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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두통학회 20년사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면서”

대한두통학회가 창립된 지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98년 현 대한신경과학회  

정진상 이사장님께서 우리나라에 두통분야연구과 교육을 담당할 학술단체의 필요성

을 말씀하시면서 대한두통연구회(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eadache, 

KASH)의 첫 월례집담회를 그해 11월 가진 것이 학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의 두통학회 이름이 각각 AASH와 BASH여서 우리 학회 이름도 KASH로 정했던 

일이 엊그제 일과 같습니다(2000년 미국두통학회가 AHS로 바뀌면서 대한두통연구회

도 대한두통학회로 명칭이 바뀜). 지난 20년간의 대한두통학회의 연혁과 사진을 정리

하면서 많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간 학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

신 여러 선후배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다시 들었습니다.

학회는 이제야 약관의 나이를 맞이하였지만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미 한일두통학회와 아시아두통학회 등 국제학술대회를 3차례나 유치하였고 얼마

전에는 2023년 국제두통학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성과는 아시아두통학회 회장과 국제두통학회 이사를 맡아서 학회발전을 견인해 오신  

정진상 교수님을 비롯한 역대회장님과 이사님들 및 회원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힘

입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간사 



 

제5대 회장  김 병 건 

10년 전 학회공동연구에서 시작된 두통연구분야의 성과 또한 대단하여 작년 대한민국

이 Journal of Headache and Pain에 투고논문이 세계 3위일 정도의 큰 학문적 성취

를 이루어 냈습니다. 

학문적 성과 외에 임상의들의 진료역량강화와 일반인을 위한 질병인식캠페인에도 학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임 김재문 회장님 때부터 시작된 지방순회 보수교육은  

매번 본 학회에 버금가는 성원에 힘입어 연 4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수교육은 전국의 많은 

임상의들에게 의과대학 교육과정이나 수련과정에서 소홀히 되었던 두통분야 교육의 기회 

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환자용 홈페이지개설,  

두통의 날 제정, 두통질환 관련 보험급여의 확대 및 전국 병원에서의 건강강좌 등을 통하여 

질병인식캠페인과 환자 권익보호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학회로 자리매김한 학회의 일원으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학회창립 20주년에 즈음하여 두통분야는 다양한 획기적인 

두통치료법들이 개발됨에 따라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 100년을  

향한 우리 학회의 제2의 도약을 기대합니다



20주년을 알차게 맞이하며...

대한두통학회가 모든 회원들이 함께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학문의 장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바랍니다

편두통은 우리 인류에 꾸준히 영향을 미쳐왔다. 이는 어느 문명에서도 있었으며 여명기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다. 편두통이 카이자르나 사도 바울, 칸트 등에게 채찍이였다면, 조용히 

그 고통을 겪었던 수많은 이들에게는 일상 자체이었다. 다채로운 그 성질과 원인은 히포크

라테스를 헷갈리게 했고 2천년 동안이나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그 주기성, 환경성, 증상들

은 이미 1세기에 분명해졌으나, 최근 50년 이내 에야 편두통의 이해에 새로운 중흥기를 맞

이하게 되였다. 어느 정도에서 비약의 마침표가 찍힐지 겁이 난다. 

대한두통학회의 출발 20년을 맞이하는 나의 감회는 아직 새롭다. 항상 시작은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대한신경과학회 산하에서 두통연구회로써의 출발은 올바른 절차이었고 그 활동기가 

단 1년으로 너무 짧은 아쉬움이 있으나, 세로토닌의 여러 선택적인 수용기들이 알려지고 처음 

수마트립탄이 출시되면서 다소 고무된 임상 분위기로 함께 적절한 시작이 되었다. 신경과학에

서 두통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모두의 관심분야이면서도 절대적인 환영을 받지 못해 

모두 긴장하고 더욱 엄정해졌으며, 단체의 명칭도 편두통을 구체적으로 표방해야 할지, 아니

면 통증 전반을 관심분야로 확대하느냐에 대해서는 쉽게 두통학회로 모아졌으나, 관련된 인접 

분야와 함께 중요한 기초의학 분야와의 공조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아쉬움으로 남

아있었다. 우리에게 꿈을 주고 우리의 무한한 호기심을 밝혀 주게 될 대한두통학회의 20년 후

의 위상을 큰 기대와 함께 마음에 그려본다.

축사



 

초대 회장  정 경 천 

두통연구회로 시작한 두통의 다기관 역학조사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서의 두

통 표현이나 증상론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기획한 삼성병원 정진상 교수의 열정을 나는 기억

하고 있다. 그의 담대함과 조직력, 그리고 함께 어우르는 따스한 마음이 우리 대한두통학회 

시발에 한 모태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때 공동 목표를 향하는 모든 회원들의 적극성과 

절실함에 찬사를 드리고 싶었으며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좋았다. 함께 

구강내과, 소아신경과 전문인의 참여는 큰 보탬이었으며, 약물학이나 동통생리학 등 기초분

야의 호응은 앞으로 기대하는 숙제일 뿐이다.

두통은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고 파악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과거 여러 두통 완화제

의 출현과 퇴장이 반복되어 왔으며 아직 미완성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분야이다.  

편두통의 병태생리에 표적한 새로운 약물들이 기대되는 이 시기에 부응하여 우리도 세부  

전문화된 연구팀들이 활발하게 구성되고 있으리라 믿으며 그 실현을 보고 싶다. 두통 환자

의 치료 규칙 중에는 환자를 지배하거나 독단적인 전문가 역할보다는 환자에게 귀를 기울

여야 하고 그들의 말 속에 숨은 뜻을 들어야만 한다. 대한두통학회도 환자의 말에 귀 기울

일 수 있어야 하며, 학회가 주관하는 꾸준한 역학조사와 의견수렴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20주년을 알차게 맞이하는 대한두통학회가 모든 회원들이 함께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학문의 장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바랍니다.



대한두통학회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며...

대한두통학회가 두통연구회로 시작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단도,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수많은 두통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 때문에 지식도,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열정과 사랑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시작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모임이 벌써 20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통분야의 진료와 연구에 있어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

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온 모든 회원들과 임원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20년간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해온 분야가 한국의 두통학

입니다. 그동안 한일두통학회와 ARCH와 같은 국제행사도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치렀을 뿐

만 아니라 2023년에는 세계 두통전문가들의 가장 큰 축제인 IHC (International Headache 

Congress)를 서울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통 분야에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아시아지역에서의 두통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각국의 유력한 두통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대한두통학회가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통’이란 용어는 한국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작고 낯선 이름입니다. 두통학을 연구

하고 두통 환자들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전문가가 많이 부족합니다. 두통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수련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병원도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축사



제2대 회장/대한신경과학회 현 이사장 

정 진 상 

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현재 제가 큰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현재 대한두통학회를 주도하고  

있는 임원들과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열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헌신

과 노력은 최근에 많은 연구업적으로, 진료의 질 향상으로, 젊은 연구자들에게는 희망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반드시 더 큰 성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계속 도전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주는 교훈을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의 비전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글을 맺으면서 초대 회장을 맡아 학회가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신  

존경하는 정경천 교수님을 비롯하여, 저를 이어 회장을 맡아 폭넓은 리더십을 보여주신  

이광수 교수님과 김재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병건 교수

님과 모든 임원진들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IHS의 회장을  

역임하시고 이웃나라인 대한민국의 두통학의 발전을 고대하고 실질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Fumihiko Sakai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두통학회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우리 학회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두통학회 회원여러분!

대한두통학회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두통학회가 발족한지 벌써 20년이란 현실에  

한편으론 기쁘고 한편으론 세월의 흐름이 너무 빠른 것 아닌가?하는 생각에 잠시 세월의 무

상함도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두통학회는 신경과 교수님들 몇분이 두통에 대한 연구와 진료에 관심을 

가지고 아주 작은 모임으로 출발한 학회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내 학회 중 아주 중요하

고 가장 발전을 이룬 학회라고 자부합니다. 국내에서 대한두통학회가 만들어진 후 2006

년도 에 국내에서는 정경천 교수님과 정진상 교수님 그리고 일본의 Sakai 교수님의 주도

하에 한일 심포지움이 시작되었고 2010년도에는 아시아두통학회(ARCH symposium)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두통에 대한 진

료와 연구를 주도하며 모든 의사들의 두통 교육과 일반인들의 교육 그리고 국제적인 연구

에 큰 몫을 담당하는 학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두통에 대한 제대로 된 

국민 계몽과 올바른 진료에 앞장서는 학회 발전상을 보면서 대한두통학회 회원 중의 한사

람으로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축사



제3대 회장  이 광 수 

제가 3대 회장으로 대한두통학회를 운영할 때를 돌이켜보면 제1회 ARCH symposium의 서

울 개최와 두통학 교과서 발간, 국내 편두통 유병률 서베이 조사 그리고 소아과와 치과 교

수님들의 학회 영입, 메스컴을 통한 국민들의 두통 인식에 대한 계몽과 개원의 선생님들의 

두통 강좌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졌었고 이를 통해 우리 학회의 큰 발전에 기여했음을 소중

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장점은 두통전문가들의 단합과 넘치는 의욕 그리고 

학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열정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우리 학회의 큰 자산입니다. 

대한두통학회 회원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만큼 우리 학회가 발전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특히, 역대 학회 회장님들과 모든 이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히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학회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두통학회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끝없는 성장을 거듭하여 20주년을 맞이한 대한두통학회의 현 임원 및 회원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그리고 축하의 마음을 드립니다.

