용지 : 100A/T, 표지 : 300A/T, 부수 : 500부

�2007년 11월 15일 (3차 회의, Grand Intercontinental Hotel 지하 1

층 Rose Room)

�2008년 1월 31일 (4차 회의, 학회 회의실) : 

- 책 명칭을‘신경외과 증례모음집‘ 으로 한다. 

- 목차 page는 맨 앞에, 답과 해설은 각 분과 문제의 의 마지막 부

분에 배치하기로 한다. 

- Reference 는 문제 page 에 배치한다. 

- Font 11 size 로 하고, 1 page 에 1 문항을 원칙으로 한다. 

- 용어는 학회용어집을 기준으로 통일한다. 

- 순서는 교과서 순서 로 종양, 혈관, 척추, 손상, 소아, 기능의 6개

로 한다. 

�2008년 2월 28일 (5차 회의, 학회 회의실)

- 문제는 3 줄 이내로, 답은 1 줄 이내로 간략히 한다. 

- 어휘는 한 의학 용어로 통일하고, 한 만으로 이해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한 ( 어) 로 표기를 보충한다. 

- 해설이미진한문제에 해 references 및해설의보충이필요하다.

- 사진의 해상도를 다시 점검하고, 사진 file은 별도로 file 한다.  

- References 중 Youmans 교과서는 page 만 표시한다. 

- 그림 (illustrated file) 은 교과서 출간 때와 같이 illustration 부분은

새로 그려서 보완한다. 

�2008년 3월 29일 (3차 회의, 학회 회의실)

각 분과 학회 별로 수집된 문제의 수정 및 최종 선정 작업

�향후 일정

2008년 4월 최종 심사 완료된 원고 접수 (ㄜ엠엘커뮤니케이션)

2008년 6월 초교작업 (편찬위원회) 및초교수정 (ㄜ엠엘커뮤니케이션)

2008년 7월 재교작업(편찬위원회) 및재교수정(ㄜ엠엘커뮤니케이션)

2008년 8월 삼교 작업 (편찬위원회), 문제집 내용 교열 (기본 교정),

최종 교정

2008년 9월 제작 착수

2008년 10월 발행 예정

역사편찬위원회

�분과학회, 지회, 교실사 자료를 학회(이민아씨)로 취합하기로 함.

� 한신경외과학회사 현판

�신경외과 관련사료 수집 중

세계학회유치위원회

�2007년 11월 20일 WFNS Interim Meeting (나고야)에서 15차

WFNS 세계학회 개최지로 서울이 결정됨

- 득표 상황 : 서울 90표, 일본 교토 37표, 요르단 암만 25표, 중국

베이징 7표, 싱가폴 7표, 인도네시아 발리 4표

�제15차 WFNS 세계학회 조직위원장 (Congress President) 추

- 55차 유치단 정기회의 (2008. 1. 16)에서 추천하고,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2008. 1. 17)에서 승인하여 정희원 현 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을 조직위원장으로 추 함.

�후원사 사장단 만찬 (2008. 3. 21) 개최

- 후원사사장단및유치단임원진 40여명이참석한가운데성공적인

유치활동의근간이되어준후원사에감사를표하는자리를가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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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참여 후원사는 WFNS2013 개최 시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약속 받음

�유치단 백서 발간 준비

- 지난 4년여의 유치 과정, 준비 현황과 사진 자료 등을 담은 백서

발간을 준비

- 백서는 2008년 한신경외과추계학술 회에 맞춰 발간 예정

�제14차 보스톤 WFNS 세계학회에 많은 회원 참여 요청

- 2009년 8월 30일에서 9월 4일 기간 중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됨

- 초록 제출 마감 2008년 10월 31일

- hhttttpp::////wwwwww..aaaannss..oorrgg//WWFFNNSS22000099// 

회칙개정연구위원회

�2008년 2월 15일 상임이사회 및 임원회의 보고

�2008년 3월 25일 학회 원로 및 전임회장단 회의 보고

자동차보험업무위원회

�2007년 4월 1일회의에서2008년사업계획을아래와같이결정하 음.

국제화추진위원회

�각 병원별 국제 학술활동 (1988년 이후 최근 20년) 현황조사 마친

후 International activity 준비 중임.  

�학술지편집위원회와 공저하여 학술지 국제화에 협력 함. 

한노인신경외과학회

�노인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 회 개최

2008년 2월 17일에 노인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 회가 가톨릭 학교

의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정기학술 회에서는 노인질환에 관련된

연제발표뿐만 아니라 개원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신경외과 분야의

노인질환관리에 한심포지움을열어좋은호응을얻다.

임원개선

- 회 장 : 박인수 원장님 (광주시립인광치매요양병원)  

- 부회장 : 김 백 교수님 (중앙 )

- 총 무 : 임 진 (경희 ) 

척추신경외과학회

�경추연구회 주관으로 1st APCSRS (Asia Pacific Cervical Spine

Research Society)를 2007년 11월 1일~2일 양일간 잠실롯데월드호

텔에서 개최하 음

�2008 APSAS (Asia Pacific Spine Arthroplasty Society)가 금년

1월 16일~18일 코엑스 컨벤션 전시관에서 개최되었음.

�금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Hawaii에서 개최되는 2008 KASS

(Korean American Spine Society) Meeting에 한척추외과학회와

공동참여 하기로 하 음.

� 한의학회 가입을 위하여 그 동안 약 4년여 전부터 준비해온 결과,

2008년 3월 18일 한의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원학회로 정식 인준을

받음.

�Depuy Spine Award가 제정되어, 금년 9월초 한척추신경외과

학회 정기 학술 회에서 발표되는 우수연제 두 편을 선정하여 각

$3,000씩 상금을 지급하기로 하 음.

한소아신경외과학회

증례집담회 개최 (일시 : 2008년 2월 22일, 장소 : 서울아산병원)

5월 2일~3일 한소아신경외과학회 학술 회 및 연수교육 시 최중언

교수님 정년퇴임 기념 강의가 있을 예정임.

가톨릭의

�강남성모병원 신경외과 박춘근교수는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이종서

교수와 함께 2008년 1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던‘아

시아 태평양 척추인공관절학회 학술 회’의 공동 회장을 맡아 학

술 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금번 학술 회는 국제척추인공관절학회

와 한국척추인공관절학회가 공동주최하 으며, 한국을 비롯한 29개

국에서 약 500명이 등록하여 참가하 다. 학회 중 참가자들에 의하

여 약 120여 편의 자유연제와 포스터가 발표되었으며, 심포지움과

신 척추기술 연수회 개최 등의 교육적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분과학회및지회소식

- 아 래 -

- 2008년 9월 15일 까지 회원들이 알아야 할 현행 자동차보험 환자진료

에 관한 인정-삭감기준, 중요 법령 등에 한 지침을 소책자로 발간하

기로 함.

