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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님께 올립니다.

몇십 년 만의 기록적인 한파를 보였던 지난 겨울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김없이 이어지는 봄의 

기운에 그 기세가 서서히 누그러지면서 이제 우리 주변 이곳저곳 찬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어느덧 

따뜻한 기운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날카롭게 살을 파고들던 바람 끝이 조금씩 무뎌지면서 부드럽

게 변하여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얼음이 녹듯 우리

의 마음과 주변에 맴도는 이런 저런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이 봄과 함께 녹아버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봄을 맞이하면서 저의 마음이 더욱 설레는 이유는 몇십 년 만의 기록적인 한파를 보였던 지

난 겨울을 무사히 보냈기 때문만이 아니라 2012년 제30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오

랜만에 광주에서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1991년도에 신양파크호텔에서 제9차 춘계학회를 개최한 

이래 실로 20년 만에 광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춘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

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계학회 준비위원장으로 조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번 춘계학회는 특별히 일부 시간을 할

애하여 대한신경외과학회 호남지회 김재휴회장님을 비롯한 전회원들이 함께 역량을 발휘해서 호

남지방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많은 회원들에게 골고루 유익하면서 흥미롭고 알찬 시간이 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광주는 오래 전부터 “예향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전

남대학교예술대학 국악과 김광복 교수께서 “신명나는 우리 가락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시

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무관심했던 국악을 제대로 이해하고 흥미를 돋우어 우리 가락에 대한 지속

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 뇌전증 환자에 대한 외과적 치료의 과

인사말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김  수  한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이  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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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현재, 미래(최하영 교수), 뇌종양분야 특성화의 성공전략(정신 교수), 중증외상센터에서 신

경외과의 역할(김태선 교수), 개원가에서 바라보는 신경외과의 현재와 미래(곽형준 원장)와 같

은 여러 회원들께서 관심이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금번 춘계학회는 한-터키 신경외과학회 합동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터키 측에서 금년 2월 

초에서야 그곳 학회의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와서 이번 춘계학회는 해외 초청연자

가 최소로 축소되어 실로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들의 한마당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013년에

는 대한신경외과학회 창립 후 최초로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WFNS)를 우리 회원들이 주관

해서 서울에서 개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이루어낸 세계신경외과학회 개최인 

만큼 비록 우리 주변의 상황이 과거와 달리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게 변했지만 회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성실하게 준비해서 학회를 개최하여 대한신경외과학회의 발전된 위상을 세계신경

외과학회 회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성공적인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이 단합하여 

함께 노력하기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는 또한 “맛의 고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학회장소인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가까운 

부근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맛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방 특유

의 깊은 맛과 인심을 경험해보시는 것도 광주를 방문하는 즐거움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학회 

전날인 목요일에는 광주에서 제일 아름다운 골프장으로 알려진 골드레이크 C.C.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회원님들께서는 잠시 쳇바퀴와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4월의 싱그러움을 

만끽하시어 몸과 마음에 활력을 듬뿍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학회의 명예회장, 고문, 임원 여러분과 모든 회원님들과 함께 대한신경외과학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건

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0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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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장 및 고문
명예 회 장   임광세, 문태준, 송진언, 이인수, 김윤범, 정환영, 주정화, 최길수, 송두호, 

양승렬, 정광진, 김두원, 이기찬, 이화동, 이영우, 정상섭, 최덕영, 이규창, 

김승래, 이제혁, 최창락, 유태전, 강준기

고     문   황도윤, 한대희, 이정청, 김영수, 김국기, 조병규, 조수호, 변박장, 김  윤, 김형동, 

김문찬, 최중언, 강삼석, 정희원, 임만빈, 박상근, 오석전, 윤일규, 이동열

대한신경외과학 연구재단 임원
이  사  장  변박장

이     사   김문찬, 강삼석, 최선길, 김형동, 정희원, 

오석전, 박연묵, 백민우, 이규성, 송시헌

감     사  정용구, 김주승

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
회     장  김수한   이  사  장  이규성

차기 회 장  여형태   차기이사장 정용구

상 임이 사   총 무-임영진, 학 술-신용삼, 고 시-김태영, 수련교육-정천기, 기 획-홍용길, 

재 무-장진우, 보 험-박현선, 진료심의-김오룡, 법제윤리-김상진, 홍 보-홍승철, 

국제교류-정용구, 회원관리-정  신, 전산정보-김영백, 의료정책-강재규, 개원의- 

김문간, 특 별-강동기, 권도훈, 송근성, 송시헌, 이경진, 이무섭, 이  언, 최천식

별  정  직  학술지편집-박정율, 교과서편찬-김영준, 학회사편찬-황성남

특별위원회 정책자문-박상근, 회칙개정-정용태, 2013세계학회조직-정희원

감     사  정진명, 권정택

이     사   강동기, 강성돈, 강재규, 강창구, 고도일, 고영초, 고  용, 고현송, 권도훈, 권오기, 

권창영, 김강현, 김기욱, 김명현, 김문간, 김상근, 김상진, 김성호, 김세혁, 김수한, 

김영백, 김영준, 김오룡, 김우경, 김인수, 김재휴, 김주승, 김창진, 김태영, 문성근, 

박   관, 박관호, 박상근, 박세혁, 박용석, 박윤관, 박인성, 박정율, 박춘근, 박현선, 

배학근, 변진수, 서의교, 송관영, 송근성, 송시헌, 송준석, 신용삼, 심찬식, 윤도흠, 

이경진, 이규성, 이명기, 이무섭, 이상구, 이선일, 이  언, 이용성, 임영진, 장석정, 

장웅규, 장진우, 정  신, 정용구, 정용태, 정의화, 정천기, 정철구, 정희원, 조경기, 

조규용, 조기홍, 차승헌, 최기환, 최낙원, 최세환, 최창화, 최천식, 최하영, 하호균, 

홍승관, 홍승철, 홍용길, 황성남, 황정현 (85명)