두통은 인류의 반 이상이 고통받아야만 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또한 편두통이라는 단일 

두통 만으로도 인간 삶의 짐이 되는 질병 중 6-7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두통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년 전 

불과 수십 명의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모임으로 시작된 “대한두통연구회”가 이제 

1,500여 명의 회원을 아우르는 중견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가히 모두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 

큰 것을 이루니 소적대성(小積大成)이라 할 것입니다. 그간의 눈부신 성장이 가능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신 임원, 회원여러분들의 노력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두통학회의 발전은 초기의 여러 임원들이 미래의 우리나라 두통학을 이끌어나갈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대한두통학회라는 넓은 마당에서 마음껏 발휘할 기틀을  

만들어 준 혜안이 가장 중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약관을 넘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이립을 향하여 더욱 매진하여야 할 때입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두통학회는  

많은 두통 환자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투약하는 후진적인 진료에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적

절하게 진료받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발전시켰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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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회장  김 재 문 

것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모든 두통 환자들이 선진의료의 틀 안에서 적절하게 진료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간 대한두통학회는 교과서와 편두통 진료지침 발간 등 두통 교육의 발전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이에 더하여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두통 환자를 진료하는 여러 전문분야의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두통의 연구분야에서는 강력한 연구  

팀을 구성하여 유수의 해외 학회지에 수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는 전 세계의 두통환

자의 평가와 치료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의 아시아 

두통학회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두통학을 선도하는 자랑스런 

학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저는 그간의 여러분의 노력에 대하여 충분히 즐기고 자랑하는 20주년

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 큰 자부심으로 행복해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에 최선을 

다하는 역동있는 학회를 위하여 더욱 매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두통학회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두통학회 회원여러분께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6월 대한두통학회 창립 20주년을 대한소아신경학회 두통연구회 회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두통을 인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4대 질환의 하나로 꼽고 있으

며 두통은 그 자체로 가장 흔한 질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 중 수차례 경험하게 됩니

다. 특히 소아청소년에서도 매우 빈도가 높은 질환으로 많은 환자들이 두통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두통학회는 1998년 두통연구회로 시작한 이래 두통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신경과, 소아신

경과 의료인들과 두통을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양적, 질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1,7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큰 학회로 성장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두통학회는 그동안 다양한 학술행사와 정기학술대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해 왔으

며 학회지 발간으로 두통에 대한 학문적 업적을 쌓아 두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더불어 학회 주관으로 발간된 두통교과서, 진료 지침서 등은 두통을 공부하고 진료하고  

축사



대한소아신경학회  

두통연구회 회장  김 성 구 

있는 전공의를 포함한 많은 의료진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두통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두통의 날을 제정하는 등의 대국민 홍보를 통해 질환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받아 오던 환자들에게 두통이 치료받아

야 되며 조절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 학회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한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저희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들도 대한두통학회에 참여해 왔으며 소아청소년 환자들

의 특성을 고려해 대한소아신경학회 산하 두통연구회를 결성하여 소아청소년 두통에 대한 

연구와 학문적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한소아신경학회 두통연구회 회원들은 대한두통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학회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두통학회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두통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치과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2년 2월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치과계에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다. 치과대

학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전공의를 수료 후 미국 UCLA 치대 Orofacial pain clinic에서  

2년간 레지던트로 강의 듣고 진료하던 중 해마다 2월 팜스프링즈에서 개최되는 Diamond 

headache clinic annual meeting에서 이듬해 대한두통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정진상  

교수님을 뵈었다. 이 인연으로 귀국 후 연세치대병원에 근무하면서 대한두통학회 학술대

회에서 턱관절 및 턱근육 질환과 두통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고 연구하고 공식적으로  

학회 이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당시 두통의 불모지인 치과계로는  

정말 희소식이었다. 

2003년부터 치과대학 본과 3학년 Orofacial pain 과목의 32시간 중 2시간을 두통에 할애하

게 되었고 학생들은 ICHD 분류를 배우고 시험을 치렀다. 그 해 가을에는 내 스승인 UCLA 

치대 Robert Merrill 교수가 대한두통학회 집담회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 당시 중국 란조

우 보툴리눔 톡신을 수입하던 ㈜ 한올바이오파마로부터 연세치대병원에 지원받은 톡신으로 

학회 여러 이사님들과 다기관 증례를 모아 2006년 제1회 한일두통학회에 보툴리눔 톡신의 

효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회를 통한 나의 두통분야의 관심은 개인적으로 뒤늦게 받은 나의 석사 논문 “Use 

of ID migraine in TMJ & Orofacial pain clinic”이 미국두통학회지 Headache에 게재

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 2004년부터 전국의 11개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 중에 2년에 한 번씩 두통학에 대해서 한 자리에 모여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전문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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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원장  김 성 택 

에도 두통학이 출제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 편두통 예방을 위한 토파맥스 다기관 연구에

서 15개 신경과와 치과에서는 연세치대병원이 유일하게 함께 연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는 2009년 학회 공식 교과서에 해당하는 “두통학” 1판에 

공저저로 참여하고, 같은 해 도쿄에서 열린 제1회 ARCH에서 당시 이광수 회장님, 정성우 

총무님, 김병건 이사님과 내가 함께 강연을 했던 기억이다. 2010년에는 연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과정에 두통학을 정식 강좌로 개설하여 치의학대학원의 석박사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훗날 학회 평의원으로 참여하는 유지원 조선치대 교수, 강진규 원광 

치대 교수와 함께 “Application of ICHD-2 in TMJ & Orofacial pain clinic”이라는  

연구로 국제두통학회 학술지 Cephalalgia에 게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2012년에는 학회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하는 정보이사로써 참여하게 되었고, 다섯 분의  

학회 이사님들과 함께 Botox의 만성편두통 효과 국내 임상(COMPEL study)을 공동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2014년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동물 모델에서 보툴리눔 톡신의 진통효과 구연 

으로 우수구연상도 받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다. 2017년 두통학 제2판에도 다시 공저자로  

참여할 수 있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다.

이처럼 지난 17년간 나와 대한두통학회의 인연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치과대

학, 치의학대학원 그리고 구강내과학회 등 치과분야로 하여금 두통을 더욱 잘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대한두통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치과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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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대 회장

1) 역대 회장(1999-2019)

초대 정경천

1999-2002

제4대 김재문

2011-2014

제2대 정진상

2003-2006

제5대 김병건

2015-2019

제3대 이광수

200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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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진 

1) 초대 임원진(1999-2002)

직책 이름 소속

회장 정경천 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부회장 정진상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감사 조기현 전남대학교병원 신경과

감사 박규현 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

총무 권순억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재무 한시령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신경과

학술 이태규 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편집 정재면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신경과

홍보 방차옥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경과

정보 안진영 서울의료원 신경과

보험 이광수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무임소 안무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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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대 임원진(2003-2006)

직책 이름 소속

회장 정진상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부회장 이광수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감사 이병철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신경과

감사 김재문 충남대학교병원 신경과

총무 유경호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신경과

재무 안진영 서울의료원 신경과

학술 김병건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신경과

편집 정재면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신경과

홍보 박정욱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신경과

보험 방차옥 방차옥신경과의원

서기 문희수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서기 권순억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무임소 안무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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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대 임원진(2007-2010)

직책 이름 소속

회장 이광수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부회장 김재문 충남대학교병원 신경과

감사 서만욱 전북대학교병원 신경과

감사 임정근 계명의대 동산의료원 신경과

총무 박정욱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신경과

재무 정성우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편집 김병건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신경과

학술 정재면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신경과

교육 오경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홍보 박광열 중앙대학교병원 신경과

정보 도진국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경과

보험 오건세 을지대학교병원 신경과

국제 황성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신경과

대외협력 김민기 서울의료원 신경과

무임소 이건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성택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

권순억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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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대 임원진(2011-2014)

직책 이름 소속

회장 김재문 충남대학교병원 신경과

부회장 김병건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신경과

부회장 오건세 을지대학교병원 신경과

감사 서만욱 전북대학교병원 신경과

감사 임정근 계명의대 동산의료원 신경과

총무 박정욱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신경과

재무 정성우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학술 문희수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편집 이건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육 정필욱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홍보 황성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신경과

정보 김성택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

보험 이일근 서울브레인신경과

기획 조수진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신경과

국제 주민경 한림대학교평촌성심병원 신경과

대외협력 안무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과

무임소 도진국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경과

정기영 고려의대 안암병원 신경과

노영일 조선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강진규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구강내과

이상봉 가톨릭의대 대전성모병원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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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대 임원진(2015-2019)

직책 이름 소속

회장 김병건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신경과

부회장(국제,대외협력) 주민경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부회장(학술,연구,교육) 조수진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신경과

감사 안무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과

감사 황성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신경과

총무 정필욱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재무 안진영 서울의료원 신경과

간사 차명진 국립경찰병원 신경과

학술 문희수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편집 손종희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신경과

교육 오경미 고려의대 구로병원 신경과

보험 김병수 분당제생병원 신경과

연구 박광열 중앙대학교병원 신경과

기획 박정욱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신경과

정보 송태진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특임이사(소아) 노영일 여수문화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임이사(영남) 서종근 경북대학교병원 신경과

특임이사(호남) 최윤주 전주예수병원 신경과

특임이사 김지영 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

미래위원장 정진상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과서위원회(위원장) 김재문 충남대학교병원 신경과

교과서위원회(부위원장) 박정욱 의정부성모병원 신경과

신경정신위원장 박성파 경북대학교병원 신경과

정도관리위원장 정재면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신경과

홍보위원장 이일근 서울브레인 신경과

통증위원장 오건세 대전한국병원 신경과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이건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위원회(부위원장) 노영일 여수문화병원 소아청소년과

치과위원장 김성택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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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의원 명단

1) 초대 평의원 명단

이름 소속

권순억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병건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김승민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김응규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김장성 아주대학교병원

김재문 충남대학교병원

김종성 서울아산병원

김주한 한양의대

김흥준 김신경과의원

나정호 인하의대

노숙영 분당제생병원

노재규 서울대학교병원

박규현 부산대학교병원

박미영 영남대학교병원

박재현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방차옥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배희준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서만욱 전북대학교병원

서정규 경북대학교병원

송홍기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신동진 가천대길병원

신현길 신현길 의원

유경무 고신대학교병원

이광수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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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

이광우 서울대학교병원 

이근호 단국대학교병원 

이대희 고려대학교병원 

이동국 대구가톨릭성모병원 

이명식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이병철 한림대학교병원 

이용석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이태규 경희대학교병원 

임정근 계명대학교병원 

정경천 경희대학교병원 

정원영 조선대학교병원 

정재면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정진상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조기현 전남대학교병원 

조용진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최경규 이대목동병원 

최낙천 경상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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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現) 평의원 명단

이름 소속

김성구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성택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

김수경 경상대학교병원 

김만호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김병건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김응규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김재문 충남대학교병원 

나정호 인하대학교병원 

노영일 여수문화병원 소아청소년과

문희수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박광열 중앙대학교병원 

박기덕 이화의대 이대목동병원 

박성파 경북대학교병원 

박미영 영남대학교병원 

박정욱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박홍균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서만욱 전북대학교병원 

