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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존경하는 대한신경외과학회 명예회장, 고문, 동료 회원 및 전공의 여러분께 인천 송도 컨벤시아

에서 개최되는 제 52차 추계학술대회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0월 17일 수요일 오후에 열리는 Practical Workshop 중에서 ‘수술 중 신경계감시연구회’ 

주최로 열리는 워크샵은 신경외과 수술 중 시행하는 다양한 신경생리감시검사의 검사 및 판독을 

신경외과에서 전담할 목적으로 시도되는 것이므로 회원님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의료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회원님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대학병원에서 학술

대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51차 추계학술대회 및 제30차 춘계학술대회의 결산보고를 

한국제약협회 규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결산 잉여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

다.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행된 추계학술대회는 오백만 원이 넘는 잉여금을, 광주에서 진행된 춘계

학술대회는 칠천만이 넘는 잉여금(예정되었던 한국-터기 국제신경외과학술대회의 연기에 따른)

을 반환해야 하므로 정기 학술대회의 운영과 우리 학회의 재정 유지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료산업계의 전반적인 난항이 조기에 타개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향후 연회비 및 학술대회 등록

비의 현실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 학술대회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학술발전과 친목도모를 다지기 위한 노

력은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9월 15차 세계신경외과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조기 등록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계학술대

회도 Manfred Westphal, Volker Seifert, Akio Hyodo, Robert M. Levy, John R.W. Kestle, 

Morio Masumoto 등 저명한 석학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유명인사 특강은 미국 항공우주국 연구

원, 카이스트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인성교육에 바탕을 둔 무감독 양심시

험, 무전공, 무학부, 무계열 등 새로운 교육을 통하여 정직하고 신뢰받는 창의적인 유능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선도하고 계신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을 초청하여 “21세기의 인재상” 강의를 마련

하였습니다.

학회창립 이후 처음으로 시도되는 전공의의 교육과정과 정원책정에 대한 연구 보고회는 우리학

회의 앞날을 책임질 전공의 수련과정을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며, 최근 보건복지

부의 전공의 정원 축소 정책과 의학회에서 역점을 두는 전공의 교육과정 개선과도 연계되는 중요

한 주제이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며, 우리학회의 전공의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

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 이사장 재임기간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2012년 10월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이  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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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유난히도 길었던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몇 십년만에 제일 강력했다는 태풍까지 겹쳐 우리를 

힘들게만 했던 지난 여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물러가면서 그 세력이 약해졌지만 아직 

한낮에는 따가운 햇볕이 가시지 않은 요즈음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는 서늘한 바람과 함께 하

루하루 낮아지는 기온은 소리없이 다가온 가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갖 곡식을 추수하며 풍

성한 가을을 누리는 10월은 일년 중 가장 행복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

지만 10월에 접어들면 또 다른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다른 달보다 조바심도 나

고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름동안 무기력했던 몸과 마음이 시원한 가을바람 속에 점점 활기를 찾아가는 10월의 정점

에서 우리나라 국제관문인 인천에서 회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될 날이 기대됩니다.

추계학회는 지난 1년 동안 회원님들께서 연구하신 임상 및 기초 연구결과를 총 결산하는 학회

입니다. 이번 추계학회에도 예년의 숫자를 넘는 많은 논문들이 접수되어 선정되었고 6명의 해

외 초청연자의 특별강연,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15th WFNS) 서울대회의 준비진행에 관한 

보고가 있고 특히 신경외과전공의 정원책정에 관한 토론의 시간을 할애해 두었으므로 회원 여

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열띤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내, 외 사정과 우리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요구는 갈수록 우리에게 불리하게 변해가고 있습

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기꺼이 합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회원 스스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부단한 자기개발과 경쟁력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 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 1년 후 2013년 9월에는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WFNS)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이루어낸 세계신경외과학회 개최인 만큼 비록 우리 주변의 상황이 

