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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님들께,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 추계학술대회가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학병원의 강당에

서 치러지게 되었으며, 최초로 연회비를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수 차례 서신

으로 변화되는 내용을 회원님들께 알려 드렸으나 피치 못하게 50주년 기념행사가 축소되었고, 학

술대회 운영도 현실에 맞도록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운영의 차질과 불편

함이 예상되는 바,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며, 향후 지속적인 학회의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을 

바랍니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내-외 제약 및 의료기업계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

면 작금의 환경 변화가 단시일 내에 호전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환경을 탓하기 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 각도로 지혜를 모으고 노력하였지만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더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이번에 완료 된 추계학술대회의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시작으로 4년전 만들어진 학회의 홈페이지

에 대하여 학술지 홈페이지와 대한신경외과학회 홈페이지 등 3개의 개별 홈페이지를 전 회원님들

이 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전부 새롭게 단장 할 예정입니다. 사용 시 불

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난 1년간 학회 임원진의 구성, 회의 방법, 재무 관리 등 투명한 경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힘써왔으며, 전임이사장님이 발족하신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보건정책, 의료 보험, 관련 단체 및 

개원가, 전공의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장-단기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정책자문위원회’로 격상

하였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여러 회원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사실

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외적인 경쟁력을 갖춘 학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

겠습니다.

금년 브라질의 WFNS Interim Meeting에서 차기 회장은 대만의 Yong-Kwang Tu교수, 2017년 

세계학회 학술대회는 터키 Istanbul로 결정되었습니다. 2013년 서울 세계학회 개최를 시작으로 

학회장과 회장을 아시아 지역에서 맡게 되고, 차기 세계학회도 아시아에서 개최됩니다. 이러한 좋

은 기회에 2013년 서울 세계학회가 우리 신경외과학회의 발전상을 전세계에 과시하여 위상을 높

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적

으로 치러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10월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이  규  성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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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봄날을 지나 기록적인 폭우의 여름을 넘어 천고마비의 계절, 노력한 땀의 결실을 맺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국내, 외적으로 정말 다사, 다난했던 일이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진료, 교육, 연구에 묵묵히 매진하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제51차 추계학술대회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우리 학회는 역대 학회중 가장 많은 회원이 참여한 성공적인 춘계학회를 인천에서 계최

하였으며, 전공의 1년차 orientation, 분야별 전공의 연수강좌, 전문의 고시의 전산화,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보험업무의 강화 등 여러 학회 사업을 무사히 마치거나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WFNS)를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여러 중요한 학회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본 학회의 모든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묵묵히 자기 희생을 감내하시고 노력하신 학회 이규성 이사장님과 여러 상임의

사님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회원 여러분의 학문적 노력의 결실인 233편의 논문 발표와 함께 특별강

연으로는 세계적인 석학인 Mitchel S. Berger의 “Update on extent of resection and 

glioma outcomes”, Peter Dirks의 “Stem cell biology and brain cancer”, W.K. Alfred Yung

의 “The challenge of personalized molecular therapy for GBM”, Yong-Kwang Tu의 

“Decision making in the management of intracranial arteriovenous malformations” 등으

로 구성하였으며, 회원 발표 논문중 학술적 가치가 높은 9개의 주요논문을 선정하여 수상 할 예

정입니다. 연자님들의 흥미 진진한 강의와 회원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신경외과학회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도 함께 가지

려하며, 회원님들이 학회 마지막 순간까지 직접 참석해서 함께 즐기면서 공부하고 회원 상호간

의 우의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대가 많이 되는 여러 행사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규모 면에서는 예년의 학회에 비하

여 다소 축소되고, 학회 장소나 진행이 조금은 회원님들에게 불편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된 우리 대한신경외과의 앞선 마음가짐과 자세가 앞으로 분명히 타 전문학회에게는 

모범이 되며, 모든 회원님들께는 큰 자부심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학회 집행부의 결단에 큰 이해

와 애정 어린 눈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51차 추계학술대회에 모든 회원님들이 열린 자세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번 추계학

술대회가 회원 여러분들의 학문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깊은 유대관계를 갖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세계 속에서 으뜸가는 선진학회가 되기를 함께 노력

하고 기도 합시다.

회원 여러분의 건투와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이  상  원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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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완, 이경석, 이승훈, 장철훈, 전상룡, 최창화, 현동근, 조원호(간사)

법제윤리위원회  김상진(위원장), 김성호, 박승원, 성주경, 손문준, 신동규, 신동아, 임재현, 

임좌혁, 조기홍, 신현철(간사)

홍보위원회  홍승철(위원장), 김재민(부위원장), 고은정, 김성림, 심숙영, 양국희, 이관성, 

조  준, 한영민, 허필우, 황성남, 이선호(간사)

국제교류위원회 정용구(위원장), 김우경(부위원장), 김동호, 김종규, 박철기, 손병철, 임동준

회원관리위원회  정  신(위원장), 김은영(부위원장), 김민수, 김세혁, 김영규, 김재용, 김현우, 

은종필, 이기택, 조규용, 조창원, 강신혁(간사)

전산정보위원회  김영백(위원장), 안영환(부위원장), 김상우, 김석원, 박종태, 유  헌, 이상구, 

최석민, 한정호, 남택균(간사)

의료정책위원회  강재규(위원장), 김기욱(부위원장), 고현송, 김대현, 김인영, 문성근, 조태형, 

한동석, 문재곤(간사)

개원의위원회  김문간(위원장), 강원봉, 김진호, 도병룡, 박권희, 박진규, 양승민, 임종현, 

정창오, 한동석(간사)

별정직위원회

학술지편집위원회  박정율(위원장), 권택현, 김영백, 김은영, 김정훈, 김철진, 문창택, 박세혁, 

류경식, 송근성, 심기범, 오창완, 윤수한, 이무섭, 이선일, 정천기, 주진양, 

최기환, 최하영, 김상대(간사)