서종근 경북대학교병원 

신동진 가천대길병원 

손종희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송태진 이화의대 이대목동병원 

안무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안진영 서울의료원 

오건세 대전한국병원 

오경미 고려의대 구로병원 

이건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이광수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이근호 단국대학교병원 

이일근 브레인신경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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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가톨릭의대 대전성모병원 

이태규 이태규신경과의원

이승한 전남대학교병원 

이미지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임정근 임정근신경과의원

정진성 원광대학교병원 

정경천 목포중앙병원 

정진상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기영 서울대학교병원 

정성우 가톨릭의대 성모자애병원 

정재면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정필욱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조수진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주민경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차명진 국립경찰병원 

최낙천 경상대학교병원 

최윤주 전주예수병원 

최진영 건국대학교병원

황성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 가나다순 |

30

20
th

 C
om

m
em

or
at

iv
e 

Bo
ok

4. 발기인 명단

1) 2000년 3월 대한두통학회 발기인 명단

이름 소속

고지영 광명성애병원 

권순억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권오상 중앙대학교병원 

김두응 보훈병원 

김만호 서울대학교병원 

김병건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김승민 연세대학교병원 

김응규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김장성 아주대학교병원 

김재문 충남대학교병원 

김종성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주한 한양대학교병원 

김형철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김효경 울산대학교병원 

김흥준 김흥준신경과

나정호 인하대학교병원

노숙영 분당제생병원

노재규 서울대학교병원

박규현 부산대학교병원

박재현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방차옥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배희준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서만욱 전북대학교병원

서정규 경북대학교병원

송홍기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송희정 을지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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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

신동진 가천대길병원

신현길 신현길신경과의원

안진영 강남시립병원

유경무 고신대학교병원

이광수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이동국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이대희 고려대학교병원

이태희 울산동강병원

이명식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이병철 한림대학교평촌성심병원

이성수 연세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영주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이용석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이원석 부산대학교병원

이태규 경희의료원

이한보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임정근 계명대학교병원

정경천 경희대학교병원

정원영 조선대학교병원

정재면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정진상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조광호 원광대학교병원

조기현 전남대학교병원

조수진 부천세종병원

조용원 계명대학교병원

조용진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최경규 이대목동병원

최낙천 경상대학교병원

최문성 메리놀(부산)병원

한설희 충북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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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두통학회 회칙

1) 창립 회칙

제 1조 (명칭 및 본부)

1. 본 회는 “대한두통연구회”(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eadache, KASH) (이하 연구회)라고 칭한다.

2. 연구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연구회는 대한신경과학회의 협력학회로서 활동한다.

제 2 조 (목적 및 사업)

1. 연구회는 두통, 동통,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질환에 관한 연구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학술단체다. 

연구회는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결과를 진료에 활용하고, 이 분야의 최신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일반인과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2.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두통, 동통, 그리고 이와 연관된 질환의 학술적 토론을 위한 모임이나 활동 무대를 제공한다.

2) 이 분야의 연구과제를 기획, 지원한다.

3)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학술단체나 기관과 협력한다.

4) 회원 상호간의 학술, 정보 교환을 위한 간행물을 발행한다.

5) 일반의사나 타 의료인력을 위해 이 분야의 의학교육을 주관한다.

6) 환자들의 모임이나 대중홍보, 교육에 참여하고 지원한다.

제 3 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1. [정회원] 두통과 동통 그리고 이와 연관된 분야에서 연구 및 진료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준회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공의로 한다.



1998-2019대한두통학회 20년사

33

The Korean H
eadache Society

3. [일반회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심리학자,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으로 한다.

4. [명예회원]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

5. [후원회원] 연구회의 설립취지와 활동에 찬동하며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 자격의 획득)

1.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제3조 1-5항에 해당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집행위원회

에 제출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자의 회원자격 부여에 관한 제반 사항

을 심의, 결정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준회원은 본 연구회의 정회원인 지도전문의의 추천을 받아 입회를 신청한다.

3. 일반회원은 본 연구회의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입회를 신청한다.

4. 명예회원은 본인의 허락을 받아 집행위원회에서 입회를 결정하고, 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5 조 (회원 자격의 상실)

1. 회원이 사망하거나, 자진하여 탈퇴를 요청하거나, 집행위원회에서 제명이 결정되는 경우 회원은 자

격을 상실한다.

2. 회원이 연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학회에 대한 임무를 장기간 태만히 한 경우 집행

위원회는 회원의 제명을 평의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평의원회는 이에 대하여 심의 결정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투표권을 갖는다. 정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권한을 대리인에

게 위임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으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가 

회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3.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가 면제된다.

제 7 조 (연구회의 조직)

1. 연구회는 회의체로서 집행위원회, 평의원회, 총회를 둔다.

2. 집행위원회

1) 연구회는 제반 사업을 주관하고 집행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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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학술대회, 집담회 등 각종 학술회의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각 집행위원의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5) 사무직제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평의원회 및 총회에 관한 사항

(7) 지회에 관한 사항

(8) 연구회의 발전에 필요한 기타 사항

3)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위원, 학술위원, 홍보위원, 3명 이내의 무임 소위원, 그리고 2명의 

감사 등으로 구성한다.

4) (회장) 회장은 대외적으로 연구회를 대표하며 집행위원회, 평의원회,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임

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연구회의 정회원 중에서 선발하며, 평의원회에

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초대 회장은 창립발기인 대회에서 선출

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5) (집행위원회 임원의 선출) 부회장을 비롯한 집행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인준하고 총

회에 보고한다.

6)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총무위원) 연구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회원에 관한 기록 및 모든 의사록을 관리하고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연구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그리고 회무와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평의원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8) (학술위원) 학술대회, 집담회 등 각종 학술회의의 개최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연구회의 학술

지를 발간하고 기타 모든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9) (홍보위원) 대외 홍보와 섭외에 대한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제

반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회의 교육프로그램을 관장한다.

10) (무임소위원) 회장이 위촉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집행위원회에 보고

한다.

11) (감사)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감사는 연구회의 모든 회무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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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권은 없다.

12) (소위원회 구성) 각 집행위원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안별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하여 활동할 수 있다.

13) (기타) 집행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는 경우 회장은 후임을 즉시 임명하여 잔여 임기 동안의 임

무를 수행하게 한다.

3. 평의원회

1)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40명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를 

둔다.

2)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하거나 인준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탄핵

(2) 부회장 및 집행위원의 인준

(3) 명예회원의 인준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

(5) 회비에 관한 사항 의결

(6) 포상, 징계,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의결

(7)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의 심의

3) 평의원회는 회장의 소집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임시평의원회의는 재적 평의원

의 3분의 1 이상 또는 집행위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4) 평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평의원은 연구회의 정회원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

은 자를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초대 평의원회는 '대한두통연구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Study 

of Headache, KASH)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신경과 전문의 및 창립발기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4. 의결

1) 연구회의 모든 회의체는 재적 정원의 과반수(위임장 포함)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2) 회칙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의결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기권은 무

효로 처리하며 찬반 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회칙의 개정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개정을 결정하며 본 연구회의 해체는 유효투

표수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4) 연구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선거에서 당선자는 유효투표수의 최다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차 투표의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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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결선투표에서 두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 입후보자들의 추첨에 의해 최

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 8조 (재정)

1. 연구회의 기금은 학술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재정적 수익을 추구하지않고, 회원은 이윤을 분

배 받지 아니한다.

2. 연구회의 기금은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 그리고 기타 후원금으로 이루어진다. 회비는 연구회의 설

립 목적과 활동 내용에 알맞게 집행위원회에서 정하며, 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하고 집

행한다.

3. 연구회의 해산이 결정된 후에는 기금이 모두 합법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집행위원회가 관리한다.

제 9 조 (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를 따른다.

2. 회장은 회칙개정안을 평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개정한 내용을 평위원회 소집일로부터 2주 이전

에 평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평위원은 재적평위원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

칙 개정안을 평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3. 본 회칙은 2000년 3월 26일 평의원회의 의결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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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現) 회칙(2019년) 

제 1조 (명칭 및 본부)

1. 본 학회는 대한두통학회(The Korean Headache Society, 약칭 KHS) (이하 학회)라고 칭한다.

2. 학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조 (목적 및 사업)

1. 학회는 두통, 동통,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질환에 관한 연구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학술단체로서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결과를 진료에 활용하고, 이 분야의 최신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환자와 일반인들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2.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두통, 동통 그리고 이와 연관된 질환의 학술적 토론을 위한 모임이나, 활동무대를 제공한다

2) 회원 상호간의 학술, 정보 교환을 위한 학술지를 발행한다

3) 이 분야의 의학교육을 주관한다

4)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학술단체나 기관과 협력한다

5) 이 분야의 연구과제를 기획,지원한다

6) 환자들의 모임이나 대중홍보, 교육에 참여 및 지원한다.

제 3 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1. [정회원] 두통과 동통 그리고 이와 연관된 분야에서 연구 및 진료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학회의 설

립취지에 찬동하는 두통 분야 전문의료인으로 한다. 단 준회원 또는 일반회원 중 이사회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인준된 사람은 정회원으로 한다.

2. [일반회원]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일반의사 및 치과의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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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회원]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로 한다. 

4. [기타회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심리학자,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5. [명예회원]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본 연구회의 발

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6. [후원회원] 연구회의 설립취지와 활동에 찬동하며,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 자격의 획득)

1.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하며, 이사회는 회

원 가입 신청자의 회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명예회원은 본인의 허락을 받아 이사회에서 입회를 결정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5 조 (회원 자격의 상실)

1. 회원이 사망하거나, 자진하여 탈퇴를 요청하거나, 평의원회에서 제명이 결정되는 경우 회원은 자격

을 상실한다. 

2. 회원이 학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학회에 대한 임무를 장기간 태만히 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연회비를 3년 연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회원의 제명이나 자격의 변경을 결정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투표권을 갖는다. 정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권한을 대리인에

게 위임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고, 이사회가 회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야 한다.

3.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7 조 (학회의 조직)

1. 학회는 회의체로서 이사회, 평의원회, 총회를 둔다.

2. 이사회

1) 학회는 제반 사업을 주관하고 집행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의결, 그리고 집행한다.

(1) 회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학술대회, 집담회 등 각종 학술회의의 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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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5) 학회 조직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평의원회 및 총회에 관한 사항

(7) 지회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심의

(9) 학회의 발전에 필요한 기타 사항

3) 이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이사 1명, 재무이사 1명, 학술이사 1명, 편집이사 1명, 교육이사 

1명, 정보이사 1명, 보험이사 1명, 기획이사1명, 국제이사1명, 5명 이내의 특임이사, 간사1명, 감사  

2명 등으로 구성한다.