상설위원회(상임이사)
총무위원회  임영진(위원장), 배학근(부위원장), 강성돈, 권택현, 김무성, 김승기, 김은상, 

김인수, 박문선, 박봉진, 윤수한, 이승명, 정진환, 진동규, 김승범(간사)

학술위원회  신용삼(위원장), 김긍년(부위원장), 고도일, 고준석, 공두식, 김승민, 김정은, 

류경식, 박용숙, 서의교, 안재성, 이형중, 주성필, 최병관, 강석구(간사)

고시위원회  김태영(위원장), 김근수, 김성민, 김세훈, 김재민, 김재용, 김태선, 나영신, 민경수, 

박익성, 백선하, 이영배, 장재칠, 차승헌, 허  륭, 황  금, 황정현, 김대원(간사)

수련교육위원회  정천기(위원장), 고  용, 김범태, 김정훈, 문창택, 이정일, 이채혁, 이호국, 전신수, 

조용은, 최하영

[연수소위원회] 강희인, 권오기, 김선환, 성재훈, 유  헌, 최석근, 황선철

기획위원회  홍용길(위원장), 이일우(부위원장), 고영초, 권오기, 박세혁, 박춘근, 변진수, 

이상구, 조우진, 한성록, 양승호(간사)

재무위원회 장진우(위원장), 정현호(부위원장)

보험위원회  박현선(위원장), 이종오(부위원장), 강동기, 김긍년, 김동석, 김상돈, 김성민, 

박석규, 박진규, 박춘근, 안영환, 이영배, 정영균, 조용은, 김재훈(간사)

[중앙전문위원회] 고   용, 김근수, 박봉진, 성재훈, 허  륭

진료심의위원회  김오룡(위원장), 최기환(부위원장), 김재휴, 박  관, 박윤관, 백광흠, 염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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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경식, 문창택, 박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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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영, 김상대(간사), 박용숙(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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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훈, 김영진, 김일만, 김종현, 박용숙, 서의교, 양지호, 유도성, 이상원, 

이승환, 이영배, 이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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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철, 남택균(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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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일태, 최낙원, 최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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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길, 조용준, 홍석호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 조직위원회 임원 명단(2012년 4월 5일 현재)
·명예회장: 한대희, 최중언, 김문찬 ·조직위원장: 정희원 ·수석부회장: 오석전

·부회장: 임만빈, 김수한, 이상호, 백민우, 최낙원, 김동호, 이정교, 송시헌, 최창화, 최하영, 여형태

·사무총장: 이규성 ·사무부총장: 정용구    ·재무위원회: 함인석 위원장, 고  용 공동위원장

·학술위원회: 박춘근 위원장, 박관 공동위원장    ·총무기획위원회: 이규성 위원장, 신형진 공동위원장

·대회진행위원회: 정용구 위원장, 정신 공동위원장    ·재정후원위원회: 이상원 위원장, 김재민 공동위원장

·해외섭외위원회: 왕규창 위원장, 김창진 공동위원장    ·기업전시위원회: 전신수 위원장, 이선일 공동위원장

·홍보언론위원회: 정천기 위원장, 장진우 공동위원장  ·연회행사위원회: 임영진 위원장, 최휴진 공동위원장

·출판위원회: 김영준 위원장, 박정율 공동위원장    ·등록위원회: 김영백 위원장, 박윤관 공동위원장

·체류관리위원회: 박세혁 위원장, 김영수 공동위원장  ·관광관리위원회: 배학근 위원장, 강동기 공동위원장

·국제협력위원회: 조경기 위원장, 김태영 공동위원장  ·여의사위원회: 박문선 위원장

분과학회
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정용태(회장), 허   륭(총무), 이정일(학술) (2012. 03~201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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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외과학회 강성돈(회장), 박현선(총무), 김범태(학술) (2012. 0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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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기(회장), 전영일(총무), 고준석(학술) (2011. 12~2013. 12)

노인신경외과학회 최창화(회장), 김성호(총무), 박정율(학술) (2011. 02~201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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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초신경학회 김명현(회장), 김세훈(총무), 양희진(학술) (2011. 11~2012. 11)

지  회
서울·경인지회 조기홍(회장), 김범태(총무) (2012. 03~2013. 03)

대구·경북지회 김상근(회장), 김인수(총무) (2012 .01~2013. 01)

부산·울산·경남지회 박용석(회장), 송준석(총무) (2012. 01~2012. 12)

대전·충청지회 정철구(회장), 김현우(총무) (2012. 01~2013. 12)