교과서편찬위원회  김영준(위원장), 강석구, 강신혁, 공두식, 김대원, 김동석, 김범태, 김성민, 

김세훈, 김영백, 김영진, 김일만, 김종현, 김충효, 박용숙, 서의교, 양지호, 

유도성, 이상원, 이승환, 이영배, 임동준, 장인복, 장철훈, 장호열, 전형준, 

정  신, 정제훈, 정태영, 차승헌, 허  륭, 현동근, 홍석호, 이형중(총무)

학회사편찬위원회  황성남(위원장), 김동석, 김세훈, 문창택, 박석규, 박승원, 유  헌, 이호국, 

주진양, 황선철, 남택균(간사)

특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박상근(위원장), 강동기, 강재규, 고도일, 박봉진, 박현선, 이상형, 임영진, 

장일태, 최낙원, 최세환

2013 세계학회조직위원회  정희원(위원장, 2013WFNS 회장), 고영초, 고  용, 김우경, 김동호, 김문찬, 

김수한, 김영백, 김오룡, 김재민, 김재휴, 김주승, 김창진, 김태성, 김태영,  

박  관, 박정율, 박춘근, 배학근, 백광흠, 백민우, 송시헌, 여형태, 오석전, 

오세문, 오창완, 윤도흠, 이경석, 이규성, 이상원, 이상호, 이승훈, 이  언, 

이일우, 이재수, 이정교, 임만빈, 임영진, 장진우, 전신수, 정  신, 정용구, 

정용태, 정천기, 조경기, 최낙원, 최중언, 최창화, 최하영, 최휴진, 한대희, 

한종우, 함인석, 허승곤, 허  철, 황성남

총  무  간  사 김정은, 윤영설, 이상형, 장종희

재  무  간  사 임동준, 황정현

학  술  간  사 공두식, 박철기

회칙개정위원회  정용태(위원장), 이정일(부위원장), 고현송, 김성호, 성재훈, 안영환, 이상원, 

이정길, 조용준, 홍석호

분과학회

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장진우(회장), 허   륭(총무), 최하영(학술) (2011. 03~2012. 03)

뇌 종 양 학 회 홍용길(화장), 이선일(총무), 김영규(학술) (2011. 07~2012. 06) 

뇌혈관외과학회 주진양(회장), 허필우(총무), 박현선(학술) (2011. 02~2012. 02)

소아신경외과학회 강재규(회장), 나영신(총무), 김승기(학술) (2011. 05~2012. 05)

척추신경외과학회 윤도흠(회장), 김은상(총무), 노성우(학술) (2011. 09~2012. 09)

신경손상학회 이무섭(회장), 권택현(총무), 현동근(학술) (2011. 06~2012. 05)

뇌혈관내수술학회 신용삼(회장), 권오기(총무), 유도성(학술) (2009. 12~2011. 12)

노인신경외과학회 최창화(회장), 김성호(총무), 박정율(학술) (2011. 02~2012. 02)

신경통증학회 김상진(회장), 윤영설(총무), 김형일(학술) (2010. 04~2012. 04)

말초신경학회 김재휴(회장), 조용준(총무), 김대현(학술) (2010. 11~2011. 11)

지  회

서울·경인지회 최천식(회장), 정영섭(총무) (2011. 03~2012. 03)

대구·경북지회 고삼규(회장), 김인수(총무) (2011. 01~2012. 01)

부산·울산·경남지회 한종우(회장), 황수현(총무) (2011. 01~2011. 12)

대전·충청지회 배학근(회장), 윤석만(총무) (2011. 01~2011. 12)

호  남  지  회 정  남(회장), 공태식(총무) (2011. 03~2012. 03)

파견대의원 및 대표

대한의학회 평의원 이규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이규성, 정용구(교체평의원)

대한병원협회 신임위원 이규성, 정천기(교체신임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규성, 이상원, 정용구, 신용삼

세계신경외과학회 대의원 한대희, 김문찬, 최중언, 오석전, 이규성, 박정율

아시아대양주학회 대의원 한대희, 김문찬, 최중언, 오석전, 이규성, 박정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변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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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실태 조사 완료 및 2012년 학회 전공의 정원 확정

수련교육위원회 주관으로 2011년 전공의 수련실태 조사가 시행되었다. 

6월 15일 서류심사 접수를 시작으로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는 23개의 병원

을 대상으로 현지실사가 진행되었다. 심사서류 접수시 병원에서 2012년 1년차 

신청 전공의 수는 128명이며 학회에서는 111명을 승인하여 대한병원협회 병원신

임위원회에서 보고하였다.

2011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회 포스터상 수여

2011. 4. 21(목) ~ 23(토) 송도컨벤시아(인천) 에서 개최되었던 제29차 대한신경

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제출된 포스터를 심사하여 가장 우수한 3편을 선정하

여 2011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상을 시상하였다. 

수상자: 박동혁(고려대학교)

제    목:  Comparison of Cerebrospinal Fluid Biomarkers between Idiopathic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and Subarachnoid Hemorrhage- 

 Induced Hydrocephalus

수상자: 김도근(인하대학교)

제    목:  Prediction of postoperative drainage volume and Brain expansion of  

 chronic subdural hematoma

수상자: 신태희 (영남대학교)

제    목: Alveolar soft part sarcoma metastatic to the skull and brain - case report -

2011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봉생 김원묵기념 학술상 수여 (뇌혈관1편)

2011. 4. 21(목) ~ 23(토) 송도컨벤시아(인천) 에서 개최되었던 제29차 대한신경

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봉생 김원묵 기념 학술상을 시상하였다. 본 학술상은 

2009년 춘계부터 신설되었으며 2010년 한 해 동안 Published된 뇌혈관 질환 분

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1편을 선정하였다. 