과거와 달리 여러 면에서 어렵게 변했지만 회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꼼꼼히 준비해서 학회

를 개최하여 대한신경외과학회의 발전된 위상을 세계신경외과학회 회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

는 성공적인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 여러분들이 단합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광주에서 20년 만에 개최되었던 지난 제30차 춘계학술대회는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해주셔

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참여하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원님들께서 짧은 학회기간 동안 학문발전을 위한 토론도 열심히 하시고 잠시 쳇

바퀴와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제52차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는 인천에서 10월의 풍요로움을 

만끽하시면서 회원들 간에 친목을 더욱 돈독히 다지고 몸과 마음에 활력을 듬뿍 담아가시기 바

라겠습니다.

2012년 10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김  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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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장 및 고문

명예회장	  임광세, 문태준, 송진언, 이인수, 김윤범, 정환영, 주정화, 최길수, 송두호, 양승렬, 

정광진, 김두원, 이기찬, 이화동, 이영우, 정상섭, 최덕영, 이규창, 김승래, 이제혁, 

최창락, 유태전, 강준기, 황도윤,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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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장 	 변박장

이 	 	 	 	사 	 김문찬, 강삼석, 최선길, 김형동, 정희원, 오석전, 박연묵, 백민우, 이규성, 송시헌

감 	 	 	 	사 	 정용구, 김주승

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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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이사장	 정용구   차기회장  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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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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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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근, 박현선, 배학근, 변진수, 서의교, 송관영, 송근성, 송시헌, 송준석, 신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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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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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기, 조경석, 조규용, 조기홍, 차승헌, 최기환, 최낙원, 최세환, 최창화, 

최천식, 최하영, 하호균, 홍승관, 홍승철, 홍용길, 황  금, 황성남, 황정현 (88명)

상설위원회(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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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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규, 김영백, 김철진, 문창택, 박세혁, 류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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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영, 김상대(간사), 박용숙(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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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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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성, 이상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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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철 남택균(간사)

특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박상근(위원장), 임영진(총무), 박현선(보험), 강동기(상대가치), 강재규(의료정책), 

장일태(개원의), 이상형(관련단체), 박봉진(CPT), 최낙원, 고도일, 최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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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길, 조용준, 홍석호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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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관 공동위원장 ·총무기획위원회: 이규성 위원장, 신형진 공동위원장

·대회진행위원회: 정용구 위원장, 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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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룡(회장), 이창훈(총무), 권정택(학술)(2012.07~2013.06)

뇌혈관외과학회	 강성돈(회장), 박현선(총무), 김범태(학술)(2012.02~2013.02)

소아신경외과학회	 정진명(회장), 김동석(총무), 김승기(학술)(2012.05~2013.05)

척추신경외과학회	 도재원(회장), 김성민(총무), 김은상(학술)(2012.09~2013.09)

신경손상학회	 황   금(회장), 김세혁(총무), 정진환(학술)(2012.06~2013.06)

뇌혈관내수술학회	 권오기(회장), 전영일(총무), 고준석(학술)(2011.12~2013.12)

노인신경외과학회	 최창화(회장), 김성호(총무), 박정율(학술)(2011.02~2013.02)

신경통증학회	 조경석(회장), 윤영설(총무), 이태규(학술)(2012.04~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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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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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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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상 수여

2012. 4. 26(목) ~ 28(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던 제30차 대한

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제출된 포스터를 심사하여 가장 우수한 3편을 선

정하여 2012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상을 시상하였다.