내용은 두부, 척추, 말초신경 분야를 다루기로 하 으며 자료 수집과정

에 회원들의 의견을 최 한 수렴하고 손해보험협회, 자보심의회, 건강보

험심사평가원등의유관기관으로부터자료수집협조를구하기로함.

- 지침서에 수록될 내용을 개원의협의회 학술 회에서 회원들에게 교육,

홍보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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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가톨릭 학교 의과 학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박춘근)은 지난 2

월 16일 가톨릭의과학연구원에서 약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2nd

Catholic International Neurosurgery Update' 심포지엄을 개최하

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국제심포지엄으로

척추질환, 기능적 신경외과, 뇌종양, 뇌혈관질환 등 4개 분야로 나누

어 미국과 일본에서 초청된 6명의 해외연자와 9명의 국내 연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신경외과학교실에서는 이와 같은 심포

지움을 매년 개최하여 신경외과 각 분야의 최신지견을 국내에 보급

하고 선도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인도 Pune의 Supertech Medical College Hospital 신경외과 Dr.

Deepak Ranade 교수는 2008년 1월 5일부터 45일간 강남성모병

원 신경외과에서 척추분야 fellowship을 마치고 2008년 2월 20일 귀

국하 다. Ranade 교수는 박춘근 교수의 지도하에 최소침습적 척추

수술, 척추인공관절 수술 및 풍선척추성형술에 한 연수를 받았다.

�가톨릭 학교 성빈센트병원 이상원 교수

2008년 4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

위촉

경희의료원

�경희 학교 신경외과학교실 창립 기념 국제 심포지움 개최

2008년 3월 21일에 경희 학교 신경외과학교실에서는 창립 기념 국

제 심포지움을 개최하 다. 주임교수이신 임 진 교수님의 스웨덴

연수시절의 스승이시자 방사선 수술의 석학으로 유명하신 Linquist

교수님과 skull base surgery로 세계적 명성을 갖고계신 Cleveland

clinic의 이정훈 교수님과 Sade 교수님, 그리고 국내의 방사선수술

및 뇌종양의 skull base surgery로 저명하신 국내 신경외과 교수님의

깊이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김태성 교수님 경인지회 회장 취임

김태성 교수님께서 2008년 3월 7일에 열렸던 경인지회에서 회장으

로 취임하셨다. 회장 취임사에서 경인지회 회원 모두의 친목과 화합

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임을 밝히셨다.

�임 진 교수님 미원의학상 상 수상

2007년 10월 5일 경희의료원 개원기념 행사에서 임 진 교수님께서

미원의학상 상을 수상하셨다. 이 미원의학상은 의료원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신 교수님께 드리는 상이다. 

서울 병원

�학술행사

�서울 학교병원 파킨슨센터 개소 3주년 기념 심포지엄

- 일 시 : 2008년 3월 8일(토)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 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서울 학교 의과 학 신경외과학교실 청곡 한 희 교수

정년퇴임기념 국제심포지움

- 일 시 : 2008년 3월 15일(토) 오전 8시 30분

- 장 소 : 서울 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동아의료원

�2008년 3월 : 동아의료원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 센터 (Novalis

stereotactic radiosurgery center) 설립

�2008년 3월 : 김기욱 교수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 센터 소장 취임

(Director, Novalis stereotactic radiosurgery center) 

연세

�본 교실 최중언 교수께서 2008년 2월 29일 연세의 를 명예 퇴임하

셨다. 최중언 교수께서는 1977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약 30여년간

을 본 교실에서 근무하시면서 교실의 발전을 위해 국, 내외적으로 활

발한 학술활동을 하셨다. 특히 국내 소아신경외과 태동과 발전에 중

추적 역할을 하셨으며 2005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세계소아신

경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다. 

퇴임 기념 심포지움은 2008년 6월 13일(금)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교

실과 동문들이 주최가 되어 개최될 예정이다. 

최중언 교수께서는 현재 포천중문의 분당차병원 병원장으로 근무

중이시다. 

�이규성 교수는 2007년 11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12차 아-태신

경외과학회 학술 회 (12th AACNS)에서 아-태신경외과학회 (Asian-

Australasian Society of Neurological Surgeons)의 재무

(Treasurer, 2008-2012)로 선출되었다.

�장진우 교수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 겸직교수로 임용되었으며, 2008년 3

월부로 연세의 임상의학연구센터 소장직을 맡게 되었다.

�연세의 신경외과와 한경추연구회 합동주관으로 제 1회 아시아-

태평양 경추연구회가 2007년 11월 1일(금)-11월 2일(토)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경추질환 수술분야에서 저명한 외국 초청

교수를 모시고 경추분야에 한 포괄적인 경험과 지식을 토론하고

유 관계를 맺었으며, 경추질환의 새로운 수술기법이나 기존 수술 중

강조되거나 고찰되어야 할 부분에 한 토론의 시간이 되었다. 

아-태지역 및 국내의 많은 전문의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학술 회

를 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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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Keio-Yonsei 심포지움이 본 교실 주관으로 2008년 1월

12(토) 연세의 에서 개최되었다.

연세 학교와 일본 게이오 학 신경외과교실이 한일 신경외과 사이

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신경외과의 발전을 위하여 시작한 Keio-

Yonsei Neurosurgery Symposium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 다.

양국을 오가며 가진 5회의 모임을 통하여 두 학교 신경외과 교실의

우의를 다졌을 뿐만 아니라 두 나라 신경외과학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제8회 연세의 척추신경연구소 심포지움이 2008년 3월 1일(토)-3

월 2일(일) 연세의 에서 개최되었다. 첫날은 심포지움 형식으로 진

행되었으며 경추수술에 반드시 필요한 해부학적인 지식과

biomechanics에 한 강의가 있었으며, 둘째 날은 해부학교실과 합

동으로 Cadaver Workshop을 개최하 으며 경추의 전, 후방 감압

술 및 경추고정술에 한 실습이 있었다.