4) (회장) 회장은 대외적으로 학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평의원회,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선발하며, 평의원회에서 적법

한 절차를 따라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초대 회장은 창립발기인 대회에서 선출하고 평

의원회에서 인준한다.

5) (부회장과 이사장의 선출)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인

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6) (부회장) 부회장은 이사의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7) 총무이사는 학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회원에 관한 기록 및 모든 의사록을 관리하고 보관할 책임이 있

으며,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한다.

8) 재무이사는 일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그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그리고 매 회기마다 회무

와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의 감사를 받아 평의원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9) 학술 이사는 학술대회, 보수교육 및 집담회 등 각종 학술회의의 개최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두통과 동통에 관한 연구를 기획하고 실시한다.

10) 편집이사는 학회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본 학회의 모든 간행물에 대한 출간 업무를 수행한다.

11) 홍보이사는 대외 홍보와 섭외에 대한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학회의 교육프

로그램을 관장한다.

12) 정보이사는 본 학회의 활동기간에 관련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및 정보

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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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험이사는 두통과 동통에 관한 적정 진료업무와 의료수가 및 제반 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

한다.

14) 특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5) 기획이사는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과 이사회 별 활동의 통합 조절 임무를 수행한다.

16) 교육이사는 본 학회가 관여하는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보수교육 및 집담회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7) 국제이사는 국제적 학문교류를 위하여 해외 학회 및 인사와의 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8) 간사는 이사회, 평의원회, 총회의 회의록 작성 업무를 담당하며 의결권은 없다.

19) (감사)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감사는 학회의 모든 회무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평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0) (소위원회 구성) 각 이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안 별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

여 활동할 수 있다.

21) (기타)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는 경우 회장은 후임을 즉시 임명하여 잔여 임기 동안의 임무

를 수행하게 한다.

22) (국제학술대회 운영위원회 구성) 국제 학회 개최를 위한 준비 운영위원회를 개설할 수 있다. 위원장

은 회장이 겸임하고 각 이사와 이사회에서 특별 선임된 회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23) (국제학술대회 운영위원회의 법인 등록) 국제학술대회의 원활한 운영를 위해 대한두통학회 산하의 

국제학술대회 운영위원회를 한시적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대표자는 회장이 하며, 사무실은 대한

두통학회 사무실 또는 법인등록 위탁업자의 주소지로 임시 지정한다.

24) 법인 등록 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얻어진 운영 잉영금은 전액 대한두통학회로 귀속시킨다.

25) 회장은 학회에 필요한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장

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3. 평의원회

1)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하여 40명 내외의 평의원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를 

둔다.

2)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하거나 인준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탄핵

(2) 부회장 및 이사의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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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회원의 인준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

(5) 회비에 관한 사항 의결

(6) 포상, 징계,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의결

(7)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의 심의

3) 평의원회는 회장의 소집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임시 평의원회의는 재적 평의원

의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4) 평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평의원은 회기내의 이사회의 임원을 당연직으로 하며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초대 평의원회는 학회

(KHS)의 전신인‘대한두통연구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Study of Headache, KASH)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신경과 전문의 및 창립 발기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4. 총회

1) 학회는 회장의 소집으로 정기총회를 1년에 1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며, 회원들의 총의를 모

아 결정해야 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장의 소집이나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발

의함으로써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회장은 총회 소집 14일 이전에 모든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야 한다.

2) 총회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이사회나 평의원회의 보고를 받는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 및 제명에 관한 사항(승인)

(3) 회장과 다른 이사회 구성원의 선출

(4) 감사의 회무 및 재무 감사 결과

(5) 학회의 해체에 관한 사항 의결

(6)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

5. 의결

1) 모든 회의체는 재적 정원의 과반수(위임장 포함)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2) 회칙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의결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3) 회칙의 개정은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개정을 결정하며, 본 학회의 해체는 총회에

서 유효 투표수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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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선거에서 당선자는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한다. 1차 투표에

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차 투표의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

자로 결정한다. 결선 투표에서 두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 입후보자들의 추첨에 의해 최종 당

선자를 결정한다.

제 8조 (재정)

1. 학회의 기금은 학술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재정적 수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원은 이윤을 분

배 받지 아니한다.

2. 학회의 기금은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 그리고 기타 후원금으로 이루어진다. 회비는 학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 내용에 알맞게 이사회에서 정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하고 집행한다. 

3. 학회의 해산이 결정된 후에는 기금이 모두 합법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이사회가 관리한다. 

4. 국제학술대회 운영위원회의(준비위원회)를 통해 얻어진 운영 잉여금은 대한두통학회로 전액 귀속 

시킨다.

제 9 조 (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2. 회장은 회칙개정안을 평의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개정할 내용을 평의원회 소집일로부터 2주 이전

에 평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평의원은 재적 평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

칙 개정안을 평의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3. 본 회칙은 2000년 3월 26일 평의원회의 의결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4. 개정된 회칙은 2004년 7월 16일 평의원회의의결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 개정된 회칙은 2006년 6월 16일 평의원회의 의결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6. 개정된 회칙은 2007년 5월 12일 평의원회의 의결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7. 개정된 회칙은 2012년 4월 15일 평의원회의 의결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8. 개정된 회칙은 2015년 8월 8일 평의원회의 의결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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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두통학회 학회연혁(1998-2019)

창립배경

대한두통학회(Korean Headache Society, KHS)는 전신인 대한두통연구회(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eadache, KASH)로부터 발전한 학술단체이다. 

대한두통연구회는 1998년 한국에서 두통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문적 연구의 기반

을 마련함으로써 전공의 및 개원의들의 교육에 힘쓸 체계적인 학술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경천,  
정진상, 이태규 등 대한신경과학회 정회원을 중심으로 1998년 11월 13일 첫 월례집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제1회 심포지움은 1999년 7월 31일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서 2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2000년 3월 2일 45명의 신경과 전문의들이 발기인이 되어 ‘대한두통연구회’를 정식으로 발족시키기로  
결의하고 동년 3월 26일 서울중앙병원 대강당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초대회장으로 정경천 교수(경희의대)가 선출되었다.

초청강사로 Dr. Glen Solomon (Headache Center of Cleveland Clinic Director 역임, MSD의 두통분야 연구 
Director)의 ‘편두통의 최신지견’과 ‘군발두통’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이후 본 연구회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두통에 관심있는 의사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하여 기존 ‘대한두통 

연구회’를 해체하고 2001년 6월 16일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서 ‘대한두통학회’로 창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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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1. 13 대한두통연구회 결성 
  첫 월례집담회 개최

1999  07. 31 제1회 대한두통연구회 연합심포지움 개최 
  · 장소: 삼성서울병원 대강당 
  ·  편두통 치료의 병태생리학적 및 약리학적 기초에 대한 주제로  

개최됨

2000  03. 02 대한두통연구회 정식 발족하기로 결의

  03. 26 창립총회 및 기념 심포지움 개최 
  · 장소: 서울중앙병원 대강당 
  · 초대 회장으로 경희의대 정경천 교수 선출 
  ·  초청 강사 Glen D. Solomon, M.D의 ‘편두통의 최신지견’과  

‘군발두통’에 대한 특강

  12. 10 2000 추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삼성서울병원 지하 1층 대강당

  12. 16 학회지 창간호(제1권 1호) 발행

2001  06. 16 2001 춘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삼성서울병원 지하 1층 대강당  
  BMS-KHS 학술상 시상식 
  기존의 대한두통연구회 해체 
   ‘대한두통학회’로 발전적 재창립

  12. 9 2001 추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서울중앙병원 대강당

2002  05. 18 2002 춘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삼성서울병원 지하 1층 대강당

  10. 24 2002 추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서울 교육문화회관 
  · 초청 강사 John D. Rogers, M.D의 ‘Botulinum therapy for migraine’ 특강

  10. 편두통 진료지침 제1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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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05. 31 2003 춘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삼성서울병원 지하 1층 대강당 
  ·  초청 강사 Stephen Silberstein, MD의 Migraine Pathogenesis, 

Antiepileptic Drugs in Migraine Prevention

  09. 24 대한두통학회 심포지움 
  · 장소: 서울JW메리어트호텔 미팅룸

  10. 23-24 2003 추계학술대회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로 대체 
  · 장소: 서울 교육문화회관

2004  07. 10 2004 춘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 
  ·  초청 강사 Fumihiko Sakai,MD의 Headache Care in Japan based on New 

International Headache Classi�cation

  10. 07 2004 추계학술대회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로 대체 
  · 장소: 서울 교육문화회관

  10. 09 제 32회 일본두통학회에 초청됨, 첫 교류 
  · 장소: 일본 가고시마 
  · 정진상 교수, 김병건 교수 강연함 
  ·  이후, 2006년엔 일본의 후미히코 사카이 전 국제두통학회 회장과  

의기투합해서 한·일 두통학회를 결성

2005  03. 17  정진상 교수 아시아두통재단(Asia Headache Foundation)  
초대 부회장에 선임

  05. 07 2005 춘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삼성서울병원 지하 1층 대강당 
  ·  초청 강사 Shuu-Jiun Wang의 Phychiatric Comorbidity of Chronic Daily 

Headache, Epidemiology of Migraine in Taiwan

  09. 09 해외 두통전문가 초청 강연 
  · 장소: 밀레니엄 힐튼, 서울 
  ·  초청 강사 Mr. YB Young의 Pathophysiology and Treatment of Migraine: 

an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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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8. 18-20 제1회 한일두통학회 개최 
  · 장소: 역삼 리츠칼튼 호텔 
  · 테마 Searching for Vision, Mission, Strategy in Headache care in Asia 
  ·  Primary headache disorder in Korea and Japan”과 “Management of 

special issue in headache의 주제로 심포지움 진행

2007  05. 12 2007 춘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삼성서울병원 대강당 
  ·  초청 강사 Dr. Andrew Dowson의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Management of Headache

  11. 09-10 한일두통학회 미니 심포지움 개최 
  · 장소: 일본 도쿄 
  · 정진상 교수, 주민경 교수 강연함

2008  05. 편두통 진료지침 제 2판 발간

  05. 25 2008 춘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백범기념관 
  ·  초청강사 Lisa K. Mannix, M.D의 Women issues in Migraine 