호  남  지  회 김재휴(회장), 서보라(총무) (2012. 03~2013. 03)

파견대의원 및 대표
대한의학회 평의원 이규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이규성, 정용구(교체평의원)

대한병원협회 신임위원 이규성, 정천기(교체신임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규성, 김수한, 정용구, 신용삼

세계신경외과학회 대의원 이규성, 박춘근, 오석전, 왕규창

아시아대양주학회 대의원 이규성, 박춘근, 오석전, 왕규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변박장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임원
  명단
(2011-2012) Newsletter



2012년 학회 Desk Calendar 제작

2012년도 학회 Desk Calendar를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우송하였다. 학회 Desk 

Calendar에는 2012년도 국내외 신경외과 관련 주요 학술대회 일정, 대한신경외

과학회 중요행사 일정 및 학회 관련 기관의 연락처(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과 

사무국 연락처, 각 분과학회, 지회 연락처 및 수련병원 안내)를 포함하고 있으

며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2011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상 수상자 명단

2011년 10월 27일(목)에서 29일(토)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제51차 추계학술대회에서 9개 부문 영예의 학술상 수상자들이 결정되었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1.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상 (전체) : 김치헌, 정천기, 이상건 (서울대) 

Longitudinal Change in Outcome of Frontal Lobe Epilepsy Surgery

2. 이헌재 학술상 (혈관) : 정준호, 방오영, 임용철, 박상규, 신용삼 (아주대)

Newly suggested surgical method of decompressive craniectomy for 

patients with middle cerebral artery infarction

3. 이주걸 학술상 (기초) : 고준경, 최창화, 김용근, 권채화 (부산대)

The proteasome inhibitor MG-132 induces glioma cell death via AIF 

nuclear translocation and down-regulation of Akt/mTOR and ERK

4. 우정현 학술상 (전체) : 양문술, 윤도흠, 김긍년, 김  훈, 양중원, 이  성, John 

Y.K Lee, 정우주, 나군호, 하   윤 (한양대 구리병원) 

Robot-assisted an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in a Swine model in vivo 

test of the da vinci surgical-assisted spinal surgery system

5. 이인수 학술상 (Young Neurosurgeon) : 진용준, 윤상훈, 박건우, 정상기, 

김기정, 염진섭, 김현집 (인제대 서울백병원)

The Volumetric Analysis of Cement in Vertebroplasty Relationship With 

Clinical Outcome and Complications

6. 가톨릭 인봉상(전체) : 조용준, 김대원, 음원식, 장상호, 박진서, 허동화, 신승훈, 

이혜란, 권해용, 강석우, 이광길, 조세연, 진형준, 최수영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A transparent artificial dura mater made of silk fibroin as an inhibitor of 

inflammation in craniotomized rats

7. 심보성 학술상 (종양) : 김의현, 안정용, 김선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Technique and outcome of endoscopy-assisted microscopic extended 

transsphenoidal surgery for suprasellar craniopharyngiomas

8. 정환영 학술상 (척추) : 장웅규, 이창훈, 윤상민, 이동한, 박석규 (한국원자력

의학원)

Radiosurgery using the Cyberknife for benign spinal tumors;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experience

9. 임언 학술상 (전체) : 송봉규, 은종필, 오영민 (전북대) 

Clinical and radiological comparison of unipedicular versus bipedicular 

balloon kyphoplasty for the treatment of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s

대한신경외과학회-하나은행 제휴 플래티늄카드 사용에 따른 
학회 발전기금 적립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이미 하나은행과 하나비자 플랜티늄카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여 플래티늄카드의 여러가지 기

본적인 서비스 외에도 대한신경외과학회 로고를 포함시켜 신분증으로서의 기

능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하였다. 이 카드는 계약 당시 회원들의 카드 이용 금액의 

0.2%를 별도 적립하여 대한신경외과학회의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신경외과학회-하나은행 제휴카드 2011년 사용 액에 대한 학회 발전

기금 12,254,294원이 2012년 3월 30일 학회로 입금되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

분의 사용실적에 따라 학회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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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회파견 대의원 인준에 관한 건

 -  Senior Delegate 이규성, Second Delegate 박춘근, Alternate Delegate  

 오석전, 왕규창 선출

 → 결정사항 : 인준함

•전문의 고시 응시료 인상 및 입회비 징수시기에 관한 건

 - 전문의 고시 응시료 100만원으로 인상

 → 결정사항 : 승인함

 - 입회비 징수시기를 전문의 자격증 발부 시로 변경

 → 결정사항 : 승인함 

상임이사회의

2012년 2월 10일(금) _ 학회회관 대회의실

• 대한뇌종양학회 - 대한신경종양학회 통합학술지의 전문의 자격시험 지원 자 

격에 관한 문의

 → 결정사항 : 학회 산하 분과학회지 자격에 찬성 함

•신경외과 전문의 인력 수급 연구 용역에 관한 건

 → 결정사항 : 연구 용역에 찬성 함(금액 2,000만원)

 - 2012년 8월까지 완료하여 추계학회에서 세미나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함

•해외학회 참가지원에 관한 건

 이사장, 회장, 차기이사장, 총무이사가 상의하여 추후 결정하기로 함

상임이사회의

2012년 3월 9일(금) _ 학회회관 대회의실

각 위원회 중요 활동 사항

총무위원회

•총무 위원회 워크샵 개최

 - 2011년 11월 24일(참석: 임영진, 박봉진, 김승범, 한필녀, ML - 김인수, 김재형)