�2008. 3. 15 (토)에 2008 International Neuromodulation Symposium

이 연세의 신경외과학교실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2007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임상과 기초

연구에 하여 심포지움을 가졌으며, 특히 강박장애, 우울증, 간질,

난치성 통증 및 기억력 향상 등에 한 심부 뇌자극수술 (DBS)의 최

신 지견에 해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서울공 와 연 BK의과학 사업단이 후원하 으며, KAIST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이 분야에 한 높은 관심을 보 다. 

�2008년 3월 29일 (토) 제2회 Transsphenoidal Surgery Workshop

이 연세의 에서“뇌하수체 종양의 내분비내과적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Transsphenoidal surgery의 가장 기본이 되는 nasal anatomy와

surgical approach에 한 수술적 수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

록 endoscopic cadaver dissection demonstration이 있었으며,

Transsphenoidal surgery를 시행 시 부딪칠 수 있는 surgical

pitfall, surgical instrument의 사용방법 등 수술에 필요한 기본지식

과 surgical technique에 해 심도있는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순천향 부천병원

�2007 전공의를 위한 신경해부학강좌 개최

- 일시 : 2007년 11월 30일 오전 8시-오후 5시

금번에는 두개골과 척추의 육안해부학, 척수, 뇌간과 뇌의 기능

적 해부학, 수술해부학을 주제로 강의하 다. 본 교실에서는 1994

년부터 10년 이상 매년 신경외과 전공의를 위한 해부학 강좌를 마

련해왔으며 이번 강좌에 전국에서 신경외과 전공의 114명이 참석

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순천향 학교 부천병원의 타과 전공

의와 전문의도 참석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신경외과교실 통합 집담회 개최

- 일시 : 2007년 11월 30일 오후 6시-8시

순천향의료원 병원 간에 학문적 교류를 위해서 매년 분기별로 개

최되는 집담회로서 서울, 천안, 부천의 각 병원에서 어려웠던 증례

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토론을 벌 다. 교실의 송년회를 겸해서 행

사가 진행되었고 원로이신 이인수 교수님께서도 참석하 다. 

�제4회“순천향 학교 부천병원 뇌수술환자와 가족 모임”개최

- 일시 :  2007년 12월 8일 오전 9시-12시

본원에서 치료받았던 뇌수술 환자와 가족을 초청 하여 의료진과

만남의 행사로서 2003년부터 시작되어 4번째 행사이다. 금번에는

약 100명의 환자와 가족이 참석하 다. 제1부 건강관리에서는 치

매예방, 뇌질환과 요통, 고혈압 관리, 뇌수술 환자의 양 등의 강

좌가 있었고 제2부 뇌수술환자와 가족들과의 화의 시간에는 황

선철, 김범태 교수의 사회로 뇌졸중, 안면경련, 모야모야병, 뇌종양

등으로 그간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었다. 행

사장 밖에서는‘뇌수술 후 식단관리’를 주제로 식단전시가 열렸

으며 의료진과 환자, 가족의 경험과 고통을 공유하는 자리로써 더

욱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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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의사인 Somony 선생 수료 및 책 증정식

- 일시 : 2008년 3월 5일 오전 8시

2004년부터 캄보디아 의사를 초청하여 1년 과정으로 신경외과 연

수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금번이 4번째이다. Dr. Hov

Somony는 캄보디아의 Battambang Emergency Surgical

Center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본원에서 연수를 마쳤다. 지난 1년 동안 수술 참관, 토픽 발표, 학

회참석 등을 하 으며, 척수손상에 한 연구 주제로 논문을 작성

하 다. 연수를 수료하는 기념으로서 Diagnostic Imaging -Brain

과 Spine 두 권을 선물하 다. 이미 수련을 마치고 캄보디아로 귀

국한 3명은 신경외과 의사로서 활발하게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e-mail로 보고해 오고 있다. 

우리들병원

�우리들의료재단 이상호 이사장이『내시경 수술의 최신지견 (Current

Concepts of Endoscopic Spinal Surgery)』의 美 textbook 편집자

로 위촉.

�2007년 우리들병원은 신경외과 척추분야의 SCI급 국제 학술논문이

총 26편 등재.



저는1967년서울의 를졸업후서울 학병원에서인턴근무를하고해군군의관제 한후1971년10월부터신경외과수련을받았습니다. 1976년

3월 16일 경희의 의 전임강사로 발령받은 후 지나간 32년간을 회상해보면 캐나다에서 연수한 2년, Zurich 학 Mayo Clinic, NIH 등에서의 3개월

씩 2회의 단기연수, 그리고 동서신의학병원 2년을 제외하면 27년간은 회기동의 병원에서 저의 정열을 쏟았습니다. 진정한 학교 교수의 길이 무엇

인지어렴풋이알게되었고학생들을가르치는일과논문작성법도점차터득하게되었습니다.  1978년우리나라에처음도입된CT는경희 학을획

기적으로발전시키는계기가되었고이에 한연구도시작되었습니다. 최길수은사님의권고도있고저도무엇인가새로운것을배워야겠다는의지

로 캐나다의 Drake, Peerless 교수가 계신 London Ontario로 1979년 6월 27일 비행기에 탈 수 있었습니다. 그 곳은 드볼작의 신세계 교향곡이 떠

오르는신세계그자체 습니다. 전세계에서몰려드는Drake, Peerless의후두개와뇌동맥류수술과Debrun과Vinuela의혈관내수술도신기하기

만하 습니다. 제가관심갖고귀국하여연구할분야로유발전위를택하여그곳에서직접Dr. Drake 수술시검사를시행하며논문을작성하 습니

다. 캐나다에서여러 가들을통해인생을어떻게살고의사로서최선의길이무엇인가를알게되고드레이크교수와같이창의적이고도전적이며인

간적이고 학구적인, 그리고 환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의사가 되기로 다짐을 하 습니다. 귀국 후 5년의 과장, 1년의 주임교수, 2년의 진료부장시 신경

외과 뿐 아니라 경희 학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 습니다. 2000년의 병원 파업 시 우리병원의 위기 때 저는 교수협의회장으로 병원 당국에 원

칙을지켜해마다악순환의고리가끊어지기를바랬지만뜻 로되지는않았습니다. 2006년새로건립된고덕의동서신의학병원에서캐나다에서구

상한 급성뇌혈관질환 특히 뇌동맥류 수술의 유명 센터를 만들려는 꿈을 실현하려고 중풍 뇌질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수련의 1명이 충

원되었고뇌동맥류치료가지난1년간140예로목표한바가거의이루어져“꿈은이루어진다.”는것이현실로다가오고있어다행입니다.