Magagement

  11. 15 제2회 한일두통학회 개최 
  · 장소: Tokyo Fashion Town Hall (TFT Hall300), Tokyo, Japan 
  · Oral session: Recent advances in headache research and practice 
  ·  Chroni�cation of Migraine,Headache in adolescents and children의  

주제로 심포지움 진행

2009  02. 15-17 편두통 진료지침 워크숍  
  · 장소: 호텔 아드리아

  05. 24 2009 춘계학술대회 개최(한글 두통교과서 발간 기념 학술대회) 
  · 장소: 백범기념관 
  · 대한두통학회 10주년 기념 강의 
  · 한글판 두통학 교과서 첫판 발행

  11. 22 2009 추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삼성서울병원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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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5. 09 2010 춘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서울성모병원 대강당

  10. 16-17 제2회 ARCH (Asian Regional Conference for Headache) 개최 
  · 장소: 서울 팔래스호텔 로얄볼룸(16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17일) 
  · 16일 해외 초빙연자 시술(Dr.Sheena Aurora), 서울성모병원 회의실

2011  05. 15 2011 춘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서울성모병원 대강당

2012  04. 15 2012 춘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서울성모병원 대강당 
  · 초청강사 Dr. David W. Dodick의 만성매일두통의 기전과 근거중심 치료

  12. 09 2012 추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백범기념관

2013  05. 19 2013 춘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백범기념관

  12. 08 2013 추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백범기념관 
  · 초청강사 Dr. Suzuki Norihiro의 The role of CGRP in Migraine

2014  05. 18 2014 춘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백범기념관 
  ·  초청강사: Dr. Wang Shuu-Jiun의 Reversible cerebral vasoconstriction 

syndrome, Hypersensitivity and possible neural substrate in patients 
with migraine-preliminary results, Dr. Fuh Jong-Ling의 Lifelong course of 
chronic daily headache, from adolescent to elderly

  09. 13 2014 대구,경북지역 보수교육 개최 
  · 장소: 영남대학교 의료원

  12. 07 2014 추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백범기념관 
  · 초청강사 Dr. Elizabeth Loder의 Women and mig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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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3. 14 2015 부산,경남지역 보수교육 개최 
  · 장소: 부산대학교병원 
  ·   초청강사: Dr. Shuu-Jiun Wang의 Post-lumbar puncture headache 

Dr. Shih-Pin Chen의 Cortical Spreading Depression and Migraine

  04. 14 2015 대한두통학회 이사회 1차

  08. 08 2015 춘계학술대회(평의원회) 개최 
  · 장소: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08. 26 2015 대한두통학회 이사회 2차

  09. 12 2015 광주,전남지역 보수교육 개최 
  · 장소: 전남대학교병원

  10. 01 2015 대한두통학회 이사회 3차

  10. 12 두통학 교과서 편찬위원회 회의 1차 
  · 출판사 선정 및 개정의 수준, 단락의 구성 및 그 외 세부목록 조정논의

  10. 19 2015 두통 집담회

  11. 09 두통학 교과서 편찬위원회 회의 2차 
  · 디자인 선정 및 집필 작성지침 토의, 원고 교정

  11. 27 대만 두통클리닉 센터방문 
  · 장소: 대만 두통센터(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 목적: 센터 견학 및 교류

  11. 26 2015 대한두통학회 실무회의

  12. 06 2015 추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백범기념관

  12. 14 2015 대한두통학회 이사회 4차

2016  01. 12 2016 대한두통학회 실무회의

  01. 23 2016 제1회 두통의 날

  01. 26 2016 대한두통학회 학술위원회의

  03. 12 2016 대한두통학회 실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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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12 2016 대전,충청지역 보수교육 개최 
  · 장소: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중강당

  04. 04 2016 대한두통학회 실무회의

  04. 21 두통학 교과서 편찬위원회 회의 3차 
  · 시안, 집필진, 편찬위 역할 분담 및 세부사항 결정

  05. 11 2016 대한두통학회 실무회의

  05. 22 2016 춘계학술대회(평의원회) 개최 
  · 장소: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06. 30 ARCH 준비모임

  07. 21 ARCH 준비모임

  08. 23 2016 대한두통학회 이사회 1차

  09. 01 ARCH 준비모임

  09. 03 2016 인천,경인지역 보수교육 개최 
  · 장소: 가천대학교 길병원 응급센터 가천홀

  09. 10-11 두통학 교과서 편찬위원회 워크숍(4차 회의) 
  · 장소: 파주 출판마을 
  · 용어, 전체 분량과 내용 검토, 그림 및 표, 참고문헌 검토

  10. 05 ARCH 준비모임

  10. 15-16 The 6th ARCH (Asian Regional Conference for Headache) 개최 
  ·  장소: 서울성모병원 본관 대강당(15일) /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동 대강당(16일)
  · 정진상 교수 아시아두통학회 회장 선출

  11. 04 진료지침위원회 모임(첫 개시)

  11. 21 두통 진료지침위원회 
  · 두통 진료지침의 작성방안 및 다음 모임 논의

  11. 23 미래위원회 모임

  12. 19 두통 진료지침위원회 
  · 기존 진료지침 검색 및 선택 / Protocol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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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9 두통 진료지침위원회 After meeting 
  · 기존 진료지침 검색 및 선택 / 지침 개발 프로토콜

  12. 22 2016 대한두통학회 이사회 2차

2017  01. 04 대한두통학회 실무회의

  01. 21 두통학 교과서 편찬위원회 회의 5차 
  ·  머리말 준비 및 표지 용어 수정 / 교과서 작업 중 최종 결정된 사항 논의

  01. 23 제2회 두통의 날

  01. 23 두통 진료지침위원회 
  · Key Question 발췌 및 토의

  02. 03 학술위원회 모임

  02. 13 진료지침위원회 모임 
  · 향후 진행과정에 대한 검토 및 논의

  02. 27 홍보위원회 모임

  03. 11 2017 강원,춘천지역 보수교육 개최 
  · 장소: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별관 강당

  03. 20 대한두통학회 실무회의 

  04. 01 두통학 교과서 편찬위원회 회의 6차 
  · 그림, 약어, 용어 최종 확인 및 수정본 검토

  04. 20-22 호주 두통클리닉 센터방문 
  · 장소: 호주 멜버른 두통센터(St Vinvrnt Hospital Dandenong Neurology) 
  · 목적: 최신 두통치료 지식 습득 및 교류

  05. 01 대한두통학회 실무회의 

  05. 29 대한두통학회 실무회의 

  06. 23 한글판 두통학 교과서 2판 발행

  06. 25 2017 춘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  초청강사 Dr. Blumenfeld AM의 OnabotulinumtoxinA for Chronic 

Mig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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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09 대한두통학회 실무회의 

  08. 24 2017 대한두통학회 이사회 1차

  08. 26 2017 전주,전북지역 보수교육 개최 
  · 장소: 전북대학교병원 본관 모악홀

  09 정진상교수 국제두통학회 이사 임명

  09. 25 대한두통학회 실무회의 

  10. 11 경향신문-대한두통학회 공동기획 기자 간담회

  10. 23 기획위원회 회의 
  · 두통 환우 홈페이지 제작

  10. 28 제2회 두통이사회 및 증례토론회 
  · 장소: 곤지암리조트

  12. 07 ARCH (AOCN) 회의

  12. 17 2017 추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12. 20 기획위원회 회의

2018  01. 23 제3회 두통의 날

  01. 31 2018 대한두통학회 이사회 1차

  02. 07 진료지침위원회 
  · 가이드라인 개발 방법론 논문 발표 및 NECA 자문

  02. 08 홍보위원회 회의

  02. 12 학술위원회 회의

  03. 10 2018 부산,경남지역 보수교육 개최 
  · 장소: 부산대학교병원 호흡기센터 강당

  03. 14 홍보위원회 및 실무회의

  05. 24 대한두통학회 실무회의

  06. 15 학술위원회 회의(국제두통질환분류 번역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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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25 대한두통학회 실무회의

  07. - ARCH 웹사이트 개설

  07. 08 2018 춘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더 케이 서울호텔 가야금홀 
  ·  초청강사: Dr. Fayyaz Ahmed의 Case-based learning of headache 

disorders  
Dr. Peter J Goadsby의 What is Next for Migraine Treatments: Advances 
in 2018 

  08. - 환우홈페이지 개설 ‘두통없는 행복한 세상’

  08. 08 정보위원회 회의

  08. 25 2018 대구,경북지역 보수교육 개최 
  · 장소: 경북대학교병원 6동 대강당

  09. 18 홍보위원회 회의

  10. 04 학술위원회 회의

  10. 30 대한두통학회 실무회의

  12. 16 2018 추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삼성서울병원 본관 대강당

2019  01. 12 대한두통학회 심포지움 및 이사회 신년하례식 
  · 포시즌스호텔

  01. 23 제4회 두통의 날

  01. 28 학술위원회 회의

  02. 27 대한두통학회 실무회의

  03. 09 2019 광주,전남지역 보수교육 개최 
  · 장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덕재홀

  06. 08 2019 대전,충청지역 보수교육 개최 
  · 장소: 충남대학교 재활-관절염센터 대강당

  07. 21 2019 춘계학술대회 개최 
  · 장소: 삼성서울병원 본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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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 창립전 심포지움

1993.05.16 신경과 연수교육(두통의 진단 및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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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두통심포지움 
(1998. 4. 17-18)

좌장: 박규현(부산대학교), 정진상(성균관대학교)

1998년 4월 17일

02:00-02:30 두통의 분류 박규현

02:30-03:00 편두통과 관련된 질환들 김재문

03:00-03:30 흔하지 않은 두통 증후군들 이태규

03:30-03:50 휴식 

03:50-04:30 편두통의 약리학적 병인론 이원석

04:30-05:00 성호르몬과 편두통 윤병구

05:00-05:30 만성 두통 환자의 평가 정진상 

05:30-06:00 질의 및 토의 

1998년 4월 18일

08:30-09:00 두통의 역학 노재규 

09:00-09:30 일차진료에서의 두통문제 김흥준

09:30-10:00 종합병원에서의 두통에 관한 협진 김승민

10:00-10:20 휴식

10:20-11:00 긴장형 두통 및 만성 매일 두통의 치료 정경천

11:00-11:40 편두통의 최신 치료 이태규

11:40-12:00 질의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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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학술대회