수상자: 안영환(아주대학교)

제    목:  Effect of 800MHz electromagnetic field on neurogenesis in rats

수상자: 지안 페이(전남대학교)

제    목:  Irradiation enhances the MMP-2 expression through wt-P53 in U87- 

 MG in vitro and in vivo: clinical implication in radiotherapy 

수상자: 조태구(나누리병원)

제    목:  Adjacent segment mobility after monosegmental rigid fixation and  

 posteior dynamic stabilization

2012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봉생 김원묵기념  
학술상 수여(뇌혈관1편)

2012. 4. 26(목) ~ 28(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던 제30차 대한

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봉생 김원묵 기념 학술상을 시상하였다. 본 학

술상은 2009년 춘계부터 신설되었으며 2011년 한 해 동안 Published된 뇌혈관 

질환 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1편을 선정하였다.

수상자: 연제영(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제    목:  The Prediction of Contralateral Pro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Unilateral Moyamoya Disease

학회
  소식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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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eurosurgery Journal 구독에 관한 건

 : 결정사항 -  학회 차원에서 전체 구독은 하지 않으며, 기존의 방식인 개인  

 구독을 유지하기로 함.

•외상전담 전문의 인력 기준에 관한 건

 : 결정사항 - 박현선 보험이사에게 위임하기로 함.

     ( 자격요건으로는 신경외과 전문의 중에서 외상에 관한 치료를 수행 할 수  

있는 사람)

<상임이사회의>

2012년	9월	7일(금)_학회	사무국	대회의실

•2013년도 전공의 1년차 T/O 확정

 :  결정사항 - 2013년도 전공의 T/O 동결(신규, 증원, 복원 없음 - 만장 일치로  

 찬성)

•전문의 수련제도 개편에 관한 건

 :  결정사항 - 공통 수련 1년, 레지던트 4년을 감안하여 5년으로 유지 - 만장  

 일치로 결정

     ( 단, 타 외과계열학회의 수련기간을 고려하여 재고할 수 있으며, 본학회의 

전공의 수련규정의 개정이 완료 시 재고할 수 있다.) 

각 위원회 중요 활동 사항 

총무위원회

• 2012년 4월 14일 서초동 세입자와 계약 종료(재단으로 이관예정 - 2010. 10. 13

이사회결정)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71개 전시업체 선정

• 만찬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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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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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계학술대회 결산 보고

•서초동 회관 임대계약 종료 안내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협조

•임상보험의학회 학회지 광고 협조

•건강정보심의위원회 심의 위원단 구성에 따른 심의위원 추천 

•장기기증원에 관한보고

• 수술중 신경생리검사 연구회 창설에 대하여 정위기능학회 및 총무이사, 보험

이사 논의하여 결정함 

•심의회 위촉기간 만료 전문위원 및 후임 전문위원 후보 추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의협 공제회사무국에서 위원 추천 

•식약청 인체조직 이식적합성에 관한 전문가 2인 추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10인 추천 

•과총 2012년 추계학술대회 지원금: 10,800,000원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신경외과학회의 학술상 규정 요청

<상임이사 및 임원, 이사회의>

2012년	4월	26일(목)_김대중	컨벤션	센타	201~203호

•임원 인준에 관한 건

 명예회장 -  김영수(1998 ~ 2000년도 이사장, 1942. 1. 15),  

 황도윤(1994 ~ 95년도 회장, 1942. 2. 27)

         : 결정사항 - 인준 함.

 고      문 - 이상원(2010 ~ 2011년도 회장)

         : 결정사항 - 인준 함.

<상임이사회의>

2012년	5월	11일(금)_학회	사무국	대회의실

• 규정변경에 관한 건

 : 결정사항 - 위원회 운영 규정 변경에 찬성

     (단, 문구에 대하여는 차기이사장님과 법제이사, 총무이사 상의 후 결정)

•뇌혈관외과학회지-전문의 자격시험 지원 자격에 관한 문의

 : 결정사항 - 기존의 전문의 자격시험 지원 자격 인정만 가능 

     (SCIE급 이상의 학회지인 경우에 JKNS와 동일하게 적용) 

•장기 기증원과의 MOU 체결에 관한 건

   - 이상형 교수님 보고(장기 기증 및 이식 환경 개선)