또한교수로서, 학회활동및 한신경외과학회에서제역할을충실히하도록협력해주신여러회원여러분감사합니다. 1995년부터고시위원장시

교수들에게출제에관한워크샵, 교과서에 한연수교육, 사진출제, 고시위원의증원등으로타학회와어깨를나란히하기까지도와주신여러분께

이자리를빌어깊이감사드립니다. 신경외과고시위원장을마친후 한의사협회의고시실행위원, 고시위원으로지난10여년간근무하며신경외과

가 전문의 시험과정이 우수한 과로 선정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999년 한신경외과학회 회장 시 김 수 이사장님과 각자가 중요

한 사안을 상의하고 협력하며 의논하여 결정하고 전 신경외과학회 회원의 화합과 학문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봉사하는 자세로 1년을 지난 것

은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봄 학회의 주관은 회장이 하게 된 것은 김 수 이사장과 의기투합하여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2001년

뇌혈관외과학회회장근무시회장의임기1년및부회장제신설등회칙개정을하여젊고유능한여러후학들이일할수있는기회를골고루가질수

있도록한것은잘한일이아닐까생각되기도합니다. 노인인구의기하급수적인증가에 비하여최창락교수님의선견지명으로창설된노인신경외

과학회회장으로2002년취임하여개원의의활발한참여와학문적발전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 습니다.

한신경외과학회는정상섭교수님등의선견지명이있어 한신경외과학회연구재단이1987년설립되었는데이사로역할을하며2005년에는

한신경외과학회 연구재단 이사장에 선출되어 그 동안 학회와 서로간의 오해로 약간의 갈등이 있어오던 것을 서로 상부상조하며 학회를 돕는 재단으

로 정착하게 하 습니다. 재단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여온 2012년의 국제신경외과학회 유치가 이루어 진 것은 한 희 유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

의한마음한뜻에힘입어이루어졌다고생각되고다시금축하합니다. 신경외과의사는사회봉사를할수있는기회가많은데저는1988년올림픽때

태릉이 가까워 사격 의무단장으로 1주일간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1999년부터 산재 중앙심사위원회, 재경충고 동문회장, 서울의 21회 40주년 기념

동기회장, 서울의 신경외과동문회장등봉사활동을하여왔으며민주화보상위원회장애판정위원장, 교통건설부공제분과위원장,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비상근심사위원, 전문심사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각 분야의 훌륭한 전문인들의 철학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 독립성등을인정받으며사회의각단체에봉사하고함께살아가는것또한우리들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최근에는의학회감사

로 의협에 관하여 많이 알게 되었고 각 분야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알게 된 것도 저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교수로서 논문발표와 논

문쓰는데노력하여왔으나그결과는만족스럽지못합니다. 제가정년을하더라도제가못다한이일을제자들이잘할수있도록도와주고픈소망이

있는데이런꿈이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 

정년퇴임을무사히할수있도록도와주신신경외과학회회원여러분, 저의사랑하는제자모임인경신회회원과사회각분야에서많은지도편달

을하여주신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퇴임사김 국 기 |경희의료원

w
w

w
.n

eu
ro

su
rg

er
y.

or
.k

r 
T

he
 K

or
ea

n 
N

eu
ro

su
rg

ic
al

 S
oc

ie
ty

  N
ew

sl
et

te
r

14



停年退任辭

2
0

0
8

. 
4

. 
V

o
l.

 1
8

T
he

 K
or

ea
n 

N
eu

ro
su

rg
ic

al
 S

oc
ie

ty
  N

ew
sl

et
te

r

15

아쉬움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1977년푸른꿈을안고연세의 신경외과전임강사를시작한지가엊그제같은데어느새31년이흘러퇴임이라니세월의빠름을재삼

실감하게된다.

돌이켜보면지난31년은65년내인생의거의절반을채운기쁨, 갈등과고통이교차된세월이었다.  퇴임을하면서느끼는감회는한마

디로"아쉬움과감사"로표현할수있겠다.

30 에는겁없이도전하 고, 40 에는성공한선배들을모방하려고애썼고, 50-60 에는경험을축적해젊은후배들을지도하는데

많은시간을보냈다.

얼마전부터나는젊은후배들에게교수생활하는데꼭필요한ABC 를강조한다.

A 는 Aim으로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이고, B 는 Basic으로 "기본에 충실 하라"이다. 의 교수로서의 기본은 진료, 연

구, 교육에힘쓰는것이고, C 는Challenge 로 "도전하라" 로특히젊은이들한테도전의식을강조하 다. 그런데나는얼마나ABC 에충

실했는지뒤돌아보게된다. 나름 로는진료에충실하 고, 학생과전공의교육에도꾸준히참여하 으나나이가들어서는열정이부족

했던것같으며연구분야에는부족했다는느낌이든다. 요즘들어승진심사기준이상향조정되어후배들이SCI 논문때문에고심하는걸

보면 퇴직하면서 한편 마음이 가벼워 지기도 한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 것은 내 꿈을 다 못 이룬 것 같고 더 노력했더라면 더 좋은 업

적을남길수도있지않았을까하는것이며시간에 한아쉬움으로퇴직기간이5년정도만더남았으면얼마나좋을까하는것이다. 

그동안 한소아신경외과학회, 한소아뇌종양학회등을창립하는데참여하여회장을역임하 고, 한신경외과학회의총무이사, 수

련교육이사, 고시이사, 회장으로일하면서주위에서성심껏도와준학회회원들께진심으로깊은감사를드리고싶다. 연세의 와신경외

과교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나를 배려해준 학교, 나를 키워준 교실, 스승님, 선배, 동료, 나를 잘 따라준 후배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빚만 지고 갑자기 떠나온 것 같아 감사의 마음을 다시 전하고 싶다.  옆에서 한결같이 보살펴준 가족

들에게고마운마음을전한다.

다시내65세인생을뒤돌아보면서미력하나마나의작은꿈을어느정도실현했다고자위를하면서새출발을하려고한다.

다행히 2008년 3월부터 포천중문의 분당 차병원 병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CEO로서 또 다른 작은 꿈을 꾸고 이 꿈을 실현하기 위

해노력하자고다짐해본다.

최 중 언 |연세 학교 세브란스병원



다음 은2008년3월15일제자와서울 학교신경외과동문들이마련해준신라호텔에서의

정년퇴임모임에서드린말 을학회정년퇴임사에갈음합니다. 