1999 대한두통학회 연합학술대회(199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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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대한 두통연구회 창립총회 및 기념 심포지움(200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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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대한두통연구회 추계학술대회(2000.12.10)

대한두통연구회 

추계학술대회 
- 경부통(Cervical Pain) - 

08:50~09:20   등록 

09:20~09:30   개회사대한두통연구회 회장 정경천 
 

Session 1 경부통의 진단 

09:30~10:00   Clinical diagnosis of cervical pain 

                       성균관의대 신경과 정진상  

10:00~10:30   Electrophysiological & Radiological diagnosis of  
cervical pain연세의대 신경과 김승민 

10:30~10:40   KHS-BMS Headache Award 
 

Session 2 경부통의 치료 

10:40~11:05   Pharmacological treatment of cervical pain 

                           울산의대 신경과 권순억 

11:05~11:40   Nonpharmacological treatment of cervical pain 

                       가톨릭의대 신경과 김영인 

11:40~12:30   Lunch and Coffee 
 

Session 3 의료현실과 두통치료 

1:30~13:00    두통치료에서의 OTC약의 현황 

                          부천세종병원 신경과 조수진 

13:00~13:30   두통치료와 의료보험 

                      순천향의대 신경과 방차옥 

13:30~14:00   특강  

                      Neural blookade for the diagnosis of pain 

                           경희대 마취과 이두익 

14:00~14:30   Panel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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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대한두통연구회 춘계학술대회(200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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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대한두통학회 추계학술대회(2001.12.09)

나흥식

이광수(가톨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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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회(200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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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대한두통학회 추계학술대회(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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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회(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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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초청연자 Dr.Stephen Silberstein 만찬

사진 2. 대한두통학회 2003 춘계학술대회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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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대한두통학회 추계학술대회(2003.10.23)

대한두통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움

                                                    일시 : 2003년 10월 23(목)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08:20～08:30 등  록

08:30～08:40 개회사 대한두통학회 회장 정   진   상  

  심포지움 좌장: 경희의대 신경과 정   경   천

08:40～09:10 안과적 질환과 관련된 두통 ·······························가톨릭의대 안과 박   찬   기

09:10～09:40 비강 및 부비동질환과 연관된 두통 ················울산의대 이비인후과 장   용   주

09:40～10:10 치과질환과 관련된 두통 ·································연세치대 구강내과 김   성   택

10:10～10:30 Coffee Break

10:30～11:00 국제두통학회 두통 분류법 개정판 ·················성균관의대 신경과 정   진   상

  증례토의 좌장: 한림의대 신경과 이   병   철

11:00～12:00 1. 합병증을 동반한 편두통 1례 ······················충남의대 신경과 김   재   문

2. 우측 후두부 통증을 호소하는

    54세 여자 ·················································울산의대 신경과
권   순   억

3. 아급성으로 진행하는 두통으로 내원한

   60세 남자 ················································성균관의대 신경과 문   희   수

대 한 두 통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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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회(200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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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와 연합 개최(2004.10.07-08)

The  23rd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09:00~12:00 Satellite Symposium
A
B

12:00~14:00 (11 )
14:00~15:00 C
15:00~16:00 , A, B
16:00~17:00 , A, B
17:00~17:15 Coffee break
17:15~18:15 A, B, C
18:15~ Welcome Reception

08:30~09:30 , A, B
09:30~10:30 , A, B
10:30~11:30 C
11:30~12:30 , A
12:30~14:00

‘SCI ’ ( ) 

‘SCI ’ ( )

14:00~15:00 , A, B
15:00~16:00 C
16:00~17:00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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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회(20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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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제 1차 한일두통학회 학술대회(2006.0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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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회 심포지움(2007.05.12)

2007. 5. 12 삼성서울병원 대강당

2007초청연자 Dr.Dow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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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회(200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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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회(200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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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춘계 회장 이취임식

2009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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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한두통학회 추계학술대회(20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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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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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회(20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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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춘계학술대회 강의 모습

2010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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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nd ARCH (2010.10.16~17)

ARCH 학회지 표지

ARCH 일정표(16일)

ARCH초청장

ARCH 일정표(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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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 banquet

ARCH 실무회의

ARCH 회장 Dr. Sakai 국제두통학회 회장 Dr. Di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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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회(20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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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워크숍

총회 중 신임 김재문 회장이 전임 이광수 회장에게 공로상 수여

질문하는 나정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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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회(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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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자 Dr.Dodick

연좌 및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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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한두통학회 추계학술대회(20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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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연자 및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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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회(201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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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상 시상

전시장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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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한두통학회 추계학술대회(20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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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자 Dr. Suzuki Norihiro 강의 모습

연자 및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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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회(201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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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자 기념사진 우수발표상 전공의 조남주

연자 및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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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두통학회 추계학술대회(201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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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자 Dr. Elizabeth Loder 감사패 증정

연자 및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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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회(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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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모습 총회 중 신임 김병건 회장이 전임 김재문 회장에게 공로상 수여

연자 및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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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한두통학회 추계학술대회(20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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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모습

연자 및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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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회(2016.05.22)



1998-2019대한두통학회 20년사
The Korean H

eadache Society

105

우수논문상 시상

연자 및 좌장



20
th

 C
om

m
em

or
at

iv
e 

Bo
ok

106

The 6th ARCH (2016.1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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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quet (한국의 집과 남산골한옥마을)

2016 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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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ng Ceremony

대만 참석자들과 단체사진 Morning Session 2

Closing Ceremony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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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회(20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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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자 Dr.Blumenfeld AM 강의 모습

연자 및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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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두통학회 추계학술대회(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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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모습

연자 및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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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회(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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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자 Dr. Fayyaz Ahmed 초청연자 Dr. Peter J Goadsby

연자 및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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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자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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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th ARCH 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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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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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두통학회 추계학술대회(2018.12.16)

추계학술대회 
2018 

2018년 12월 16일(일)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

08:30 - 09:00 Registration
09:00 - 09:10 Opening Remark 대한두통학회 회장 김병건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migraine attack 이광수 가톨릭의대, 박성파 경북의대

09:10 - 09:30 Exposure to Trigger factors 정필욱 성균관의대

09:30 - 09:50 Prodrome and Postdrome  김병건 을지의대

09:50 - 10:10 Aura 노영일 조선의대

10:10 - 10:30 Headache 박정욱 가톨릭의대 

10:30 - 10:45 Coffee Break

Treatments of migraine: present and future 김재문 충남의대, 안진영 서울의료원 

10:45 - 11:10 Triptans, Ditans & CGRP receptor antagonists 오경미 고려의대 

11:10 - 11:35 Oral drugs, Botulinum toxin & CGRP monocloncal antibody 손종희 한림의대 

11:35 - 12:00 Neuromodulation 이미지 성균관의대 

12:00 - 13:00 Lunch

Challenges and special situations in headache treatment 정경천 (전)경희의대, 이건희 한림의대

13:00 - 13:20 Lifelong migraine refractory to multiple treatments 주민경 연세의대

13:20 - 13:40 A pregnant woman with frequent migraine 김수경 경상의대

13:40 - 14:00 Overreliance on steroids in primary headaches 문희수 성균관의대 

14:00 - 14:20 When a patient wants more than pharmacologic treatment 조수진 한림의대 

14:20 - 14:40 Coffee Break

Tips and tricks in headache management: Case-based learning 황성희 한림의대, 정재면 인제의대 

14:40 - 15:00 Postural headaches 박광렬 중앙의대 

15:00 - 15:20 Sudden headaches 백장현 국립의료원 

15:20 - 15:40 Facial pains 배대웅 가톨릭의대 

15:40 - 16:00 Ocular pains 최재환 부산의대 

16:00 - 16:20 Nocturnal headaches 송태진 이화의대 

16:20 - 16:40 Occipital headaches 서종근 경북의대

16:40 - 16:50 Q & A
16:50 - 17:00 Closing remark 대한두통학회 회장 김병건

WORKSHOP 
Tips from the field: Botox injection, Nerve blocks, trigger point injections 오건세 아산충무병원, 이태규 이태규신경과 

15:40 - 16:20 Onabotulinum toxin injection in chronic migraine 최윤주 전주예수병원 

16:20 - 17:10 Nerve block and trigger point injection in headache 정종필 서울아산신경과 

The Korean Headache Society (www.headache.or.kr)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노원을지병원 1층 신경과(예진실)

TEL : 02-974-8606 / Fax : 02-974-7785

kheadache2014@gmail.com 

LS Communications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85길 17 압구정빌딩 6층

TEL : 02-476-6718 / Fax : 02-476-6719

headache@ls-comm.co.kr

Secretariat

www.headache.or.kr

연수평점 6점



1998-2019대한두통학회 20년사
The Korean H

eadache Society

121

워크숍

연자 및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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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회(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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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자 Dr. Arne May

20주년로고



20
th

 C
om

m
em

or
at

iv
e 

Bo
ok

124

3. 보수교육

대부분의 학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지방의 많은 선생님들은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학회 참석이 어려

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4대 김재문회장님의 제안으로 2014년 9월부터 지방으로 찾아가는 보수교육

을 개최하였다.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4년간 전국을 일주하였다. 지방 여러 선생님들께서 보내

주신 많은 성원에 부응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두통 학문과 두통치료제의 개발에 맞추어 신속히 새로

운 정보를 전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는 연 4회로 보수교육을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제1회 2014 대구,경북지역 보수교육(2014.09.13)

3:40-4:00 등록

Session I 좌장:  김재문 (충남의대 신경과)

4:00-4:20 편두통의 예방 및 급성기 치료 박성파 (경북의대 신경과)

4:20-4:40 TAC 및 cranial neuralgia 의 진단, 치료 조수진 (한림의대 신경과)

Session II 좌장:  이건희 (한림의대 소아과)

4:40-5:00 소아청소년 두통의 진단 및 치료 이윤진 (부산의대 소아과)

5:00-5:20 소아청소년에서의 이차두통 이건희 (한림의대 소아과)

5:20-5:40 Coffee break

Session II. Workshop

5:40-6:20 만성편두통의 보톡스 치료 박미영 (영남의대 신경과), 
주민경 (한림의대 신경과)

6:20-7:00 TPI & occipital n. block 오건세 (을지의대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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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2015 부산,경남지역 보수교육(2015.03.14)

Session I 좌장:  김재문 (충남의대 신경과)