 - 주  제: 2011 추계 학술대회 review (결산)

 - 학술대회 운영 개선 방안

•2012년도 학회달력 제작을 위한 회원 사진 요청 및 제작, 배포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71개 전시업체 선정

• 만찬 공연 - 만찬 공연을 광주시 및 김대중 컨벤션센타의 지원를 통하여 무료로 

제공받음

•과총-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 10,400,000원) 

•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후원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예산 내역서 제출 

(한국제약협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사전 답사 (2012년 2월 3일)

•2012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송부(병협) → 115명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 의약학분야 전문위원(RB) 후보 추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문을 위한 전문가 추천

보험위원회

<의   협> 

•  처치 및 검사 행위 의사업무량 전문가 상호검증관련 회의 2011. 12. 3(김재훈, 안영환 

상임이사 및 임원회의, 이사회 합동회의

2011년 10월 27일(목) _ 가톨릭대 의과대학 본관 106호

•임원선출

 - 차기회장 선출(2012~2013) 대구가톨릭대 여형태 교수

•전문의 고시 응시료 인상에 관한 건

 - 전문의 고시 응시료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안

 : 2012년도 춘계학회 이사회때 논의후 결정

•학회 입회비 징수 시기 조정 요청에 관한 건(전공의 협의회 건의)

 - 전문의 자격 시험 합격 후 전문의자격증 수여시 학회 입회비 징수 예정

 → 결정사항 : 찬성함

•결산보고 및 예산안 보고

 - 회계연도 결산(2010. 10~2011. 9) 보고 및 예산(2011. 10~2012. 9)안 보고

긴급 상임이사회

2011년 10월 28일(금) _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607호

•2012년 전공의 정원 추가 심의

 :  광주기독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해운대 백병원, 제주 한라병원의 경우  

 2012년도 전공의 정원 1인 배정 수용

(양산부산대병원, 인제대서울백병원은 자체적으로 2012년 전공의 1인 정원 

철회) 인제대서울백병원의 경우 수련실태조사에서 신경외과학회의 인정기

준중 주요수술 건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2012년 전공의 

배정 철회.

상임이사회의

2011년 11월 11일(금) _ 학회회관 대회의실

상임이사회의

2011년 12월 9일(금) _ 중식당 태평로

•국제학회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건

 → 결정사항 :  Senior Delegate 이규성, Second Delegate 박춘근, Alternate  

 Delegate 오석전, 왕규창 선출 

 1월 임시 이사회에서 인준 받기로 함

•2012년 3월 10일 전공의 중간 평가에 관한 건

 - 시험 운영에 관한 내용: 시스템은 외과학회의 시스템 대여

 - 응시료에 관한 내용

 → 결정사항 : 중간평가의 모든 비용은 학회에서 제공하기로 함(응시료 없음)

상임이사 및 임원회의, 이사회 합동회의

2012년 1월 12일(목) _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암센타 1 강의실

•임원 인준에 관한 건(신임이사)

 - 주임교수 변경 : 경상대 박인성(2011년 7월 임용)

 -  분과학회 및 지회 회장 변경 : 대한말초신경학회 김명현,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권오기, 대전충청지회 정철구, 대구경북지회 김상근, 부울경지회 박용석

 → 결정사항 : 인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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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  특수의료장비 대상 범위 확대 관련 의견조회 회신하였으며, 현재 다른 행위와의  

 형평성에 대해 조정 요청

• MEDICSFUSER 적응증 의견 회신 

•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 의견 회신/간담회 2012. 3. 6(박현선, 이정일 참석) 

•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 검토 의견 회신 

• 고혈압 등 심혈관계 약제 전산심사 안내 및 허가사항 관련 의견조회 회신

• 초음파 급여화 관련 행위 정의 작업/ 회의 2012. 3. 15(박봉진 참석)

• 자동차사고환자 입원기준 제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 회신 

<심평원>

• Sugita Aneurysm Clip 수입 중단에 대한 의견 제출

• 에미스타트 의견 회신

• 자가 혈소판 관련 의견 회신

•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의견 요청 회신

• 심평원 경막외 성형술 관련 전문가 회의 2012. 3. 30(참석자: 양승민 참석)

• 경구용 항전간제 일반원칙 오류시정 요청(복지부, 심평원, 의협) 

• 수술 중 신경생리추적감시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개선요청(복지부, 심평원)

<보건 복지부>

• 식품의약안전청 - 항전간제 허가사항 관련 문의 

•  골이식 대체재의 사용시 그 세부 인정 기준 중 안면두개골 수술에 관한 항목중  

 다음 사안 추가 요청 

• 포괄 수가제 관련 세미나 (2012.4.6) 개최

<기   타> 

• 국군의무사령부 - DEKOMPRESSOR 적응증 의견 회신 

•  인제대학교산학협력단(국민건강보험 연구용역사업인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 

 선방안 수행 중)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사업 관련 자문요청 회신 

<향후 주요 보험 일정>

•  2차 상대가치 개정 연구 보고: 현재 수술행위 및 처치 행위 의사업무량이 의협 상 

 대가치 위원회에서는 확정된 상태로 앞으로 심평원으로 이관되어 직접비용 및 위 

 험도 상대가치와 함께 조정 작업이 있을 예정임. 