신경외과 계의 원로이신 이인수교수님, 저의 동문중의 제일 선임자이신 송두호 선생님, 저의 스승님이신 주정화, 최길수 교수님, 의

과 학 및 병원에서 오신 여러 보직자님, 신경외과학회간부, 그리고 동문회장인 김정식 교수님을 비롯한 선배님, 동료, 후배 그리고 저의

신경외과교수로서의활동을도와주신여러의구식구들및비서분들, 그리고제아내, 집안식구에게도감사드립니다.

세월이가니까나이를먹더군요. 저의동료들간에는언제부터인가정년까지10년이하가남으면우스갯소리로골프의single개념을도

입하여single이라고불리던때가얼마안된것같은데벌써정년을맞이하 고참으로시간이화살처럼빨리가는것을느낍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신경외과의사, 교수로서 지난 옛날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제 정년퇴임 책자에 자서라

는제목으로게재되어있습니다. 

1960년 에만 해도‘머리를 열면 죽는다’는 얘기가 일반적일 정도로 신경외과는 암흑기나 다름없었죠. 1976년에 Brain CT가 도입되

고, 1980년 에MRI가등장하면서최근30년동안혁명적인변화가일어나서이러한CT, MR도입후에신경해부학교과서이외에는무용

지물이 된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전공한 뇌혈관외과의 변화는 정말로 눈이 빙빙 돌 정도로 변하 습니다. 경동맥 직

접천자를시행하던혈관촬 에서부터최근에행하여지는intravascular neurosurgery까지생각하여보면앞으로의의학의발전의속도

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Aneurysm의 치료의 역사를 보면 1960년 의 direct clipping의 무용론, 1970년 의

delayed surgery, 1980년 중반의 early surgery, 2000년 의 intravascular neurosurgery의 변천사를 보면 참으로 의학의 발전을

예측하기어렵다고생각됩니다. 

처음신경외과에뜻을두고겁도없이심보성교수님연구실문을두드리고들어가신경외과를하겠다고하던것이엊그제같은데어느

덧 41년이 흘 습니다. 전공의 시절엔 교과서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심보성 교수님께 책을 빌려 밤새도록 타이프라이터로 정리를 해

야 했습니다. 책 한 권을 다 정리하고 난 뒤의 뿌듯함과 즐거움을 요즘 젊은 전공의들은 잘 모를 겁니다. 당시 뇌혈관질환을 가장 잘 하는

병원 하면 하버드의 가 손꼽혔습니다. Robert Ojeman교수에게 편지를 썼죠. 제일 수술 잘하는 병원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아는 사람

도, 연고도 없는 하버드의 메사추세츠종합병원(MGH)에서 한 교수는 미세 뇌혈관수술에 새로운 눈을 뜰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1980

년 7월 1일부터 1982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의 유학 기간 동안 니콜라스 저바스 주임교수를 비롯해 하버드의 교수들과의 만남은 제

가 국제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 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991년 American Academy of Neurological

Surgery (미국신경외과학 학술원)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던 것도 하버드 그룹의 교수들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MGH에서

의 Microsurgery를 응용한 Animal experiment 의 경험(microsurgical trigeminal neurotomy, vasospasm experiment 등이 미세

현미경수술기법을익히는데큰도움이되었습니다. 

1986년 송진언∙이규창∙김달수 교수와 함께 한국뇌혈관외과연구회를 결성하는데 힘을 보탰고, 1989년에는 한일 뇌혈관외과 합동학

술회의를 신라호텔에서 열었습니다． 1990년 주임교수에 취임한 뒤에는 신경외과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까지 주임교수를 맡아 연구비 중앙화∙한국뇌척수연구재단 창립∙간질 집중치료실 발족∙감마나이프 도입 계획 착수 등‘서울의 신경

외과학교실’의아성을구축하는신경을집중했습니다．

동맥류 수술 중에서도 어렵다는 후순환계 동맥류 수술과 뇌동정맥 미세수술을 후학들에게 전수해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게 된 것

이 보람이라면 보람입니다. 학술적으로 기억나는 일은 1993년 AANS Boston meeting: Plenary session oral presentation, 1995년 5

월: Harvard-MGH grand round: one hour lecture일입니다. 독일의 Falbush교수와의 인연 아주 특별한데: 1991년 American

Academy member, 2003년일본뇌신경외과학회명예회원(2인선정)을동시에된것입니다.

퇴임사 한 희 |서울 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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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2001년까지 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한신경외과 재단이사장, 보라매병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

습니다. 특히보라매병원장으로재직할때서울시소유인병원뒷편수 장부지를병원부지로편입해오느라동분서주했던기억이납니다．

학회와병원보직에서물러나있던2004년 한신경외과학회로부터2013년세계신경외과학회(WFNS) 유치위원장을맡아달라는간곡

한부탁을받았는데, 처음엔망설 습니다. 20년전세계학회유치에실패했던만큼반드시유치에성공해야한다는부담감이엄습했습니

다. 아시아 양주 학회∙유럽학회∙미국학회, 남미학회, 아프리카학회 등 투표권이 있는 WFNS 멤버가 모이는 곳은 어디든 날아갔습니

다. 4년 동안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2차투표까지예상했는데1차에서결판이났습니다. 90:36으로일본을누르고2013

년WFNS 유치에성공했을때너무기뻐눈물이났습니다.

‘나고야 첩'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은 열성을 다해 발이 부르트도록 뛴 유치위원들과 정희원 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이주현 사무국장

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준 회원들이라고 생각하며 세계학회 개최를 계기로 한민국 신경외

과학계가한단계더도약하길바랍니다. 

5월1,000병상시 를예고하며새로운도약을선언하는보라매병원에서저는‘뇌혈관센터’의발전에일익을맡을예정입니다.

돌이켜보면 나처럼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다고 생각되며 제가 이렇게 광스러운 정년퇴임을 맞이하도록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넓은 마음으로 나를 일평생 도와준 나의 아내에게 감사하고 또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강한 정신적 육

체적유산을주신부모님의은혜에한없이감사합니다. 동시에세계적인석학들과학문적인교류를할수있었고우리나라신경외과학발

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저를 지원해주신 돌아가신 심보성 교수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그리고 국내외 교수 여

러분, 선후배동료들에게도충심으로감사합니다. 