수상자: 황교준(한림대학교)

제    목:  Thromboembolic Complications of Elective Coil Embolization of  

 Unruptured Aneurysms: The Effect of Oral Antiplatelet Preparation on  

 Peri-procedural Thromboembolic Complication

학회
  소식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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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 중요 활동 사항

총무위원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한국과기총 지원금 신청 / 추계학술대회 개최 계획서 제출

•대한의학회-2011년도 의학통계 조사사업 과제 공모 응모 

 - 대한신경손상학회, 대한정위기능학회 과제 접수 

• 학술대회 회비 및 등록비 규정 설문조사 결과 이사님들께 보낸 학술대회 회비 

및 등록비 규정 설문조사 결과 이사 82명 가운데, 전화 연결이 안되는 4명을 

제외하고 모두 회신(찬성 77명)

•신규직원 채용함(2011. 7. 18)

보험위원회

•의   협 - 수술 의사 업무량 상호 검증 완료 후 세부 조장 작업 진행 중

        - 행위 재분류 및 수정 작업 진행 중

        - 기존행위 3 AXIS 분류 조정회의

        - 의약품 재분류 TF 팀 구성예정

•심평원 - 처치/기능검사 유형 표준화 작업 진행 중

        -  CPEP 관련- 수술 직접비용 검토 완료 / 처치 행위 부분 직접비용   

 검토 중 참조행위 기준

•기타 전문 학회 의견 조회 답변

법제윤리위원회

일  시: 2011년 3월 2일 오후6시 / 장  소: 순화동 학회 사무국 회의실

내  용:  대한신경외과학회 규약과 내규에 대하여 회칙개정위원회 정용태 위원장과  

 전반적인 검토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보고함

수련교육위원회

•주요업무

 - 춘계학술대회 중 수련대표자 워크숍

 - 신입 전공의 오리엔테이션

 - 수련실태조사

 - 전공의 연수교육

•앞으로의 계획

 - 수련교과과정 개편

 - 수련실태조사의 질적 평가 도구 개발

 - 수련병원 대표자 워크숍 활성화

 - 전공의 중간평가

고시위원회

•54회 전문의고시 관련 지원금 수령 (대한의사협회)

 -  사진문제은행 정리: 1,000,000원(15개학회), 1차 필기시험 자율시행학회:  

 980,000원(8개학회)

•제54차 전문의시험 평가회 개최 

 - 5. 19(목) 15시,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상임이사 및 임원회의, 이사회 합동회의

2011년 4월 21일(송도 컨벤시아 Rm. 107-109)

1. 임원 인준에 관한 건

 •명예회장 - 강준기(2001~02년도 회장, 1941. 2. 10)

 •고     문 - 오석전(2008~10년도 이사장), 이동열(2009~2010년도 회장)

 •신임이사 - 김주승, 송준석, 정  남, 주진양, 최창화(가나다 순)

2. 보건복지부 시행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중 ‘뇌사추정자 기준’에 관한 건

 :  학회의견 - “환자가 이전의 장기기증의사가 있었거나, 환자의 상태가 부가역적,   

 원인이 확실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상임이사회의

2011년 5월 13일(학회 사무국 대회의실)

1.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지원협조에 관한 건

 : 지원하기로 결정함

상임이사회의

2011년 6월 10일(학회 사무국 대회의실)

•연회비 도입에 관한 건

공정거래규약에 따르면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20% 이상 (2015년부터는 

30% 이상)을 해당 학술대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 및 회비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하기 위함

:  결정사항 -  연회비 7만원(정회원) 3만원(준회원): 긴급이사회(서면)를 통하여  

 상정 예정

    -  기존의 종신회비의 명칭변경 (학회 가입비) 및 전문의 시험 접수비  

 인상 검토: 60만원  100만원(이사회 상정 예정)

• Youmans 신판을 전문의 고시범위 및 전공의 연수교육에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건 

 : 결정사항 - 2012년 전문의 고시까지는 Youmans 5th ed.(구판)으로 출제하기로 함

상임이사회의

2011년 9월 8일(학회 사무국 대회의실)

•2012년 전공의 1년차 T/O에 관한 건 

 :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인 2012년도 T/O 동결

   ※ 인제대(수평이동 불가), 중앙대(통합병원) 2명 선발 가능

•대한두개저외과학회지 수련논문 인정 요청 건 

 : 우선 유보이며, 학회에서 새로운 안을 만들기로 함

•대한간질학회 학회 명칭 변경에 관한 건 

  대한간질학회(Korean Epilepsy Society)에서 대한뇌전증학회로 변경  

: 결정사항 - 찬성

•대한의학회 -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정(안)에 관한 수정 의견 요청 건

 :  결정사항 - 현재는 이견없으며, 앞으로 수련교과과정을 보강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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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2011년도 시험문항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워크샵 개최

 - 6. 2, 목 14시~17시, 학회사무국 대회의실

•2012년도 제55회 전문의고시 필기시험 문제출제의뢰

 - 문제카드 출제방식과 전산화 시스템 사용 병행

•의협 2011년도 문제은행정리작업 

 - 7월 5일(화)~8일(금), 양평한화리조트

•55회 전문의고시 일정 

 - 원서교부 2011. 10. 17(월)~10. 21(금) / 원서접수 2011. 10. 24(월)~10. 28(금)

  모든 증빙서류의 접수마감은 학회의 원서접수 마감 시점.