15:00-15:30 Post-lumbar puncture headache Shuu-Jiun Wang

15:30-16:00 Cortical Spreading Depression and Migraine Shih-Pin Chen

Session II 좌장:  김상호 (동아의대),  
김병건 (을지의대)

16:00-16:20 편두통의 예방 및 급성기 치료 김병수 (분당제생병원)

16:20-16:40 편두통의 비약물치료 김지영 (부산의대)

16:40-17:00 소아청소년 두통에서의 약물치료 이윤진 (부산의대)

17:00-17:20 노인 두통에서의 약물치료 김수경 (경상의대)

17:20-17:40 Coffee break

Workshop 좌장:  조수진 (한림의대)

17:40-18:20 Workshop 1. 만성편두통의 보톡스 치료 문희수 (성균관의대)

18:20-19:00 Workshop2. TPI and occipital n block 기병수 (유니온병원)

제3회 2015 광주,전남지역 보수교육(2015.09.12)
14:00~14:20 등록

14:20~14:30 인사말 회장 김병건

Session I. Treatment of primary headaches 좌장:  김명규 (전남의대),  
김병건 (을지의대)

14:30-15:00 편두통의 예방 및 급성기 치료 박정욱 (가톨릭의대 신경과)

15:00-15:30 긴장형두통와 군발두통의 치료 최윤주 (전주예수병원 신경과)

15:30-16:00 기타원발두통의 치료 박광열 (중앙의대 신경과)

16:00-16:15 Coffee break

Session II. Headache in special situations 좌장:  서만욱 (전북의대),  
김진호 (조선의대)

16:15-16:45 소아두통 노영일 (조선의대 소아청소년과)

16:45-17:15 노인두통 손종희 (한림의대 신경과)

17:15-17:45 여성두통 조수진 (한림의대 신경과)

17:45-18:00 Coffee break

Session Ⅲ. Workshop 좌장:  정재면 (인제의대)

18:00-18:30 Workshop1. 만성편두통 환자의 보톡스 치료 문희수 (성균관의대)

18:30-19:00 Workshop2. TPI & occipital nerve block 오건세 (을지의대)



20
th

 C
om

m
em

or
at

iv
e 

Bo
ok

126

제4회 2016 대전,충청지역 보수교육(2016.03.12)
2:00-2:20 등록

2:20-2:30 인사말 회장 김병건

Session I 좌장:  이성현 (충북의대),  
김병건 (을지의대) 

2:30-3:00 두통접근_위험한 두통감별 윤보라 (건양의대)
3:00-3:30 편두통의 급성기 치료 김대영 (충남의대)
3:30-4:00 편두통의 예방치료 이택준 (가톨릭의대)
4:00-4:15 Coffee break
Session II 좌장:  이상봉 (가톨릭의대),  

주민경 (한림의대)
4:15-4:45  긴장형두통과 군발두통의 치료 최윤주 (전수예수병원)
4:45-5:15 기타원발두통의 치료 박광열 (중앙의대)
5:15-5:45 신경통의 치료 오경미 (고대의대)
5:45-6:00 Coffee break
Session Ⅲ 좌장:  조수진 (한림의대)
6:00-6:30 만성편두통환자의 보톡스 치료 문희수 (성균관의대)
6:30-7:00 TPI and Occipital nerve block 오건세 (대전병원)

제5회 2016 인천,경인지역 보수교육(2016.09.03)
2:00-2:20 등록

2:20-2:30 인사말 회장 김병건

Session I 좌장: 신동진 (가천의대), 김병건 (을지의대)
2:30-3:00 두통접근_위험한 두통감별 윤혜원 (인하의대)
3:00-3:30 편두통의 급성기 치료 조현지 (가톨릭의대)
3:30-4:00 편두통의 예방치료 신동훈 (가천의대)
4:00-4:15 Coffee break
Session II 좌장: 김영인 (가톨릭관동의대), 정성우 (가톨릭의대)
4:15-4:45 긴장형두통과 군발두통의 치료 최윤주 (전주예수병원)
4:45-5:15 기타원발두통의 치료 정필욱 (성균관의대)
5:15-5:45 신경통의 치료 오경미 (고대의대) 
5:45-6:00 Coffee break
Session Ⅲ. Workshop 좌장: 조수진 (한림의대)
6:00-6:30 Workshop 1. 만성편두통환자의 보톡스 치료 문희수 (성균관의대)
6:30-7:00 Workshop 2. TPI and Occipital nerve block 오건세 (대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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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2017 춘천,강원지역 보수교육(2017.03.11)

2:00-2:20 등록

2:20-2:30 인사말 회장 김병건

Session I 좌장: 정경천 (강릉동인병원), 김병건 (을지의대)

2:30-3:00 두통접근_위험한 두통감별 이문규 (울산의대)

3:00-3:30 편두통의 급성기 치료 문희수 (성균관의대)

3:30-4:00 편두통의 예방치료 손종희 (한림의대)

4:00-4:15 Coffee break

Session II 좌장: 이성수 (원주기독병원), 이승환 (강원의대)

4:15-4:45 긴장형두통과 군발두통의 치료 장재원 (강원의대)

4:45-5:15 기타원발두통의 치료 정필욱 (성균관의대)

5:15-5:45 신경통의 치료 오경미 (고대의대)

5:45-6:00 Coffee break

Session Ⅲ 좌장: 조수진 (한림의대), 최휘철 (한림의대)

6:00-6:30 만성편두통환자의 보톡스 치료 주민경 (한림의대)

6:30-7:00 TPI and Occipital nerve block 최윤주 (전주예수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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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2017 전주,전북지역 보수교육(2017.08.26)

만성편두통 진단 및 치료 6단계 

2:00-2:20 등록

2:20-2:30 인사말 회장 김병건

Session I 좌장:  서만욱 (전북의대),  
김병건 (을지의대)

2:30-3:00 위험한 이차두통을 배제하라 정진성 (원광의대)

3:00-3:30 편두통/만성편두통을 진단하라 손종희 (한림의대)

3:30-4:00 유발요인과 동반이환질환을 파악하라 오선영 (전북의대)

4:00-4:15 Coffee break

Session II 좌장:  장혁 (원광의대),  
조수진 (한림의대) 

4:15-4:45 교육과 두통일기가 치료의 시작이다 박정욱 (가톨릭의대)

4:45-5:15 예방치료를 선택하라 문희수 (성균관의대)

5:15-5:45 급성기치료를 계획하라 이미지 (성균관의대)

5:45-5:55 Coffee break

Session Ⅲ. Workshop 좌장:  주민경 (한림의대)

5:55-6:25 Botulinum toxin in Chronic migraine 김병수 (분당제생병원)

6:25-6:55 TPI and Occipital nerve block 최윤주 (전주예수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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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2018 부산,경남지역 보수교육(2018.03.10)

만성편두통 진단 및 치료 6단계 

2:00-2:20 등록  
2:20-2:30 인사말 회장 김병건

Session I 좌장: 김응규 (인제의대), 김병건 (을지의대)
2:30-2:50 위험한 이차두통을 배제하라 김지영 (부산의대)
2:50-3:15 편두통/만성편두통을 진단하라 차명진 (경찰병원)
3:15-3:35 유발요인과 동반이환질환을 파악하라 정필욱 (성균관의대)
3:35-3:55 긴장형두통과 군발두통의 진단 이원구 (고신의대)
3:55-4:10 Coffee break  

Session II 좌장: 김상호 (동아의대), 황선출 (메리놀병원)
4:10-4:30 교육과 두통일기가 치료의 시작이다 주민경 (한림의대)
4:30-4:55 예방치료를 선택하라 서종근 (경북의대)
4:55-5:20 급성기치료를 계획하라 김수경 (경상의대)
5:20-5:45 긴장형두통과 군발두통의 치료 강미리 (인제의대)
5:45-6:00 Coffee break
Session Ⅲ. Workshop 좌장: 성상민 (부산의대), 조수진 (한림의대)
6:00-6:40 만성편두통에서의 보툴리눔독소 치료 문희수 (성균관의대)
6:40-7:00 알아두면 좋은 미용팁과 부작용 줄이는 방법 류상효 (해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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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2018 대구,경북지역 보수교육(2018.08.25)

만성편두통 진단 및 치료 6단계 

2:00-2:20 등록

2:20-2:30 인사말 회장 김병건

Session I 좌장: 이형 (계명의대), 김병건 (을지의대)
2:30-2:50 위험한 이차두통을 배제하라 이준 (영남의대)
2:50-3:10 편두통/만성편두통을 진단하라 차명진 (경찰병원)
3:10-3:30 유발요인과 동반이환질환을 파악하라 정필욱 (성균관의대)
3:30-3:50 긴장형두통과 군발두통의 진단 박진모 (동국의대)
3:50-4:00 Q&A

4:00-4:10 Coffee break
Session II 좌장: 도진국 (대구가톨릭의대), 조수진 (한림의대)
4:10-4:30 교육과 두통일기가 치료의 시작이다 주민경 (연세의대)
4:30-4:50 예방치료를 선택하라 서종근 (경북의대)
4:50-5:10 급성기치료를 계획하라 문희수 (성균관의대)
5:10-5:30 긴장형두통과 군발두통의 치료 김현아 (계명의대)
5:30-5:40 Q&A
5:40-5:50 Coffee break
Session Ⅲ. Workshop 좌장: 박미영 (영남의대), 기병수 (유니온병원)
5:50-6:30 만성편두통에서의 보툴리눔독소 치료 김병수 (분당제생병원)
6:30-6:50 두통에서의 신경차단술 치료 류수경 (유니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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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2019 광주,전남지역 보수교육(2019.03.09)

만성편두통 진단 및 치료 6단계 

2:00-2:20 등록

2:20-2:30 인사말 회장 김병건

Session I 좌장: 김명규 (전남의대), 김병건 (을지의대) 
2:30-2:50 위험한 이차두통을 배제하라 안진영 (서울의료원)
2:50-3:10 편두통/만성편두통을 진단하라 김병건 (을지의대)
3:10-3:30 긴장형두통과 군발두통을 진단하라 조수진 (한림의대)
3:30-3:50 기타원발두통을 진단하라 정필욱 (성균관의대)
3:50-4:00 Q&A