앞으로남은제2의인생을더욱충실하고보람있고살아후회없는삶이되었으면좋겠고, 또한후배와제자들이큰날개를펴고날수

있도록좋은환경을만드는데에도기여하고싶은마음입니다. 다시한번저로하여금 광스러운정년퇴임을맞게해주신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특히저를위해서정년퇴임기념심포지엄, 정년퇴임연그리고이렇게아름다운정년퇴임책자를만드는데온정성을다들인김동규주

임교수, 오창완교수, 권오기교수, 김재용교수, 그리고관계자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

停年退任辭



w
w

w
.n

eu
ro

su
rg

er
y.

or
.k

r 
T

he
 K

or
ea

n 
N

eu
ro

su
rg

ic
al

 S
oc

ie
ty

  N
ew

sl
et

te
r

18
홍보위원회 함 인 석 (경북 ) / 정 용 구 (고려 )

2013 WFNS in Seoul
2007년 11월 20일, 화요일, 이날은 그 동안 2013년 세계

신경외과학회 (WFNS)의 서울개최를 위해 2004년 4월부

터 시작한 유치활동 4년여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루 고, 유

치 위원회가 발족되어, 신경외과 많은 회원들의 물심양면

의 후원과 관심, 한 희 위원장을 비롯한 유치단 집행부

가 쏟아 부은 각고의 노력과 열정이 열매를 맺는 바로 그

날이 되었다. 모로코의 Merrakeshi의 WFNS 학회를 필

두로 , 미국 Denver, Washington, San Francisco 등의

AANS, CNS 학회, 국 Glasgow의 ENS,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FLANCO meeting 등에서 WFNS

한국유치를 위해 적극적이면서 전략적인 다양한 홍보활

동등 모든 노력의 결실을 맺은 바로 그날이었다. 오전부

터 WFNS interim 회의가 나고야 ANA headquarter 호

텔에서 시작되었다. 오전 회의의 쟁점은 12개 신임 WFNS

회원국에 한 투표권을 부여할수 있느냐는것이었으며,

이는 특히 신임회원국중 6개국이 중동의 신입회원으로 예

상되어 투표권행사시 2013 WFNS 장소 결정에 매우 중

요한 변수가 될수있었으나 특히 스페인의 로드리게스

WFNS 집행위원의 강력한 반 의견으로 이 의제가 자진

철회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WFNS 개최를 신청한 각

국의 표자가 각각의 개최지에 한 슬라이드, 비디오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가 이루어졌다. 중국, 발리, 일본,

요르단, 한국 및 싱가포르 순으로 이어졌다. 비디오는 중

국의 준비가 좋았으며, 일본은 슬라이드 발표가, 한국은

슬라이드, 비디오 발표 모두가 가장 뛰어났다. 특히 요르

단의 발표시 서남아시아에서 한번도 WFNS를 개최하지

않은것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동경에서 WFNS 학회, 나

고야에서 interium 학회등 양학회를 동시에 개최한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다시 교토에서 WFNS를 개최하는것은

WFNS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는 발표는 가장 강력한 경

쟁자인 일본 경도에 하여 나쁜 인상을 주는 기회가 되

었으며, 반 로 한국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것 같았

다. 한국측 발표는 정희원 이사장님이하 고 이규성,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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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 교수 등과 많은 준비를 하 으며, 본인이 이세상에

서 처음으로 presentation시 입안이 바짝 마를 정도로 긴

장하 다고 하 다. 비디오presentation은 역동적인 한

국에 하여 5분동안 박동감 넘치게 진행되었고, 특히 한

국동란의 처참함을 이겨내고 현재 약 2,000명이상의 회

원을 가진 매우 발전되고, 국제적으로 우수한 학회라는

점을 강조하 고, 동시에 2013 WFNS 개최로 얻게되는

수입중 개최국인 한신경외과학회(KNS)의 경제적 이득

은 전혀 계획이 없고, 수익을 모두 WFNS의 기금 및 저개

발국가의 신경외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시행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목에서는 참석자들의 열화

와 같은 박수가 이어져 좋은 예상을 감지할 수 있었다. 개

최국의 발표후 약 30분정도 1차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투

표결과 한국 90,일본 37, 요르단 26, 중국 6, 싱가포르 6,

발리 3표 등으로 결정되어 총 170 참가국중 과반수가 넘

어 모든 사람이 예상치 않은 결과 즉 1차 투표에서 서울로

2013년 학회가 결정되었다. 이는 WFNS 개최지 선정 역

사상 처음으로 1차 투표에서 개최지가 결정되는 진 기록

을 남겼다. 이때 바로 옆에 있던 모든 한국 참가자들은 자

기도 모르게 얼싸안고, 환호와 박수를 쳤으며, 회의장내

각국의 표들로부터 환 의 박수와 함성이 회의장을 흥

분의 도가니 장으로 만들었다. 한 희 단장, 이주현

WFNS 팀장을 비롯한 한국 표자들의 눈에서 감격의 눈

물이 촉촉이 흐르는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 다. 너

무 흥분되는 감격의 순간을 뒤로하고, 여러모로 도와준

외국 표들을 위해 호텔 2층의 뷔페 식당에서 저녁및 간

단한 음료 접을 하 다. 한국을 지원해 준 약 60여분의

외국 표와 부인들이 참석하여 축하 및 격려를 해주었

다. 특히 한국을 도와준 중남미, 동구, 동남아시아 표들

이 많이 참석하여 주었다.  이후 한국에서 학회에 참석한

여러 표들과 WFNS 서울개최에 한 감격과 흥분의 감

정을 나누었고, 참석자로는 외국의 오스트리아의

Richling, Knosp, 폴란드의 Troyanowski, 최길수, 한

희, 정희원, 최중언, 김달수, 김형동, 오석전, 김태성,

김태 ,오세문, 박춘근, 김문찬, 이규성, 백민우, 함인석,

최낙원 선생님 등이 참석하 다.  특히 최길수 교수님은

축하의 말 을 하실 때 과거의 뼈아픈 패배를 회상하면

서, WFNS의 개최승리에 하여 만세삼창을 제안하 으

며 흥분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감동어린 광경을 연출하

다. 지난 4년간의 긴여정의 목표, “2013 WFNS in

Seoul”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보람됨이 다시 한번 머리를 스쳤으며, 특히 한 희 단장

님, 정희원 이사장님, 함인석 홍보위원장, 사무국의 이주

현님등 WFNS 유치단 모든 위원 및 신경외과 전 회원들

에 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위 한 예상

을 뛰어넘는, 나고야 첩(Great Victory in Nagoya)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많은 외국 표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우선 명분에서 우의를 점하 고, 하나의 목표