•전문의고시 1차 필기시험 -  일시: 2012. 1. 5(목) 

 장소: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전문의고시 2차 구술시험-  일시: 2012. 1. 13(금)~14(토) 

 장소: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진료심의위원회

•2011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의협에서 총 65건 의뢰

 - 회신: 52건 (회신율: 80%)

 - 내용 검토 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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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 KHABAROVSK NO2. HOSPITAL 신경외과 Dr. KOVTUN MAXIM-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연수받음(2011. 4. 3~5. 1)

경희대학교병원

•퍼펙션가동식 및 감마나이프센터 20주년 심포지엄

경희대학교병원 감마나이프센터에서는 최신형 감마나이프인 퍼펙션(Perfexion)

을 도입하여 퍼펙션가동식 및 감마나이프센터 20주년 심포지엄을 8월 22일 개

최하였다. 이날 가동식에는 유명철 경희대학교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 방

사선수술의 세계적 권위자인 Lindquist 교수, 임영진 경희대학교병원장 겸 감마

나이프센터장, 우이형 치과병원장, 류봉하 한방병원장 외 100여명의 관계자 및 

교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임영진 병원장은 “기기를 도입할 수 있게 도와준 관계자

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쌓아온 임상경험과 이번 최신기기 도입을 바탕으로 

최상의 치료로 뇌신경센터의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

된 최신기기 퍼펙션은 완전한 자동화를 실현한 감마나이프기기로 수술계획을 

세우는 감마플랜 10.1 모델은 보다 치료 정확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되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희대학교병원에 도입되었다.감마나이프 퍼펙션가동

식후 개최된 ‘감마니아프센터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는 임영진 병원장, 방사

선수술의 세계적 권위자인 Lindquist 교수와 여러 신경외과 교수님들이 참석하

여 감마나이프를 통한 뇌질환 치료 결과에 관한 연제발표가 있었다.

•뇌신경센터 개소

경희대학교병원 6월 13일 병원 본관에서 뇌신경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경희대

학교병원 임영진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병원은 뇌질환 치료 분야가 강

점으로 이번 뇌신경센터 개소를 통해 뇌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

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병원 본관 1층에 위

치한 뇌신경센터는 뇌혈관크리닉, 뇌종양크리닉, 뇌신경기능장애크리닉, 감마

나이프크리닉, 척추-신경크리닉, 신경외상크리닉, 이상운동질환크리닉, 간질크

리닉, 치매크리닉 등 총 9개 분야의 크리닉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된다. 이와 함께 

뇌신경계 질환 유관부서인 신경외과, 신경과, 영상의학과(혈관중재시술)와 뇌신

경계 검사실 등을 외래에 통합 배치하여 환자 편의를 고려하고 질환 치료의 전문

성을 높였으며 외래에서 환자의 치료와 검사 시 타분야 교수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진료실을 2개 이상 오픈해 one-stop 상담이 가능하게 배치하였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제 2회 신경외과 전공의 가족모임(2011. 4. 16. 순천향대 부천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담간호사 가족을 초청하여 ‘젊

은 의사들의 미래를 봅니다’ 라는 주제로 신경외과 가족모임을 개최하였다. 내 

아들, 남편 혹은 부인이 병원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실 가족을 

만나 대화도 나누고 험난하다는 수련과정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소개하

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모임 후 점심식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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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뇌졸중 치료연구회 세미나 성료 

(2011. 5. 19. 순천향대 부천병원 순의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뇌졸중 치료연구회는 응급의학과(응급진료), 신경과(예

방 및 내과적 치료), 신경외과(뇌혈관 중재술 및 혈관수술), 재활의학과(재활치

료) 의료진들로 구성됐으며 심장, 배뇨관리, 혈관영상, 핵의학,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들이 뇌졸중 진료를 도와 연구회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회가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원내 별관 지하1층 순의홀에서 ‘시간이 뇌혈관과 심장을 살린다’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캄보디아 국립 프레아 코사막병원 신경외과 개과식 참석 

(2011. 8. 8∼13. 프놈펜시 프레아 코사막병원)

캄보디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프레아 코사막 병원의 초대 신경외과 과장

은 2004년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1년 동안 연수를 받은 이브체트 씨가 맡게 

됨에 따라서, 신원한 교수와 김범태교수가 개과식(開科式)에 참석해 100만원 

상당의 최신 신경외과 영문서적과 함께 소정의 금액을 전달했다. 이브체트 과장

은 “프레아 코사막 병원(Preah Kossamak Hospital)의 신경외과를 캄보디아뿐

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최고로 만들겠다. 한국은 나의 꿈을 실현시켜준 제2 

모국이다. 한국에 머물며 배운 의료지식과 따뜻한 사랑을 캄보디아 환자들에게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의 신경외과 의사는 총 15명이다. 이 중 3명이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1년간 연수를 받았으며 현재 Dr. Dan이 네 번째로 방문하여 연수중에 있다. 

•박진규 병원장배 운동 및 동문모임(2011. 8. 28)

본 교실 출신인 평택 굿스파인병원장 박진규 동문의 주최로 매년 거행되는 동

문 골프 모임이 있었다. 예년의 초복에 시행되어온 본 행사는 금년으로 11번째

를 맞이하였다. 모두 4팀이 참여한 심페리얼 방식으로 진행된 골프대회에서 행

운의 우승은 신원한교수가 차지했다. 저녁 식사모임은 평택의 한옥식당에서 열

렸고 원로 교수이신 이인수 선생님이 건강한 모습로 참여하셨으며 많은 원내외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즐거운 모임이었다.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 서울아산병원 사이버나이프센터(Cyber Knife Center) 개소식 

(2011. 6. 15)

지난 6월 서울아산병원은 절개, 통증, 출혈이 없는 수술로 불리며 미래의 암 치

료법으로 주목 받고 있는 사이버나이프 장비를 도입하고 이를 기념하는 개소식

을 가졌습니다. 사이버나이프는 로봇 방사선 수술 시스템으로, 종양의 위치, 형

태와 상관없이 신체 내 모든 부위 종양을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도록 고

안된 로봇 방사선수술 시스템입니다. 본원 서관 지하1층 사이버나이프센터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원 내외 의료진들이 참석해 사이버나이프 장비 도입을 축

하했으며 앞으로 사이버나이프 장비의 본격적인 가동에 기대를 모았습니다. 사

이버나이프센터는 암센터와 신경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의 협진 시

스템으로 운영해 암 환자들의 상태와 병의 진행 상황에 맞춰 치료를 결정하는 암 

통합 진료 시스템을 완벽하게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아시아에서는 최

초로 감마나이프 치료술을 도입하고 국내 최초로 감마나이프 5천례를 돌파하는 

등 첨단으로 진화된 사이버나이프와 감마나이프를 갖춤으로써 암 환자에게 수

술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의 완벽한 3가지 치료를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수술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개최(2011. 8. 20)