• 환자 분류 체계 연구 대한 연구가 향후 3년간 일정으로 시작될 예정임

고시위원회 

•제55차 전문의고시 1차 필기시험 선택 작업 

 - 일  시: 2012년 1월 1(일) ~ 1월 5일(목), 장  소: 양평 한화콘도

 - 160문제(주관식40, 객관식120)

• 사진문제 인쇄일정(대한 인쇄소, 12월 12(월) ~ 16(금)/고시이사, 고시간사 감독 및 

최종 검증)

•제55차 전문의고시 1차 필기시험 선택 작업 

 -  일  시: 2012년 1월 1(일) ~ 1월 5일(목), 장  소: 양평 한화콘도(160문제-주관식 

 40, 객관식120)

•2012년 제55차 신경외과 전문의 고시 결과 

 : 응시자 97명, 구술시험 불합격 2명, 합격자 총95명

•각 수련병원 과장에게 전문의자격시험 문제 출제 명단 의뢰 

 : 6월중으로 워크샵 개최 예정

•대한의사협회-2011년도 학회 사진문제은행 정리작업(자율시행)비 지원 

 : 2011. 11. 16~18, 학회사무실 시행 - 지원 금액: 1,000,000원 

•대한의사협회-2012년 제55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 자율시행학회 지원

 : 2012. 1. 5,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시행 

 - 지원 금액 : 2,940,000원 [응시인원 (97명) X 2만원 + 1백만원] 

•‛전문의고시 문항출제-문항유형과 유의점에 대하여’ 황정현(경북대)

 - 일  시: 2012년 4월 27일(금) 오전 11시 10분~30분

 - 장  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Convention Hall

진료심의위원회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의협에서 총 67건 의뢰

 - 회신: 56건(회신율: 83%)

 - 내용 검토 중: 11건

학술지편집위원회

• 2012년 1월호부터 저희 학회지(JKNS)가 Free Access 에서 Open Access 저널로  

전환되어 보다 많은 해외 독자들의 관심과 접근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 올해부터는 4년차 전공의 논문 투고에 대한 내용(기한과 접수 시 표기)가 없어지

게 됩니다. 따라서 전공의 논문을 따로 투고를 받지 않고 일반 논문과 같이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종양부문 편집위원으로 인하대 김은영 선생님과 아산병원 김종훈 선생님을 추가

로 모셨습니다.

•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학회지 관련 업무를 위해 Medical Staff로 중앙대 박용숙 

선생님을 추가하였으며 학회사무국 최정선씨가 학회지 관련 업무(Manuscript 

Editor)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정책위원회

• 정책자문위원회와 수련교육위위원회 합동회의 _ 2011년 12월 6일(화) 18시, 학회회 

의실

•대한신경외과전문의 진료에 관한 연구를 착수

 - 목  적:  양질의 신경외과 진료를 제공하고 적절한 신경외과 전문의를 배출함으 

 로써 지속 가능한 신경외과 학문적 발전과 세계적인 진료수준과 학문  

 교류를 유지하고 함.

 - 연구 검토 분야

  1. 우리나라 전문의 현황 과 신경외과 전문의 배출현황

  2. 현 신경외과 전문의 종사현황(대학병원, 수련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개업 등)

  3.  신경외과 전문의 업무(대학병원, 수련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특히 개업가 

 에서 진료분야)

  4. 고령화 사회에 인구 분포에서 신경외과 진료부분의 변화 

  5. 신경외과 진료에서 의료장비 발전과 변화

  6. 향후 2+3 전문의 수련 도입시 수련환경 변화와 신경외과 전문의 

  7. OECD 국가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배출 현황

  8.  미국, 일본, 대만, 영국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현황  

신경외과 전문의 인력 수요와 신경외과 전문의 인력 공급에 관한 조사 연구를 

이준협(고려대학교 보건대학 교수)와 오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에

게 의뢰하여 2012년8월까지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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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식

가톨릭대

•교실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성료 (2012. 2. 24 ~ 25)

지난 2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은 교실 창립 50주년을 기념

하는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젊은 신경외과 의사 13명을 초

청하여 새로운 술기 습득과 단기연수를 진행하였다. 2월 21일 부터 3일간 아시

아 의사들을 위한 강의 및 수술 참관 등의 일정이 8개 부속병원에서 나누어 실

시하였고, 24일(금)은 아시아 의사들을 위한 강의를 의과학연구원에 강당에서 

진행하였다. 25일(토)은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양, 소아, 척추, 혈관, 기능 

세션으로 나눠 3명의 해외연자를 초청하였고 특강을 구성하여 개원의를 위한 

강의를 준비하였다. 또한 3년전부터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50년사 및 교실 소

개 영문브로셔를 제작하였다.