를 위한 단합, 잘 조직된 유치단과 뚜렷한 목표를 위한 지

혜로운 전략 등의 3박자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공룡인

일본에 이길수 있었다고 하 다. 이번 유치활동하면서

중,남미, 스페인 및 포루투칼, 동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등 한국을 적극 도와준 여러 표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을 지지해준 그 열정과

관심에 하여 잊을 수가 없고, 아직도 선정이 확정된 순

간의 그 감격을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2013 WFNS의 서

울개최는 한신경외과학회 회원 전부가 이룩한 한민

국 신경외과 역사상 가장 커다란 업적중의 하나로 찬사를

받아야 할것이며, 한민국 신경외과학회는 이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발전의 장이 될것으로 확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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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성 재 훈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소리
응급수술을 마치고 갱의실에서 간단한 샤워를 마친 후 환

자가 옮겨진 중환자실로 걸어가는 짧은 순간에 나는 많은

생각을 한다. 수술 방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환자는 의식

을 회복하여 줄 것인지, 수술에 시간을 빼앗기는 동안 병

실에 입원하고 계신 환자분들은 별 탈이 없었는지, 응급

실에 새로운 환자가 오신 것은 아닌지, 하물며 굶은 끼니

는 어떻게 때울까 등등…. 오늘도 수술을 마치고 나오니

밤 11시가 다되었고, 병원은 낮의 분주함을 모두 삼키고

잠든 듯 고요하기만 하 다. 지치고 피곤하여 그냥 침

에 쓰러지고 싶은 욕망을 한 순간에 날려버리는 동료들이

있는 곳, 중환자실에 다다랐다. 

조용하지만 눈과 귀를 항상 곤두세워야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곳, 그곳이 신경외과 중환자실이다. 이곳은 불과 얼

마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던 분들

께서 망할 놈의 (나는 솔직히 이런 다소 격하고 불경스러

운 단어만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는데 언제나 동감한다)

뇌질환 때문에 환자라는 새로운 직함을 받은 채 자신의

모든 것을 디지털로 표현되는 숫자 몇 개 (혈압, 맥박, 체

온, 혼수지표 등)와 몇몇 의사, 간호사들의 눈과 귀와 머

리에 의존하고 계신 공간이며, 또한 이분들 모두에게

100% 완벽한 치료를 해드려야 한다는 이상(�想)과 시시

각각 변동하며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터지는 현실이 엄연

히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에 나는 항상 안타까움을 느

낀다. 신경외과 중환자실은 의식과 신경장애를 평가하여

야 하므로 긴장감 그 자체가 생활이 되어버린 팀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다. 매일, 매시간 긴장하고, 부닥치고, 고

민하고, 해결하는 동안 긴장감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된 사

람들이 근무하는 공간이다. 나는 오늘 그런 공간에서 세상

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다.

환자 홍길동님은 오늘 급작스런 뇌부종으로 인하여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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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시행 받으셨다. 모든 응급수술이 그렇듯이 선택수

술에 비하여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시행되는 수술이므로,

수술의 결정, 진행, 수술 후 경과관찰에 배전의 긴장도를

요구한다. 특히 수술을 마치고 난 당일은 마취와 수술 후

스트레스로부터 시시각각 벗어나거나 혹은 예기치 않은

합병증으로 악화일로의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이므로 팀원

들이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는 시간이다. 홍길동님도 중증

뇌부종으로 인하여 수술 후 경과회복이 더디던 차라, 집

도의인 나는 더욱 신경이 쓰이던 분이었다. 지친 몸을 이

끌고 중환자실에서 수술기록을 작성하고 있는 시간은 마

침 간호팀원들의 인계시간이었다. 

간호팀원들의 인계는 군 교 근무식 뺨 칠정도로 군기

가 세다. 그리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어떻게들 엄하게 인

계를 하는지, 그리고 쉴 새 없이 인계되는 그 많은 정보를

언제 다 외워버리는지 막상 인계가 끝나고 나면, 투입 팀

은 근무를 마친 퇴근 팀과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완

벽하게 환자를 파악하게 된다. 나는 언제 봐도 이 인계업

무가 참으로 신기하기만 하다. 도상작전과 같은 인계업무

를 마치면, 투입 팀은 머리에 입력된 자료를 재평가하고

더블체크(double check)하기 위하여 환자 침 를 일일이

순회하면서 간단한 문진 및 이학적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되고 이때 인계 및 보고된 자료가 완벽한지, 인계하는 동

안에 새로 변동사항이 생긴 것은 없는지 두 번, 세 번 확

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바로 그 때 다. 

홍길동님은 수술직후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의식 회복속도

도 여느 환자처럼 신속하지 못하 고 활력징후도 불안정

하 다. 그런데, 아마 의식이 회복징후를 보인다고 인계

를 마쳤는지 4명의 투입 팀이 홍길동님 침 양 옆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홍길동님, 내 말 들려요?”,

“홍길동님, 내 말 들리면 손잡아 봐요”, “제 손 꽉 잡아 봐

요”, “홍길동님, 내가 누구예요?”불과 몇 초만 참으면 한

사람씩 순서 로 말할 수 있고, 듣는 환자도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 순간을 못 참겠는지 혹은 자기가 가장

먼저 환자 의식 회복의 순간을 확인하고 싶어서인지 이들

4명의 투입 팀은 신경외과 중환자실 구석에서도 다 들릴

정도로 각자의 독특한 음성을 목청껏 높이며 동시에 떠들

어 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내 귀에는 세상에서 가

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고 있었고 수술의 완벽한 마무리

를 향한 외침으로 들렸으며 우리 신경외과 팀의 포효로

들렸다. 콘서트에도 클라이막스가 있듯이 오늘의 클라이

막스는“선생님, 약간 오베이(obey ; 지시에 따를 수 있을

정도의 의식회복)되는 것 같아요”라는 간단한 보고 다.

나는 이런 멋진 콘서트에 기립박수를 쳐주지는 못할망정

힘없는 미소로 화답하고 말았으니 정말 큰 빚을 진 셈이

되어버렸다.

나는 신경외과가 좋다고 말하고 싶다. 아니 좋아야 한다.