서울아산병원 방사선 수술센터는 방사선 수술의 노하우와 최신 지견을 공유하

기 위해 방사선 수술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을 본원 동관 6층 소강당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방사선 수술센터 김창진 소장의 인사말과 박성욱 병원장의 축사와 

함께 시작된 이번 심포지엄은 4가지 세션으로 나눠 방사선 수술의 경험과 노하

우를 공유하고 방사선수술 분야 전문가들의 최신지견을 발표하는 자리가 됐습

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감마나이프와 사이버 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선도하

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활발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심포지엄의 수

준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연세대

•연세의대 주관으로 “Tohoku-Yonsei Joint Symposium on Cerebrovascular 

Surgery” 심포지엄이 2011. 5. 28(토) 종합관 337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

지엄에서는 뇌혈관질환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각자의 전문분

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지혜롭게 대처하

는 방법 등을 토론하였다. 일본 Tohoku 대학 신경외과교실 주임교수이신 Teiji 

Tominaga 교수님을 비롯해 Yamaguchi대학, Yamanashi대학, Iwate대학, 

Fukushima대학 등 5개 대학의 교수님 6분과 국내 전문가분들이 참석하시어 

깊이 있는 학문적 토론을 하였으며, 양국간의 뜻 깊은 친선의 장소가 되었다. 

•연세의대 신경외과학교실에서 2011. 7. 15(금) 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 5,000예 

기념심포지엄을 간호대 강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감마나이프센터는 정상섭교수님께서 1988년 8월에 본원에서 처음으로 방사선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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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시행, 1992년 5월에 감마나이프를 도입,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시

작한지 19년 만에 5,000예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감마나이프 방사

선수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지니신 여러 국내 석학분

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 최신 지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해외 연수생 - 현재 연세의대 신경외과로 해외에서 6명의 신경외과의사가 

연수를 와서 수술 등을 참관하며 활발히 임상 활동에 참여 중이다(중국 2명, 베

트남 2명, 네팔 1 명, 마다가스카르 1명).

•동문회(세백회) - 정의화 국회의원께서 2011. 9. 1 “정의화의 어제와 오늘” 출

판기념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졌다.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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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실의 주임교수인 장진우교수가 2011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5차 국제복원신경외과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Recon-structive Neurosurgery; ISRN) 및 제 8차 아시아 오세아니안 정위기능신

경외과학회(Asian Australasian Society for Stereotactic and Functional 

Neurosurgery; AASSFN) 를 대회장 자격으로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다. 학회에

는 세계 최초로 심부뇌자극술을 시행한 프랑스의 Alim Louis Benabid 교수를 

비롯하여 신경재생분야에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독일의 Klaus R.H von Wild 

교수, 최근 우울증 및 조기 치매 환자에 대한 전기자극수술을 세계 최초로 시행

한 Clement Hamani 교수, 새로운 뇌기능 수술방법을 개척하고 있는 미국의 

Kendall H. Lee 교수, 최첨단 인체 반응형 뇌전기자극 수술장치를 개발 중인 일

본의 Yoichi Katayama교수, 거식증 및 정신분열증 등에 대한 새로운 수술을 시

도한 중국의 Bomin Sun교수 등 세계 각국의 석학을 포함한 300여명의 국내외 

관련분야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최신 지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만찬 공

연, 제주도 관광 등의 자리를 통해 국외 관련 연구자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 및 

자연 유산을 체험하게 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자리도 함께 

마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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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통증학회

•2011년 6월 12, 19일, 제목 - Cervical Spinal Pain 

   2011년 6월 12일 심포지움, 디스커서앤메디슨BLD LL, 아스클레페이온

   2011년 6월 19일 워크숍,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 

   특  징:  한국척추통증중재시술연구회(Korean Spine Intervention Society,  

 KORSIS)와 합동 개최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 8th AASSFN(Asian-Australian society for stereotactic and functional 

 neurosurgery 아시아 오세아니아 정위기능신경외과학술대회) (2011. 6. 16~  

 2011. 6. 18. 제주 라마다 호텔)

- Congress President: 장진우(연세대)

- Secretary General: 허   륭(가톨릭대)

- Chair of Scientific committee: 이정일(성균관대)

- 16개국 400여명 참석

•대한뇌신경기능장애연구회(2011. 7. 2 대전 을지대 병원 강당)

- 회  장: 임영진(경희대)

- 총  무: 박   관(성균관대)

- 학  술: 장진우(연세대)

• 연세대학교 감마나이프 심포지움 5,000례 기념 

(2011. 7. 15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감마나이프 20주년기념 심포지움(2011. 8. 22 경희대학교병원)

•대한 노발리스방사선 수술학회 발족(2011. 7. 8 분당CHA병원 대강당)

- 회  장: 조경기(CHA의과학대)

- 총  무: 이채혁(인제대)

최근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노발리스를 포함한 방사선 수술에 대하여 방사선

종양학과 등과 이견이 있음에 즈음하여 신경외과 방사선 수술 유저 모임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손상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2011년 5월 21일에 대한 신경손상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신경계 중환자간호사 연수

교육이 대구 호텔인터불고 클라벨홀 에서 개최되었고 190명에 달하는 많은 회원

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예년과 같이 신경외과 중환자 간호

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인력과 함께 진행하는 형태로 마련 되었으며 오전에는 중

증신경손상 환자에서 뇌압관리와 외상데이터뱅크, 신경재활을 주제로 심포지

움을 마련하였으며 오후에는 자유연제 및 간호사연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기 학술대회 중 열린 정기 총회에서 이무섭교수(충북의대)가 대한 신경손상학

회 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차기 회장으로 황금 교수(원주의대), 부회장에 전상

용교수(울산의대)가 선임되었습니다.