경희대병원

• 임영진 교수 - 경희대학교병

원장 겸 제15대 경희의료원장으

로 2012년 2월 3일 임명을 받았

으며 3월 26일 의료원 제1세미

나실에서 제15대 의료원장 취임

식을 개최했다. 임영진 신임 의

료원장은 “경쟁력 있는 대형병

원으로 거듭나려면 우리 스스

로 의료원을 이끌어 나가야 하

고 일으켜야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며 “2012년은 실천이 필요

한 때이자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희가족 정신으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단결’하면 우리가 모두 원하는 밝은 

미래, ‘대전환’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 최석근 - 제주에서 열린 ‘2012년도 제25차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아스텔라스 학술상 수상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김국기 교수님 “유발전위: 원리와 임상응용” 출판 기념회 겸 고희연 

개최 (2012년 2월 5일,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 책소개:  

각 분야의 유발전위를 함께 아우를 

수가 있는 유발전위 내용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어 30여년의 경험을 

집대성한 책.

Newsletter

  (교실 창립 50주년기념 학술대회)

  (가톨릭대 신경외과학교실 50년사)

  (신경외과 선생님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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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서울병원

•최순관 교수님 정년퇴임식 (2012년 2월 18일, 방배동 함지박)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33년간 근무하신 최순관 교수님의 정년퇴임 축하연이 

2012년 2월 18일 오후 6시에 방배동 소재 함지박에서 있었습니다. 본 행사는 순

천향대 신경외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신 교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4개 병

원 교실원 및 동문회에서 마련한 축하 행사로 교실원, 동문 그리고 간호사 7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30여 년간 한평생을 오직 신경외과 교수로 걸어오신 최순관 교수님에 대해 교

실원들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고, 동문들과 간호사들도 영상편지를 통하

여 지금까지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정년퇴임을 축하하였습니다. 

최순관 교수님은 1979년부터 33년간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신경외과 교수로 

근무하셨으며, 재직기간 동안에 시체 해부학 연구를 통하여 신경외과 수술치료

를 위한 형태학적 해부학 연구에 크게 기여하셨고 전공의와 학생들 교육에 많

은 관심과 정성을 쏟으시며 남을 항상 먼저 배려하시어 많은 제자들의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150 여 편의 논문 저술을 남기셨으며 일반인들의 신경외과에 대

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신경외과 이야기’라는 책을 발간하셔서 의료 관계자들과 

보건의료분야 학생들에게 신경외과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 하셨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 신경외과 산악등반대회 (2011년 11월 12일, 서울 북한산 올레길)

가을의 단풍이 깊어지는 11월 초에 바쁜 병원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산속

의 맑은 기운을 같이 호흡하며 직원들 간의 우애를 돈독히 다질 수 있는 신경외

과 산행을 개최하였다. 신경외과 의국원들과, 전문간호사, 병동 간호사 및 중환

자실, 수술실, 응급실 간호사는 물론 신경과 재활의학과 들 등 50여명의 신경외

과 관련 직원이 참여하여 약 2시간 정도 북한산 올레길을 걸으며 잠시 병원 생

활에서 벗어나 가을산의 정취를 만끽하였다. 산행 후에는 식사사리를 통해 앞으

로의 각오와 신경외과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2011년도 신경해부학강좌 개최 (2011년 11월 26일, 부천병원 순의홀)

신경외과 전공의, 전문의 뿐아니라 신경해부에 관심이 있는 다른 분야의 선생님

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신경해부학강좌가 올해도 어김없이 부천병원에

서 개최 되었다. 특히 이번 강좌에서는 순천향대학교 해부학교실과의 연계를 통

하여서 임상적인 관점뿐아니라 순수 해부학적인 관점에서도 신경해부를 바라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강좌였다. 각 분야의 실력있는 내,외부 강사분을 초청하여 심

도있는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해부학교실 강사님들의 강의를 통하여 임상에서 

자칫 소홀할수 있는 기본기를 다질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였다. 해부학교실과

의 연계로 인하여 이번강좌에는 신경해부학에 관심이 많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참여가 많아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특히 해부학교실에서 특별히 준비한 brain 

cadaver를 현장에서 sectional cutting하고 강의를 들을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

졌다. 이번 강좌를 통하여 해부학교실과의 관계를 좀더 돈독히 할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Newsletter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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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경외과 신년 하례식 (2012년 1월 1일, 서울 대가방)

2012년 흑룡의 해를 여는 첫날, 이인수 원료교수님 및 변박장 교수님을 모시고, 

4개병원 신경외과 교수 및 의국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을 축하하고 덕담을 

주고 받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엿다.

• 김범태 교수 자랑스런 순천향인 상 수상 (2012년 1월 28일, 순천향 

서울병원 동은대강당)

순천향의대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부천순천향병원 김범태 교수가 ‛자랑스러운 

순천향인’ 상을 수상하였다. 김범태 교수는 지난 18년간 신경해부학 강좌 개최하

여 대뇌외로 순천향인의 긍지를 높이고,  또한, 모교발전을 위해 졸업 20주년 행

사를 기획하여 추진하였으며, 후학을 위해 모교발전기금모금추진하는 등 많은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런 순천향인에 선정되었다. 

자랑스러운 순천향인은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산하 4개 병원과 순천향 의대 각 

동기회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를 심의해 최종 1인을 선정한다.