 : 결정사항 - MOU 체결은 반대 함

     ( 장기기증원과 MOU는 장기이식법 페기 된 이후 체결하는 것으로 하며, 자 

율적인 방법으로 각 병원 단위로 체결 권유, 신경외과 의사의 의견이 반영

된 새로운 법안 제정 필요)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선 관련 의견 조회

 : 결정사항 - 작년 학회에서 제출한 안을 제출하기로 결정

•수술중 신경생리검사 연구회 창설 논의

 : 결정사항 - 정위기능학회 및 임영진 총무이사, 박현선 보험이사 상의하기로 함

<상임이사회의>

2012년	6월	8일(금)_학회	사무국	대회의실

•추계 초록 접수시 회원 설문조사 가능한 시스템 개발 

 :  결정사항 - 홈페이지를 통하여 설문조사가 가능하도록 전산정보위원회에서  

 의견수렴 후 진행. 

<상임이사회의>

2012년	7월	13일(금)_학회	사무국	대회의실

•학회 홈페이지 개선에 관한 건 

 :  결정사항 - 현재 상임이사회 회의록 공지 등은 시행중이며, 연구재단명 병행  

 표기 및 전담 직원 등에 관련된 사항은 차기 임원진에 위임 및 시행하기로 함.

•제6차 아시아뇌전증수술학회 개최에 관한 협조 건 

 :  결정사항 - 본 학회가 주관단체로 참여하며, 행정적 지원만 하는 것으로  

 결정함.

•학회 명칭변경에 관한 건: 대한마취과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 

 :  결정사항 -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않으며, 추후 문의가 올 경우  

 총무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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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전공사망심사(전사/순직/공무외 사망 판정) 외부전문위원 추천 건: 고현송, 

박문선, 배학근

•산재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대한중환자의학회 조직위원회 3인 추천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고지 관련 홈페이지 

전회원공지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결산 

•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전시업체 접수 중(9월 14일 마감 - 현재 34

업체 접수)

•외부 초청연자 - 한동대 김영길 총장

•대한의학회 전문과목 대표자 회의 개최(7/10, 박봉진 교수 참석)

• 대한외상학회 중증외상센터 운영지침개발을 위한 심포지움 박봉진, 서보라, 

황  금 교수 참석

•대한외과감염연구회 위원위촉건 - 인제대 일산백병원 이기택 교수 추천

•대한의학회 전공의 지도감독 보조금 지급(2011년도 분) - 1,000,000원 수령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후보자 추천 - 홈페이지 공지 후 1인 신청(김영백 

교수추천)

•아시아뇌전증수술학회 국제학술대회 인정 신청(8/30 인정됨)

• 인천 남동구보건소 PRP테라피 시술 관련 질의에 관한 회신: 신경외과개원의

에서는 성형 또는 증식 목적의 PRP시술은 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답변

할 사항은 아니나, PRP시술은 단순주사행위가 아니므로 간호사나 간호조무

사가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됨.

고시위원회

•전문의고시 문제 출제에 대한 워크샵 개최

 일  시: 2012년 6월 1일(금) 오후 2시 / 장소: 건국대병원 지하3층 대강당

• 2012년 문제은행 정리작업: 7월 3일(화) ~ 6일(금) / 양평한화콘도  

정리작업 전 문제(객: 3390, 주: 907. 총 4297),  

정리후 문제(객: 2901, 주: 935. 총3836) 

•제56차 전문의자격시험 학회 실행예산 작성 요청에 대한 회신 

•2013년도 제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 안내

※ 원서 교부: 2012년 10월 15일(월) ~ 10월 19일(금) – 대한의사협회 

※ 원서 접수: 2012년 10월 22일(월) ~ 10월 26일(금) – 학회사무실

※ 수험표 교부: 2012년 12월 10일(월) ~ 12월 14일(금) – 학회사무실

※ 1차 시험 (필기):  2013년 1월 10일(목) AM 09:00 

 장  소: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 2차 시험 (구술):  2013년 1월 18일(금)~19일(토) AM 08:00 