Newsletter
•신경손상에 대한 회원들간의 학문적인 이해를 높이고, 친선을 돈독히 하기 

위한 워크숍이 청주에서 8월 26일~27일에 있었습니다. 전임회장님들을 모시

고 많은 상임이사들이 참석하여 더욱 발전하는 신경손상학회가 되기 위해 열띤 

토론의 장이 열려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에 동계워크숍 

및 12월에 송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1 - 2012년 상임이사진 명단

회             장  이무섭(충북의대)

차  기  회  장  황   금(원주의대)

부     회     장  전상룡(울산의대)

명  예  회  장  김영수(김영수병원)

총             무  권택현(고려의대)

총  무  간  사  김종현(고려의대)

학             술  현동근(인하의대)

학  술  간  사  장인복(한림의대 평촌)

재             무  전상룡(울산의대)

회  원  관  리  김인수(계명의대)

보             험  김긍년(연세의대)

간             행  양희진(서울의대)

간  행  간  사  정제훈(한림의대 한강성심)

수  련  교  육  조용준(한림의대 춘천)

대  외  협  력  조병문(한림의대 강동성심)

국 제 화 추 진  유도성(가톨릭의대)

역             사  정진환(한양의대 구리병원)

기획-뇌분과  박승원(중앙의대 용산병원)

기획-척추분과  송근성(부산의대)

정신의학분과  박기창(원주의대)

재활의학분과  김명옥(인하의대)

기초의학분과  윤영욱(고려의대)

홍             보  박종태(원광의대)

전  산  정  보  이정길(전남의대)

법             제  염진영(충남의대)

개     원     의  황장회(윌스기념병원)

개     원     의  강병직(김천제일병원)

무     임     소  심기범(제주의대)

무     임     소  허   원(부산보훈병원)

신경손상 평가위원  이상구(가천의대)

신경손상테이터뱅크  이상구(단국의대)

정             보  김세혁(아주의대)

감             사  문승명(한림의대)

임상진료지침  김정은(서울의대)

특  별  이  사  최기환(대구가톨릭대)

특  별  이  사  박봉진(경희대)

특  별  이  사  이종수(대전선병원)

특  별  이  사  권정택(중앙의대)

특  별  이  사  윤수한(아주의대)

특  별  이  사  이선일(인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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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중의 군 의학

- 한 군의관의 행보 -

6·25 전쟁 중, 육군 중위 군의관 정환영은 보병 제 8사단에 부임하도록 명령을 받고 임지 황강리로 가는 중이었다. 

포장되지 않아 질퍽거렸던 아주 추운 겨울의 흙 도로가 얼어붙어 타이어 자국이 깊이 나 있었다.

그 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군 보병 제 8사단이 위치한 황강리는 전투중 적 병력의 포위망 안에 들어가 전투

중이라서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유일한 연락처인 8사단 낙오병 수용소를 거쳐 대구 육군본부에서 재편성중인 8사

단에 갈 때까지의 수많은 과정에서 특히 낙오병들의 비참한 동상상태는 젊은 군의관을 가슴 아프게 했다.

재편성된 보병 제 8사단 21연대 3대대 군의관으로 근무했었는데 적과의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었다. 싸움터는 

주로 산악지대이었는데 적은 언제나 비오는 날이나 야간을 택해서 대공세를 취해 왔었다. 제공권과 포 지원이 미군 관

장하에 있었기 때문에 적은 이를 회피하여 공격해 온 것이었다.  적은 기습 중앙 돌파한 야간 진지를 날이 밝기 전에 자

진 철수하는 수도 있었는데 이때 일부 인원과 군수품을 노획하는수가 있었다. 의대 동기동창 이OO 군과 장OO 군이 경

우인데 다행히 장군은 어둠을 이용하여 다시 아군에 합류할 수 있었으나 아군은 그대로 적군에 끌려 간 뒤 현 2011년까

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비참한 상태이다.

대대 근무 군의관의 임무는 지혈, 항생제 투여, 붕대감기, 환자후송이 주 임무였다. 그런데 이 후송 경로에는 확연한 

2개의 구분이 있었다. 뇌와 척추, 신경손상 환자는 경상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 미군 외과이동병원이나 후송병원에 

헬리콥터 등으로 급송되었다. 미군의 아주 우수한 신경외과 군의관들이 능률적으로 진료하고 있었다. 

당시의 환자들은 총상환자가 대부분이었고 다음이 차량전복사고에 의한 손상환자였다. 두부손상은 두개골관통상, 두

개강내경막내,외혈종, 뇌실질내혈종, 두개골 골절 등이 있어 개두술, 천공술, 두개골성형술을 하였고 개두술을 할 때는 

두개골에 여러개의 천공을 뚫고 이들을 줄톱으로 연결해서 잘나서 두개골을 들어내는 초보적인 개두술을 시행하였고 

척추수술은 단순 감압을 위한 후궁절제술 만을 시행하는 것이 전부였다. 또한 마취전문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외과 

군의관이 교대로 에테르, 클로르포름을 사용하여 원시적인 방법으로 마취하고 수술을 하였다. 

미군병원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외과 한국군 군의관을모집한다는 공고가 났다. 다행히 한사람 정환영 군의관이 

합격했고 만 1년간 그들과의 합동근무 후 한국군 뇌신경외과반 반장으로 임명되어 의정부 덕계리 한국군 제5야전병원 

내에 육군 제2뇌신경외과반을 독립 신설하여 서부전선의 뇌신경외과 수술을 담당했었다. 중동부 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제1뇌신경외과반은 춘천의 한국군 제1야전병원내에 독립 창설 운용되었다. 

미군의 신경외과 지원은 계속되어 정환영은 미국 본토 3군 통합병원인 레터만병원(샌프란시스코)에서의 신경외과 수

련과정을 거쳐 한국군 제1육군병원 신경외과가 창설되면서 덕계리의 제2뇌신경외과반이 해체 이관되었다. 그때까지 

육군 제2뇌신경외과반은 이상근 대위가 반장으로 있었다.