그러나 극도의 피곤함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질 때나,

환자의 치료경과가 내가 예상하고 바라는 바와 어긋나고

있을 때나,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간안배를

자기 뜻 로 할 수 있는 복 받은(?) 직장인이 부러워 질 때

나 아니 이들 보다 더한 유혹과 우울감이 엄습하는 그 어

떤 때 일지라도 나를 제자리로, 긴장감이 팽배한 공간으

로 데려다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신경외과 팀원들이

다. 오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바로 내 직

장에서 들었다. 그들이 있기에 나는 마음 놓고 내일 또 수

술방으로, 외래로, 병실로 향할 것이다. 또 다른, 더욱 감

동적인 레퍼토리의 아름다운 소리를 기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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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 SOMONY, MD 
Battambang Emergency Surgical Center, CAMBODIA

캄보디아소머니선생의
순천향 부천병원연수1년간의소고

I’m Dr. Somony, from Cambodia, has been trained in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SCHUBC) neurosurgery for one year. I arrived in Korea

on April of 2007 and leave on March of this year. Korea

developed very quickly and updated the technology

and materials when I make to compared with another

country in the world. Also, I had been interested in

Korean neurosurgery for the long time. I was very

surprised that you can get the good results for the

difficult neurosurgeries.

As you well know, the present of neurosurgery of my

country is very low grade. So, I wanted to learn Korean

neurosurgery strongly, finally I had got a chance to visit

Korea. For one year, I had many experiences for the

neurosurgery, Korean culture and memories to attend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meetings in spring

and autumn. I studied very hard in the SCHUBC

neurosurgery department. Dr. Shin had a lot of

experiences, thus, he suggested the cares of all patients.

When we have some special cases, he explained to me

for his spinal surgeries. He like to ask “Why do we do?”

“What would you like to do?”Dr. Kim did the skilled

procedures for AVMs and aneurysms. He has been

teaching me the key point of vascular surgery especially

for coiling and clipping. Dr. Im had the fine hands for

the spine surgeries such as tumors and disc diseases. Dr.

Hwang checked the patients very carefully and showed

me a good operation for the pituitary and brain

tumors. They have been explained me the dangerous

points to avoid the surgical complications.

I also thanks all the Korean people who are very good

kind, sometimes they had explained to me for the

culture, food and popular place here. During one year

in Korea, you made me to remember and to know

something that I can’t forget. I hope your Government

and Neurosurgical Society must be continue to support

for Cambodian doctors to be trained and also make

good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Thank you very much. 

2007년 추계학회 만찬에서 교실원들과 함께,
맨좌측이 Dr. 소머니



회원경조사

김문찬 (가톨릭 )
회갑 소연 2008년 1월 15일 JW메리어트 호텔

한 희 (서 울 ) 정년퇴임기념 행사 3월 15일, 신라호텔 빈관 루비홀

김지하 (서 울 ) 결혼 3월 28일

해외연수
김종태 조교수 (가톨릭 성모자애병원) 
Barrow Neurological Institute, Univ. of Arizona, USA 
(08. 07. 01 ~ 09. 06. 30)

김정은 (서 울 ) 
장기연수 하버드의 Brigham and Women's Hospital, USA 
(08. 07. 01 ~ 09. 06. 30)

김인 (전 남 )
장기연수 미국 피츠버그의 (07. 07 ~ 08. 06)

CMC 신임 교원 및 Fellow 

■가톨릭 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김일섭 선생은 지난 3월 1일부로
임상조교수 근무를 시작하 다. 

∙성모 : 조철범 (2007. 10. ~) 
∙강남성모 : 윤완수, 전성철 (2008. 5월 발령) 
∙의정부성모 : 박진규, 장동규
∙성가병원 : 김 훈
∙성모자애병원 : 봉호진
∙성바오로병원 : 고광석

이상 위 8명은 금년 전문의 자격취득자 및 제 예정자로서
각 병원에서 임상 강사로 근무중이다. 

보직변경
백선하 (서 울 ) 서울 병원 전임부교수 발령 (08. 03. 01)

정용태 (인 제 ) 부산백병원 진료지원센터장 취임 (2007. 12.) 

이선일 (인 제 ) 신경외과 과장 취임 (2008. 03. 01.) 

주상욱 (인 제 ) 부산백병원 연구강사로 부임 (2008. 03. 01.) 

이규춘 (동국 경주병원) 동국 경주, 포항 병원장 취임 (2007. 10. 01)

고준경 (부 산 ) 임상조교수 발령 (2008. 03. 01) 

박용숙 (중 앙 ) 조교수 발령

김경태 (중 앙 ) 전임의 발령

이 배 (동 국 ) 구-경북지회 회장 선임 (2007. 12. 06)

권도훈 (울산 서울아산병원) 제6 한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학회회장피선 (2007. 10. 12)

하 일 (건 양 ) 건양 병원 의과학 학 학장 취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 (2007. 03)

변박장 (순천향 ) 제16 순천향 학교 중앙의료원장 취임 (2008. 02. 29) 

배학근 (순천향 ) 순천향 주임교수 발령 (2008. 03)

김라선 (순천향 ) 순천향 구미병원 전임강사 발령

김성호 (순천향 ) 순천향 구미병원 전임강사 발령

이채혁 (인 제 ) 인제 주임교수 및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책임교수 발령 (2008. 03. 03)

김명수 (인 제 ) 서울백병원 신경외과 책임교수 발령 (2008. 03. 03)

김범태 (순천향 ) 진료부장 발령 (2008. 03. 01)

박종선 (순천향 ) 전임의 발령 (2008. 03. 01)

근무지변경

황도윤 한림 강남성심병원에서 2007년 2월 정년퇴임을 하신후
1년간 명예교수로 근무하시다 2008년 2월 29일자로 퇴직.
퇴직하신 후 제천에 위치한 제천서울병원으로 근무지 옮김.

임용철 명지성모병원 과장

김정호 메리놀병원 과장

명예퇴임

최중언 (연 세 ) 2008년 2월 29일 명예퇴임 후
포천중문의 분당 차병원 병원장 취임 (2008년 3월 1일)

정년퇴임

한 희 (서 울 ) 2008년 2월 29일 정년퇴임
서울 보라매병원 근무예정 (6월)

김국기 (경 희 ) 2008년 2월 16일 정년퇴임
현재 명예교수로 경희 학교 동서신의학병원 근무

김 수 연세의 신경외과 명예교수

2008년 4월 1일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김 수병원 (척추전문)”을 개원합니다.

-병상수 30 Beds 주소는“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8-8”

-전화 1588-5075

-email : spinebest@naver.com

-homepage : www.spineb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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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Photo Report
2007년도제47차추계학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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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47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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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계신경외과학회
서울개최결정

(WFNS Interim Meeting, 나고야2007. 11. 20.)

2007년도제47차추계학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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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원로초청신년하례식
(200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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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제51회전문의자격시험
(성균관의 삼성서울병원암센타, 2008. 1.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