• 전공의 4년차 퇴국식 (2012년 1월 30일, 서울 수라온)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 전공의 4년차의 퇴국식 행사가 원로 교수님이신 이인수 

교수님 및 변박장 교수님 이하 신경외과의국의 여러 교수님을 모시고 서울 수

라온에서 개최되었다.올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4년차 전공의(여동규, 오혁진, 

이상범)들은 이 자리를 통하여서 지난 4년 간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

음을 표현하였고, 참석하신 여러 교수님 및 전공의, 간호사들은 퇴국하는 의국원

들의 전문의 시험을 합격을 축하하고, 전문의로써 새로운 길을 격려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Newsletter병원소식

인제대 상계백병원

•신준재 교수 Mayfield and Outcomes Awards 수상

2012년 3월 7일부터 10일에 미국 Orlando, 

Florida에서 열린 28th Annual Meeting of the 

AANS/CNS Section on Disorders of the Spine 

and Peripheral Nerves 학회에서 Mayfield and 

Outcomes Awards 수상하였습니다. 수상논문은 

‘The Relevance of Intramedullary High Signal 

In tens i ty  and Gado l in ium (Gd-DTPA) 

Enhancement to the Clinical Outcome in 

Cervical Compressive Myelopathy’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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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wfns2013.org) Renewal Open!” 

내년 9월 8일부터 13일 기간 중, COEX Center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영문 약칭: 

WFNS2013)’ 홈페이지가 renewal open 되었습니다. 

“6월, 온라인 초록 제출 시작!” 

금년 6월부터 WFNS2013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초록 제출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초록 제출 시스템 완료 후, 회원님들께 개별 공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Scientific Program Highlight”

WFNS2013 기간 중, 다양한 초청 강연 (plenary, breakfast, main topic, interactive session)과 자유 연제 발표

뿐 아니라, 기존의 WFNS World Congress 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 3D Session 

Cerebral Vascular Surgery, Brain Tumor Surgery including Skull Base Tumor, Spine & Functional 

Neurosurgery, Endoscopic Surgery 의 4개 주제와 관련된 세계 유수 병원의 3D 수술 장면을 상영하는 세션을 기

획하고 있습니다. 대가들의 생생한 수술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본 세션은 Anatomy 

의 대가인 Rhoton 선생님의 강연이 있을 예정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료 세션 진행 예정)

■ Session for Allied Health Professionals 

본 세션은 Neurosurgical Team 으로 회원님들과 함께 일하시는 간호사, 기사 및 관련 의료종사자를 위한 세션으로 

총 3일에 걸쳐 History of Neurosurgery, Basics in Neurosurgical Disease, Updates in Evaluation & 

Management for Neurosurgical Patients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 집니다. 특히,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동시통역 

(영-한)이 제공되니, 함께 일하시는 간호사, 기사 및 연구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Educational Session for Young Neurosurgeons

본 세션은 후원 세션으로 진행되며,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대가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세션으로 준비될 예정입니

다. 각 병원의 젊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션은 무료 세션으로 진행

되지만, 참석 자격(연령) 제한이 있을 예정입니다.

해외 학회 참석 시 WFNS2013 관련 홍보 PT 사용 및 책자 (포스터) 배포 관련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WFNS2013 사무국 (전화 02-538-2042~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FN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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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학회 및 
지회소식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대한신경손상학회 

•2011년 11월 18일~19일 1박 2일에 걸쳐 청주라마다호텔에서 수술후 통증관리

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으며,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과 

함께 즐거운 만찬시간 및 친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1년 12월 15일 서울에서 송년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정기학술

대회 개최장소 및 세부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대한신경손상학회지 영문

명 변경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Korean Journal of Neurotrauma’로 바꿀것을 결

정하였습니다.

•2012년 정기학술대회는 5월 19일 청주라마다호텔 3층 직지홀에서 개최하기

로 결정하였습니다.

•2012년 4월 6일~7일 양일간에 걸쳐 제3차 통증관련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세부 내용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회장 최창화)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

- 일  시: 2012년 3월 4일 장  소: 양산 통도환타지아

Newsletter
대한신경통증학회

•대한신경통증학회 창립10주년기념 제15차 추계 정기학술대회 개최
- 일  시: 2011년 11월 27일, 오후 1~6시

- 장  소: 이대목동병원 본관2층 대강당

- 제  목: Emerging techniques in spinal pain management

•학회 발전을 위한 의견 또는 제안

- 신경외과 개원의들과 척추신경외과학회 회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Pain 

management에 대한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련병원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pain 

block & management에 대한 내용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정기 학술대회 및 총회가 2011년 12월 1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회에는 일본 뇌신경혈관내치료학회

(JSNET)회원들이 참석하여 Friendship Conference통해 학문, 문화적 교류를 하

였습니다. Friendship Conference는 2010년부터 한일 양국을 오가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2012년에는 일본 센다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근막통증치료(TPI) 강좌 성황리에 마침

- 2012년 2월 12일(일) 서울 백범기념관 / 2012년 3월 18일(일) 부산 부경대학교 대

연캠퍼스



저는 운동치료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준비를 하고 피지오센터를 개설하였습니

만, 신경외과 개원가에서 병실이 없어지고 빈 공간이 많이 있는데 운동센터나 

피지오센터를 만드는 것도 타과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

다. 통증치료가 보편화 된 것처럼 향후 10년 이내에 운동치료도 보편화 될 것으

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치료는 통증을 

없애주시만 운동은 통증을 예방해 줍니다.