미군은 6·25 전쟁 중 자체의 인력으로도 한국군을 지원했으나 한국군 뇌신경외과의 육성, 창설 지원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는 외과가 있을 뿐 신경외과도 정형외과도 성형외과도 마취과도 독립돼

있지 않고 전부가 함께 합쳐져 있었고 분리 전공하는 사람도 없었다. 대학이 그러했으니 군도 물론 그러했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의 의학 각 분야, 특히 외과계열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크게 발전의 단계를 거쳤다.

정 환 영(대한신경외과학회 명예회장 - 혜화신경외과의원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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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립 Preah Kossamak병원 
신경외과 개설을 축하하며 

인구 약 1천3백만명의 캄보디아서 신경외과의사는 15명 정도로서, 프랑스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 비정규 과정으로 연수 

후에 외과 혹은 응급외과에 소속되어 주로 신경계 외상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캄보디아에 신경외과 

정규 수련교육을 수행하는 병원은 없다. 순천향대학교 의료원 한캄봉사회(회장 신원한 교수)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캄보디아의사연수회를 조직하여서 매년 6명의 젊은 캄보디아 의사를 초청하여 1년간 연수를 시키고 있으며, 이미 35명이 

연수를 수료하고 귀국하였고, 현재 6명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그 연수생 중에서 4명의 신경

외과 펠로우가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여 횔약중에 있고, 현재 새로운 신경외과 연수생 1명이 연수를 받고 있는 중이다. 

올해도 변함없이 한캄봉사회에서는 40명이 캄보디아로 출발했다. 금년이 벌 써 열 번째다. 댕기열과 말라리아가 유행

인 나라에 초행길이라는 부담이 있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프놈펜 공항에 도착하니 그간 우리병원에서 연수를 마친 의사

들이 나와서 반갑게 해후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하루를 프놈펜시에서 묶은 후 숙소에서 40km 떨어진 캄풍스퍼 지역으로 

이동해서 3일간에 걸쳐서 3224명(일반환자 3,023명, 치과환자 201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54건의 수술(전신마취 9건, 

국소마취 45건)를 시행했다. 이곳에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끝이 보이 않을 것 같은 그들의 구원의 손길과 천진하

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봉사기간 중 하루를 내서 캄보디아 국립병원의 하나인 Preah Kossamak병원으로 갔다. 1958년에 처음 지어진 병원

답게 낡은 건물이었지만 우리병원에서 신경외과 연수를 마치고 간 Dr. Iv Vycheth와 Sam Lang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

해줬다. 열악한 건물, 마치 야전병원 같은 매우 남루한 여건에서 환자의 진료와 수술을 하고 있지만 신경외과를 처음으로 

독립해서 진료를 한다는 자부심과 전담간호사 4명 채용하고 뇌수술과 척추수술을 나름대로 특화해서 수행하고자 노력

하고 있었다. 캄보디아에는 개인병원에 CT 몇 대와 MRI 가 한대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Vycheth와 Lang과 그들이 치료

하고 있는 환자들을 회진한 후 가지고 간 신판 YOUMANS Neurological Surgery 및 Schmidek Neurosurgical 

Techniques 각각 한 질을 발전기금 500$과 함께 전달했다

(사진). 부디 어려운 여건에서 최신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마친 후 병원을 나

오는데 Dr. Lang 최근 본인이 수술했던 뇌수술 case의 수

술 전후 환자상태 요약, 사진 등을 정리한 것이라며 USB 

1개를 나에게 전했다. 본인의 수술 성적을 자랑(?)하고 싶

은 듯 했고 그 내용을 보니 우리여건과는 비교 안되는 상상

하기 어려운 상황, 즉 수술현미경은 커녕 DRILL이나 번듯

한 수술기구도 없는 여건에서 많은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

니 그동안 그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이 뿌듯하게 마음에 와 

닿았고 더불어 내 자신과 우리의 여건이 너무도 행복하다

는 사실 그리고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캄보디아 신경외과는 한국전쟁 후의 1950-60년대 수준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노력은 현재의 

우리와 다름 없어 보인다. 그들도 좋은 여건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는다면 지금의 우리 혹은 선진국 수준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다.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통해 많은 환자를 진료해주는 만큼 그곳 의사들에게 스스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교육

하는 일은 “온고지신” 즉 캄보디아를 거울삼아 우리의 과거를 보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시 한번 캄보디아 Preah Kossamak병원 신경외과 개설을 축하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좌로부터 김범태, 신원한교수, 병원장, 관계자, Dr. Iv Vycheth, Dr. Sam Lang

김 범 태·신 원 한(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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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일정

일    정 시 행 사 항

2011. 9. 5 (월), 12 (월) 시험시행 공고(의협신문 2회 공고)

 10. 17 (월) ~ 10. 21 (금) 원서교부(대한의사협회) -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10. 24 (월) ~ 10. 28 (금)
원서접수(학회사무실) -  서울시 중구 순화동 151 포스코 더샾  

 오피스 B동 402호

 10. 31 (월) ~ 11. 11 (금) 응시자격 예비심사(학회)

 11. 14 (월) ~ 24 (목) 응시자 서류정리 및 최종심사 준비

 11. 22 (화) 07:00 고시실행위원회(응시자격심사/시험위원선정)

 12.  6 (화) 07:00 고시위원회

 12. 12 (월) ~ 16 (금) 수험표 교부(학회사무실)

 12. 13 (화) ~ 16 (금) 사진인쇄

2012. 1. 1 (일) ~ 5 (목) 1차 시험 문제선택 및 인쇄

  1.   5 (목) 09:00 1차 시험 시행

  1.   6 (금) ~ 11 (수) 1차 시험 채점(주관식 채점일 1/7(토))