 장  소: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지하 2층, 3층

※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2013년 1월 17일(목) 14:00 

 2차 시험: 2013년 2월 4일(월) 14:00

수련교육위원회	

•2012년 수련병원실태조사

   87개병원(신규: 2개병원 포함)에 대하여 66명의 심사위원회 현지 실사 완료

   전공의 정원은 현재 병협에 제출한 상태 임(학회의 의견은 동결)

•지도전문의 자격 이수 관련

   - 2014년도부터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한 자 만 가능 

     (병협에서 인정되는 학회 자체 교육 필요)

•향후 인턴제도가 폐지될 경우

   - 신경외과는 5년으로 수련기간 유지(외과공통 1 + 신경외과 4)

•전공의 연수교육 일정안내

   ① 1차 - 소아, 종양(10월 13 ~ 14일), 건국대 산학협동관

   ② 2차 - 정위기능, 노인, 통증(11월 3 ~ 4일),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 1002호

   ③ 3차 - 척추, 외상, 말초(11월 17 ~ 18일), 중앙대병원 4층 강의실

   ④ 4차 - 혈관, 혈관내(11월 24 ~ 25일), 중앙대병원 4층 강의실

보험위원회

<심평원관련 신경외과 의견 회신 - 주요 회신 내용은 학회 사무국에 연락하면 

열람 가능함>

•뇌대사제제 및 뇌순환계용약 주사제 의견 회신 

•도수치료(Manual Therapy)시 정형용 교정장치 사용에 대한 의견 회신 

•뇌실막밑거대세포성상세포종(SEGA) 관련 의견 회신

•HYDROSOFT HELICAL COIL 관련 의견 회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관련 의견 회신 

•경막외카테터 JVN_ZC00 의견 회신 

•항전간제 급여기준 검토 관련 의견 회신 

•유형별 상대가치 직접 비용 검토 회신 건

•치료재료 재평가_색전물질 의견요청 회신 건

•BONE CEMENT 관련 의견요청 회신 건

•대뇌피질산소포화도감시용 Sensor 관련 의견요청 회신 건

•척수신경자극기 RESTORESENSOR 의견요청 회신 건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 관련 의견요청 회신 건

•의료용소식자(CUSA TIP) 의견요청 회신 건

•심혈관용인조포 의견요청 회신 건

•경막외신경성형술 및 박리술 관련 의견요청 회신 건

<의협 질의에 대한 신경외과 회신 내용 - 주요 회신 내용은 학회 사무국에 연락

하면 열람 가능함>

•산재보험 진료계획서 서식 변경(안)에 대한 의견 회신 건 

•PET-MRI 에 대한 의견 회신 건 

•뇌혈관 정량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 에 대한 의견 회신 건 

•수술용 생체조직 접착제 ‘Bioglue surgical adhesive’에 대한 의견 회신 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 관련 의견조회 회신 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을 위한 의견요청 회신 건

•수술용 생체조직 접착제 ‘Bioglue surgical adhesive’에 대한 의견 회신 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 관련 의견조회 회신 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을 위한 의견요청 회신 건

•의료행위심의위원회의: 양승민 참석(2012. 8. 31)

• 제1차 보험위원회 및 학회 개원 연석 보험이사회(2012. 7. 28)  

영상장비, 수가인하 안내

•초음파 행위 분류 working group 회의: 양승민 참석(2012. 9. 6)

<신상대가치점수 개정작업 안내 >

현재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및 직접 비용,위험비용에 대한 유형별 점수가 거의 

확정되었으며 심평원과 의협이 조정하는 단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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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식

가톨릭대

•Catholic	Neuromodulation	Symposium

 일  시: 2012년 10월 21일(일) 