심정현 윌스기념병원 안양개원 원장취임(2012. 2. 11)

조성환 (의료법인 바나의료재단 조성환 신경외과) 조성환 신경외과에서 의료법인 

바나의료재단 조성환신경외과로 변경 - 법인설립(2012. 1. 12), 

이사장 및 대표원장으로 근무(주소: 강원 강릉 교동 1881-6 조은빌딩)

김한겸(충남의대 18회) 청주 지웰신경외과 이전 개업

결  혼

김순철 회원(충주의료원)의 장남 김  현 군과 임정철 회원(서남대학교 병원)의 

장녀 임수진 양의 결혼식이 2012년 2월 19일 신라 호텔(서울)에서 거행 되었습

니다. 김순철 회원(부산의대)과 임정철 회원(전남의대)은 1981년 전문의 취득 동

기이며 사돈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해외연수

박형기(순천향대 서울병원) - 2010. 8 ~ 2012. 1

2010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미국 Stanford hospital의 사이버나이프센터에

서 장기연수와 피츠버그 소재 Allegheny general hospital의 Jho institute에서 단

기연수를 마치고 귀국. 박형기 교수는 본원 사이버나이프 센터에서 2년간의 임

상경험을 바탕으로 다중세션 방사선수술(Multisession Radiosurgery)에 대한 학

문적 발전을 위하여 사이버나이프의 방사선수술에 대한 임상경험 및 연구를 시

행하였으며 연수 기간 중 체계적 고찰(systematic review)을 통한 뇌질환에서의 

다중세션 방사선수술의 효과에 대하여 연구. 또한 연수 후반부에는 피츠버그의 

조해동 교수님이 계신 Jho institute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미세침습적 척추수술

에 대한 연수와 척추수술시 발생된 척추동맥의 치료에 대한 임상 연구를 수행.

신준재(인제대 상계백병원) - 2012. 1~2012. 6

 Stanford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과 UCSF Spine Center

김태곤(분당차병원)

Hokkaido Asahikaua Red Cross Hospital에서 1개월간 단기연수

회원
  동정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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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변경

전신수(가톨릭대) 주임교수 발령(2012. 3. 1 ~ 2015. 2. 28)

김성민(강동경희대) 척추센터장 취임 (2011. 10)

고준석(강동경희대) 과장 취임 (2011. 10)

임영진(경희대) 경희의료원장(겸 경희대학교병원장) 취임(2012. 2. 3)

황   금(연세대 원주의대) 주임교수 발령(2012. 3. 1)

김헌주(연세대 원주의대) 정년퇴임(2012. 8)

조성민(연세대 원주의대) 교수취임(2012. 3. 1)

이상국(한양대구리) Baylor University  research fellow에서 임상 조교수 발령

남동혁(한양대구리) 서울보훈병원에서 전문의자격 취득 후 전임의 발령

박정율(고려대안암) 고려대 의무기획처장/개발사업단장으로 임명(2011. 12. 27)

정용태(인제대부산백) 부원장 취임(2012. 1. 1)

김성태(인제대부산백) 전임강사로 발령 (2012. 3. 1)

김준오(알파신경외과의원) 제1과 원장 입사(2012. 1. 16)

최재형(동아대병원) 조교수 발령(2012. 3. 2)

도재원(순천향대 천안) 주임교수 발령(2012. 3. 1)

김대환(한일병원) 원장취임(2012. 4. 10)

손병철(가톨릭대 성빈센트) 교수 발령(2012. 4)

홍재택(가톨릭대 성빈센트) 교수 발령(2012. 4)

이태규(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부교수 발령(2012. 4)

김상동(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부교수 발령(2012. 4)

이진석(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부교수 발령(2012. 4)

김진성(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임상부교수 발령(2012. 4)

배상도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정년퇴임(2012. 2. 29) 후, 창원 청아병원 원장 

 취임(2012. 3. 1)

전병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사이버나이프센터 소장 취임(2011. 11. 16)

 사이버나이프센터 개소식(2012. 2. 10)

백승찬(전문의 586, 전 신경외과학회 개원의 이사) 울산광역시 의사회장 선출

(임기: 2012. 4~2015. 3. 31./3년)

근무지 변경

박성배  보라매병원 신경외과로 옮김(2012. 3. 1)

강재규  거제 대우병원장(2012. 3. 1)

양문술  부평 세림병원 척추센터 소장

박정율  고려대 안암(2011. 12. 27)

개  원

최상준(평화신경외과) 기존 물리치료에 운동치료와 식이프로그램을 더하여 <피

지오 센터>를 개설

•참  고: 다음카페 < ISIFT - 통합기능운동>

•의  견: 신경외과 학회 산하에 신경외과 개원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TPI자격증등을 발행하면서 전체 의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

경외과 개원의 협의회 이름을 일반개원의 협의회로 바꾸어서 전체 의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던지, 신경외과 개원의 협의회라면 신경외과 개원의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신경외과와 다른

과의 차별을 없애고, 신경외과의 경쟁력을 없애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은 자격증 발행비 받는데 온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받아 어디에 쓰

는지 신경외과 학회 차원에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신경외과 개원

의 협의회를 통해 타과와 차별화된 진료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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