  1. 12 (목) 12:00, 14:00 1차 시험 합격자 사정회, 합격자발표

  1. 11 (수) ~ 19 (목) 2차 시험 문제선택 및 인쇄

  1. 13 (금) ~ 14 (토) 08:00 2차 시험 시행

  1. 14 (토) ~ 26 (목) 2차 시험 결과제출

  1. 25 (수) ~ 2. 1 (수) 2차 시험 성적검산

  2.   2 (목) 12:00, 14:00 2차 시험 합격자 사정회, 합격자발표

  2.   3 (금) ~ 10 (금) 최종합격자 서류정리 및 서류심사

  2. 17 (금) 시험시행 결과보고 및 전문의자격인정 요청

  3월 전문의자격증 교부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최휴진(동아대학교 병원) 일본 단기 연수 (2011. 09. 01~2012. 01. 31)

장경술(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Medical University of South Carolina,USA 

 (2011. 07. 01~2012. 06. 30)

김일섭(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Bayler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USA 

 (2011. 7~2012. 6)

황선철(순천향대 부천병원) 2010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미국 Mayo Clinic

에서 장기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황교수는 본원에서 뇌종양과 뇌내시경수

술, 경막하 혈종연구 등의 활발한 임상 및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Mayo clinic에

서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를 1년간 병행하였다. 연수기간 동안 운동성 질환(파킨

슨병, 본태성 진전)과 통증의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에 대한 임상 

분야를 연구했다. 황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뇌심부자극술은 뇌의 특정 부위에 

정확하게 전극을 삽입하여 전기 자극을 통해 병의 증상을 완화 혹은 개선하는 

방법으로 파킨슨병의 강직, 손떨림 등을 호전시킬 수 있어 향후 통증, 우울증, 

치매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Neural Engineering 

Lab에서 사이클릭 볼타메트리(cyclic voltammetry)를 이용해 신경전달물질의 

측정원리도 연구하고 귀국했다. 

장종희(연세대) 2010. 2~2011. 6까지 캐나다 토론토대학 신경외과에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이 기간 동안 뇌종양 기초 연구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The Arthur and Sonia Labatt Brain Tumour Research Centre (BTRC)에서 

Dr.Rutka의 지도 아래 뇌종양 분야에 대한 basic & translational research에 대

한 연구를 하였다.

이재환(연세대) 2010. 9~2011. 8까지 일본의 뇌졸중 전문기관인 1. National Cere-
bral and Cardiovascular Center, Osaka (Dr. Koji Iihara), 2. Research Institute for 

Brain and Blood vessels, Akita (Dr. Tatsuya Ishikawa)에서 다양한 뇌혈관질환

에 대한 검사 및 수술 수기 등을 연수하고 귀국하였다.

하  윤(연세대) 2011. 3~2012. 2까지 미국 UCSF Spine Center에서 spine 

deformity surgery와 tumor surgery를 중심으로 수술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수술 

후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최근 들어 척추신경외과 분야에서 중

요 연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척추변형질환의 치료에 대한 임상연구의

fundamental구축을 목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다.

심규원(연세대) 2011. 5~2012. 5 Chicago 소재 Northwestern University Chil-
dren’s Memorial Hospital 부설 Children’s Memorial Research Center에서 

신경줄기세포가 신경계 발생 과정에서 유전자 변이에 의한 신경 기형 또

는 종양 발생에 기여하는 기전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해외학회 참석

전병찬(동남권원자력의학원)  14차 유럽신경외과학회에서 구연(minimally invasive 

 eyebrow aneurysm surgery, 10. 8~10. 14)

회원경조사

임수빈(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10년 근속 표창을 받음

 (2011. 04. 01)

유동우(영남대학교병원 R3) 결혼

회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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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락(가톨릭대 명예교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신임 위원장, 연임

(2011. 08. 25)

백민우(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가톨릭 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병원장 연임 - 

 2년간 근무

박익성(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수련 교육부장 취임(2011. 09. 01)

김효창(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임상 강사로 발령(2011. 05. 01)

김성민(강동 경희대병원) 강동 경희대 병원 척추센터장 취임(2011. 08. 01)

김근수(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 세브란스 척추병원 진료부장 겸 척추신경외과 과장 취임(2011. 03. 01) 

  대한 척추신경외과학회 경추연구회 회장 선임(2011. 06. 25)

장석정(조선대학교병원) 주임교수 발령(2011. 08. 01)

길승배(강릉 동인병원) 강릉 동인병원 병원장 취임(2011. 07. 02)

김창진(서울아산병원) Raiosurgery center 소장 취임(2011. 06. 15)

최중언(분당 CHA병원)

  CHA의과학대학교 의무부총장 임명(2011. 06. 16)

  분당CHA병원 병원장 겸임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학술) 재임명(2011. 05. 26)

한영민(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의무원장(2011. 03. 01)

김종태(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장(2011. 03. 01)

서영준(동남권원자력의학원) 2과장 부임(2011. 02)

김민수(영남대학교병원) 조교수 승진(2011. 09. 01)

가톨릭대 CMC 주요 보직자 및 임상과장 임명 사항(2011. 09)

전신수  포스텍·가톨릭 의생명공학연구원장, 서울성모병원 PI 실장,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과장

허필우 의정부성모병원 신경외과 과장 

안재근 성바오로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장

이관성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장

근무지변경

백병석(부천성모병원)  포항성모병원에서 가톨릭 대학교 부천성모병원 파견

 (2011. 09. 01)

※ 가톨릭의대 송진언 교수님께서 미국 L.A에서 귀국하시어 

여의도 은하아파트 A동 403호에 거주하십니다. 뜻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T. 784-1163)

해외연수

주성필(전남대병원)  Stanford Medical Center 향후 신경줄기세포 관련연구 

 (2011. 07~2013. 07)

김영우(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University of Florida, USA 

 (2011. 07. 10~2012. 06. 30)

김은영(가천의대 길병원) Stanford university (2011. 09. 01~2012. 08. 31)

  Newsletter  Vol.25_15



Photo Report

 도전골든벨

 2011년 신임전공의워크샵

The 51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16_www.neurosurgery.or.kr



 제29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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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Report

The 51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제29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초청연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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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후 기념촬영

 춘계학술대회 전시

 학술대회 강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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