 장  소: 서울성모병원 별관 2층 대강당

•Catholic	3D	Endoscopic	TSA	workshop	

 일  시: 2012년 11월 17일(토)

 장  소: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4층 모의수술실

•Catholic	Cervical	Spine	Symposium

 일  시: 2012년 12월 1일(토) 

 장  소: 서울성모병원 별관 2층 대강당

•신경외과학교실	전공의	연수강좌

 일  시: 2012년 11월 10일(토)

 장  소: 가톨릭의과학연구원 1003호 강의실

•Neurosurgery	Update

 일  시: 2013년 2월 23일(토) 

 장  소: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1층 강당

영남대병원 

•영남대학교	의료원	노발리스티엑스	센터	개소	심포지엄

 일  시: 2012년 9월 7일(금) 오후 3:00 ~ 5:30

 장  소: 영남대학교 의료원 1층 이산대강당

•2012.	8.	22.	영남대학교	의료원	노발리스	티엑스	센터	개소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김종현	교수	성균관의대	정년퇴임식	

 일  시: 2012년 8월 29일(수) 오후 6시 30분

 장  소: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경희대병원

•경희대	병원	뇌신경센터	1주년	기념	심포지움	개최

경희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정경천 센터장·신경과)가 지난 6월 28일(목) 개소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임영진 의료원장, 신경외과 이봉암 교수를 비

롯한 80여 명의 병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그간의 센터 경과보

고(정경천 센터장), 뇌졸중 CP운용보고(신경과 허성혁 교수), 뇌혈관 정동맥 조영 

및 시술 현황(영상의학과 김의종 교수), The role of the revascularization surgery 

in the treatment of ischemic cerebrovascular disease(신경외과 최석근 교수), 치

매 신경 검사실 운영 보고(신경과 박기정 교수)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임영

진 의료원장은 “1년 동안 뇌신경센터 소속 의료진과 많은 구성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뇌질환 

환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故	임언교수	10주기	추모	심포지움”	개최

경희대학교병원은 7월 5일(목) 오후 4시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故 임  언 

교수 10주기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임영진 의료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  언 교

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10주기가 되었다. 교수님과 친분을 나눴던 동료

와 후배, 그리고 제자들을 모시고 학술 모임으로 故 임  언 교수님의 넋을 기리

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많은 참석자들이 자리를 빛내주어 감사”하

다는 말을 전했다. 임  언 교수는 살아생전에 독일 뒤셀도르프대학교병원 신경

외과 중환자실 실장, 경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과장,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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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 대양주 신경외과학회 조직위원장, 세계신경외과학회 대의원, 경희대학

교병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故 임  언 교수를 추모하기 위해 100여 명이 참석

한 이번 행사는 최길수 서울대 명예교수, 박상근 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의 추

모사, 故 임  언 교수 약력 및 업적 소개 등을 시작으로, ‘Unusual and interesting 

pediatric brain tumors, personal experience of 25 years’, ‘Sleep in Neuro-
logical disorders’, ‘뇌혈관 질환의 치료에서 미세혈관 문합 수술 기법의 적용’, 

‘C2 ganglion decompression for intractable headache’, ‘Single-portal Menon 

technique and Surgical of 1,000 ECTRs’, ‘Endoscopic TSA’ 등을 주제로 한 발

표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신경외과 

교수 외에도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건국대, 을지대, 한림대 등 외부 교수들의 

발표로, 그간 연구해온 학문적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춘계단합대회(2012.	5.	12.	과천현대미술관)

봄의 싱그러움이 한층 더해가는 5월초에 바쁜 병원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봄의 

푸른 기운을 함께 느끼며 직원들간의 우애를 돈독히 다질 수 있는 신경외과 춘

계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신경외과 의국원들과, 전문간호사, 병동간호사 및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간호사는 물론 신경과 병동간호사 등 50여명의 신경

외과 관련직원이 참여하여 과천현대미술관 관람 및 점심식사를 함께하고, 과천

동물원과 서울랜드 관람을 통해 봄 기운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입국식	및	개원의	연수	강좌(2012.	6.	2.	용인	대웅연수원)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 입국식 및 개원의 연수 강좌가 용인의 대웅연수원 개최

되었다. 교실원 및 동문들에게 신입 1년차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짐하

는 입국식 행사가 있었고, 이어서 개원의를 위한 동문 연수 강좌가 많은 선후배 

동문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 연수강좌 1주일

전 각 지역의 순천향 대학 병원 신경외과 관련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간호사들

이 바라는 신경외과 전공의의 모습’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하여서 간호사들과 신경외과 전공의 및 교수진들이 서로 알

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자리였다.

•뇌혈관내	시술치료	1500례기념심포지엄	
(2012년7월	26일,	부천병원	동은	대강당)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외과에서 뇌혈관내 치료 및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

한 증례가 1500례를 돌파하여, 이를 기념하여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순환기내과로 구성된 순천향병원 

뇌졸중치료연구회(회장: 김범태 교수)의 주최로 뇌혈관내 치료 1500례 기념 심

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부천, 인천의 지역의사들 및 응급 구조사 등의 para-
medical physician들과, 지역주민, 환자가족 참가하여 뇌졸중에 대한 각종의견

을 교환하고, 교육하는 자리였다. 약 550여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최근에 뇌졸

중에 대한 의료인 및 일반인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행사를 통

해 지역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박진규	병원장배	골프대회(8월	24일,	안성컨트리클럽)

안성에서 굿모닝 병원을 개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박진규 원장이 11

년째 주관하고 있는 행사로 금년에도 4팀이 운동에 참석하여 교실원간의 우애

를 다졌다. 특히 저녁모임에는 군의관 근무하는 후배 동문들까지 약 30여 동문

들이 모여서 교실의 단합과 친목을 나눌 수 있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제15차	순천향	신경외과의국	동문	학술모임

아주대병원

•신경외과학교실	창립18주년기념	심포지움	개최(2012.	8.	25)

이대목동병원

신규만 교수님이 2012년 8월 31일로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정년 퇴임하면서 정부로부터 훈장(옥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신규만 교수는 투병 중 9월 23일 별세하셨습니다.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Newsletter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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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부산백병원

•제6회	청송	심재홍	교수	추모	심포지움

 일  시: 2012년 6월 9일(토) 오후 2:00~5:30

 장  소: 부산백병원 임재관 11층 강당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Newsletter병원소식

•	2012	Microvascular	LAW(Laboratory	Anastomosis	Workshop)		

for	neurosurgeons	

 일  시: 2012년 7월 20일(금), 21일(토)

 장  소: 인제대 부산백병원 인제의과대학 3층 실습실

•감마나이프	최신기종	Perfexion	도입	가동(2012.	9.	1.)



분과
학회 및 
지회소식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대한신경손상학회

•제	19회	대한신경손상학회	학술대회	및	신경계	간호사	연수교육	

 일  시: 2012. 5. 19(토) 

 장  소: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참  석: 신경손상학회 회원 및 신경계 간호사 

 -  초대회장 김헌주 교수님(연세대 원주의대) 정년퇴임 기념 고별강의

   강의 제목: Contemporary status in traumatic brain injury patient  

 managemant 

•워크샵	개최	

 일  시: 2012. 8. 24(금) ~ 25(토) 

 장  소: 원주 인터불고 호텔 

 참  석: 신경손상학회 회원 약 50명 

•임원진	새구성	

 회  장: 황   금 (연세대 원주의대) 

 학  술: 정진환 (한양의대) 

 총  무: 김세혁 (아주의대) 

소아신경외과학회

•	제40차	국제	소아신경외과	학회	및	총회에	한국소아신경외과		
회원	11명	참가

   - 왕규창 교수, 40차 ISPN회장 취임

   - 나영신 교수 학술위원장 임명

Newsletter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학회	영문명칭	변경
 Society of Korean Endovascular Neurosurgeons (SKEN)

•홈페이지	개편

 www.sken.kr

•	Korean-Japanese	Friendship	Conference	on	Neuroendovascular		
Treatment

 2012년 9월 16일 ~ 17일, Sendai, Japan (www.jsnet2012.jp/kjfcnet/index.html)

  Newsletter  Vol.27_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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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고영초(건국대) -  국민추천 국민포장 대상자로 선정되어 청와대에서 수훈

(2012. 7. 6)

     -  노숙자, 알코올중독자 및 행려병자를 돌보는 요셉의원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25년 봉사감사패 수여받음(2012. 9. 1)

김헌주(연세대	원주의대) 정년퇴임(2012. 8. 31)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러시아에서	해외연수	왔음

   - 이     름: Frolov Dmitri(프롤로브 드미트리)

   - 생년월일: 1974. 10. 18

   - 소속병원: 하바롭스크주 No.2병원 신경외과

예수병원	PA김정미	회원 득남(2012. 6. 15)

국내연수

신우람(예수병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연수(2012. 5. 1 ~ 2012. 7. 31)

해외연수

정주호(고신대병원) 미국 메이오클리닉 연수(2012. 8. 21 ~ 2013. 9)

문경섭(화순전남대병원) 미국 시카고대학 뇌종양연구소 연수(2010. 7 ~ 2012. 6)

심재준(순천향대	천안병원)  미국 베일러의대 척추 및 말초신경외과학교실 연수 

 후 귀국

권흠대(에스포항병원)  2011년 9월 1일부터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에서 

 1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귀국

표세영(인제대	부산백병원) 미국 코넬대학교 해외연수(2012. 9. 1. ~ 2013. 8. 31)

장경술(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Medical Univ. of South Carolina(USA) 

 (2011. 7. 1 ~ 2012. 6. 30) 연수 후 귀국

김영우(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연수 후 귀국(2012. 9. 1)

 Univ. of Florida (USA) - 20011. 7~ 2012. 8. 31

회원
  동정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Newsletter
보직변경 

신동규(예수병원) 기획조정실장 발령(2012. 6. 10)

허재택(동아대) 의학전문대학원장(겸) 의과대학장으로 발령(2012. 8. 1)

최중언  차의과대학교 차움병원으로 보직이동(2012. 5. 1)

 주  소 - 서울 강남구 청담동 4-1(T. 02-3015-5030, 5000)

도재원(순천향대	천안병원) 척추신경외과 학회장 취임(2012. 9. 15)

고영초(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취임(2012. 5. 9)

조원상(강원대) 신경외과장 발령(2012. 8. 1)

김인경(강원대) 신경외과 임상교수 발령(2012. 9. 1)

정용태(인제대	부산백병원)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장 취임(2012. 4. 1)

김오룡(영남대) 대한뇌종양학회 회장 취임

조용준(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병원장 취임(2012. 9. 1)

김성림(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과장 발령

김상돈(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수련교육부장 취임

박춘근(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AOSpine 한국 지회장 선출

장경술(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조교수 → 부교수로 승진

근무지 변경

최혁재 경희의료원 →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신경외과 조교수

이원희 밀양 고성병원 → 인제대 부산백병원(2012. 5. 1)

이창주 충청북도 청주 하나병원에서 신경외과 임상과장으로 근무 시작(2012. 3)

경조사

박상수(예수병원	R2) 부친상: 2012. 6. 24

천태상(토머스	신경외과의원) 모친상: 2012. 6. 30

김진욱(고신대병원) 결혼: 2012. 10. 20 대구 “오월의 정원” 웨딩홀

고영초(건국대) 차남결혼: 2012. 3. 17

박춘근(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회갑

박영섭(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회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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