4:00-4:10 Coffee break
Session II 좌장: 김진호 (조선의대), 조수진 (한림의대) 
4:10-4:30 소아두통을 치료하라 노영일 (여수문화병원)
4:30-4:50 교육과 두통일기가 치료의 시작이다 주민경 (연세의대)
4:50-5:10 급성기치료와 예방치료를 계획하라 문희수 (성균관의대)
5:10-5:30 긴장형두통과 군발두통을 치료하라  박정욱 (가톨릭의대)
5:30-5:40 Q&A
5:40-5:50 Coffee break
Session Ⅲ. Workshop 좌장: 이승한 (전남의대), 주민경 (연세의대)
5:50-6:30 만성편두통에서의 보툴리눔독소 치료 이세영 (광주보훈병원)
6:30-6:50 두통에서의 신경차단술 치료 최윤주 (전주예수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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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2019 대전, 충청지역 보수교육(2019.06.08)

만성편두통 진단 및 치료 6단계 

2:00-2:20 등록

2:20-2:30 인사말 회장 김병건

Session I 좌장: 정진상 (성균관의대), 정재면 (인제의대) 
2:30-2:50 위험한 이차두통을 배제하라 김대영 (충남의대)
2:50-3:10 편두통/만성편두통을 진단하라 정진상 (성균관의대)
3:10-3:30 긴장형두통과 군발두통을 진단하라 조수진 (한림의대)
3:30-3:50 기타원발두통을 진단하라 김병건 (을지의대)
3:50-4:00 Q&A

4:00-4:10 Coffee break
Session II 좌장: 김재문 (충남의대), 이상봉 (가톨릭의대)
4:10-4:30 교육과 두통일기가 치료의 시작이다 박홍균 (인제의대)
4:30-4:50 예방치료를 선택하라 주민경 (연세의대)
4:50-5:10 급성기치료를 계획하라 문희수 (성균관의대)
5:10-5:30 긴장형두통과 군발두통을 치료하라 정재면 (인제의대)
5:30-5:40 Q&A
5:40-5:50 Coffee break
Session Ⅲ. Workshop 좌장: 오건세 (대전한국병원), 김병건 (을지의대)
5:50-6:30 만성편두통에서의 보툴리눔독소 치료 최윤주 (전주예수병원)
6:30-6:50 두통에서의 신경차단술 치료 이미지 (성균관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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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학술대회

2004년 
대한두통학회 월례집담회

2003년 
대한두통학회 심포지움

2008년 제2회 한일두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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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학술활동 및 교류

2005년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두통연맹(AHF) 회의 참가

2005년 ARCH 전신인 Asian Headach Foundation

AHF회의모습 AHF회원국가 대표들

대만국립박물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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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두통학회 초청 방문

2008년 제2회 한일두통학회 Program 2008년 제2회 한일두통학회 Tokyo Fashion Town Hall

2004년 일본두통학회 정진상 교수 강의

2004년 일본두통학회 김병건 교수 강의2004년 제 32회 가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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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2회 한일두통학회

2008년 동경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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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일본두통학회에서 김병건 교수 초청 강의

2018년 일본두통학회에서 주민경 교수 초청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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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두통학회(ARCH) 참가

2009년 제1회 우츠노미야 ARCH 일본두통학회 회장과 함께

2009년 제1회 ARCH (우츠노미야) 김병건 교수 한국두통역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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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1회 ARCH (우츠노미야) 김성택 교수 TMJ강의

2009년 제1회 우츠노미야 ARCH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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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3회 북경 ARCH 만찬

2011년 제3회 북경 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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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4회 타이베이 ARCH 연자 기념사진

2012년 제4회 타이베이 ARCH 만찬 2012년 제4회 타이베이 ARCH 우수연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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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5회 치앙마이 ARCH 만찬

2015년 제5회 치앙마이 ARCH 좌장을 보고 있는 김재문 회장

2015년 제5회 치앙마이 ARCH 회원국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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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신경과학회 초청방문

2019년 국제대만신경과학회에서 강의하는 정진상 교수

2019년 국제대만신경과학회에서 아시나 교수&왕 교수와 함께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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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두통학회(IHC) 참가 

2003년 로마 IHC·전현직 IHS회장단과 기념촬영

2007년 스톡홀름 I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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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정진상 교수 IHS 이사 임명

2017년 밴쿠버 I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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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두통학회(AHS) 참가

2014 AHS LA 박정욱 교수 강의

2014 AH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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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HS 이미지 교수 강의

2018 AHS 송태진 교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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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두통학회(EHF) 참가

2019년 아테네학회에서 일본참석자들과 저녁시간

열띤 발표 중인 박성파 교수 좌장보는 주민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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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런던 Migrain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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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두통센터방문(2015.11.27)

두통센터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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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교수들과 단체사진

양국 두통 환자 관리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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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4년 심포지움 초청연자 Dr. Siow와 시내투어 2005년 심포지움 초청연자 제퍼슨두통센터의 Young 교수와 창덕궁에서

2013년 국제두통학회 주관 동경 두통학교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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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홈페이지 개설

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2013년 1월)

학회지 홈페이지 메인화면(2017년 3월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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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 홈페이지 개설(아시아 두통학회) http://www.arch-asia.org



20th Commemorative Book
대한두통학회 20년사

The Korean Headache Society



20th Anniversa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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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두통학회 학회역사

1. 학회지  | 학회지 표지

1) 2001년 대한두통연구회에서 대한두통학회로 변경

2) 2005년 2006년 책자 크기 변경됨

기존 표지(4X6배판)

변경 표지(국배판)

대한두통연구회(기존) 대한두통학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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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두통학회지 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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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회지 창간호

창간호 표지

목차

창간사

편집위원명단 및 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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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회지 표지

1권 1호-표지 2권 1호-표지

2권 2호-표지 3권 1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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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2호-표지 4권 1호-표지

4권 2호-표지 5권 1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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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 2호-표지 6권 1호-표지

6권 2호-표지 7권 1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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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권 2호-표지 8권 1호-표지

8권 2호-표지 9권 1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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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 2호-표지 10권 1호-표지

10권 2호-표지 11권 1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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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권 2호-표지 12권 1호-표지

12권 2호-표지 13권 1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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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 2호-표지 14권 1호-표지

14권 2호-표지 15권 1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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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 2호-표지 16권 1호-표지

16권 2호-표지 17권 1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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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 2호-표지 18권 1호-표지

18권 2호-표지 19권 1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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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권 2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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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서

대한두통학회 두통학 교과서 개정 편찬 사업 보고

 

두통교과서 편찬위원회 부위원장 · 가톨릭의대 의정부 성모병원    

박 정 욱  

대한두통학회는 1998년 창립 후 2009년 두통학 교과서를 처음으로 출간하였고, 편두통 진료지침, 두통 

용어집 발간 등 임상에 유용한 자료들을 보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초판 발간 후 국두통질환분류 

제 2판 및 3판에 걸치는 진단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으며 두통의 병태생리  및 진단과 새로운 치

료제의 개발들로 인해 교과서 개정에 대한 필요가 제시되었다. 

두통학 교과서 제 2판 개정은 2015년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회를 마치며 새로 임명된 김병건 회장의 

기획사업으로 충남의대 신경과 김재문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부위원장으로 가톨릭의

대 박정욱, 위원으로 인제의대 정재면, 한림의대 조수진, 성균관의대 문희수, 분당제생병원 김병수, 국

립경찰병원 차명진 선생님이 선정되었다. 이후 교과서 출판업체는 초판과 동일하게 군자출판사로 선

정하였으며 개정의 범위는 초판 내용을 참고로 하여 기존 내용의 단순한 첨삭 및 보완을 충분히 넘어서

는 수준으로 변화의 정도를 최대화 하고 최신의 지견들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또한 교과

서의 주요 독자 대상을 두통전문가보다 비신경과 일차진료의로 선정하여 이들의 두통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이며 실제 임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서의 전체적 구성은 두통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총 11개 파트 36개 장으로 계획하였다. 전반

부 2개의 파트는 전체적 두통의 분류 및 진단의 소개 3장부터 5장까지는 주요 원발두통을 이후는 특

수상황의 두통들과 이차두통의 내용으로 배치하였고 각 영역의 진단 및 치료를 소개하였다. 개정판

에서는 이해에 도움이 되는 그림이나 표들을 충분히 제시하여 독자들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2015년 10월 첫 편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국내 주요 두통전문가 39명

을 선정하였고 2015년 11월 회의를 통해 의학용어 선정, 영어 한글 병용표기, 그림 및 원고의 형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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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참고문헌의 표기 및 범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필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다. 이후 각 저자들에

게 집필에 대한 의뢰 후 동의를 얻었으며 일차 원고 작업을 시작하였다.  전체적으로 1차 원고수집으

로부터 최종 원고교정까지 9 개월의 진행일정을 계획하였으며 가급적 2016년 대한두통학회 추계학

술대회 일정에 발간을 맞추고자 합의하였다 

2016년 4월 접수된 두통교과서 일차원고들을 편찬위원들이 단락을 나누어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이

후 확인이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은 각 저자에게 다시 송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 교정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2016년 9월 파주 출판단지에서 교과서 출판위원회 워크숍을 1박2일에 걸쳐 진행하면서 

저자들을 통해 교정된 내용들을 확인하였고 전체적으로 용어들이 교과서 내에서 통일되어 기술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출판사에서 제시한 내지 및 전체 구성 디자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판보다

는 시각적으로 풍성하게 하며 책자의 크기를 확대하여 판매처에서 잘 보여질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 

표지 디자인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차명진 선생님이 제안해주신 도안

을 선택하여 모던하고 미적인 측면이 돋보이도록 하였다  

이후 2017년 4월까지 총 3차례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세부적인 수정과 확인, 인덱스 작업을 

마쳤으며 최종적으로 출력본을 확인하여 검토하였고 마침내 2017년 6월 대한두통학회 춘계학술대

회 일정에 맞추어 두통학 교과서의 개정판의 출판 기념회를 가지게 되었다. 처음 계획보다는 시간적

인 지연이 다소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1년 6개월의 걸친 긴 편집 기간 동안 세심한 과정을 통해 완성

도 높은 교과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돌이켜 보면 늘 그러하듯 아쉬움과 미진함이 느껴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른다. 앞으로 지속적인 개정작업을 통해 두통학 교과서의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

리라 기대해본다 어려운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도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김재문 위원장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바쁜 일정에도 한결같이 진심 어린 정성을 다해주신 모든 편찬위원들께 다

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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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통학 제2판

(2017. 06. 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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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겨울 교과서 제2판작업

2016 교과서위원회 파주 워크숍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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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통학

(2009. 05. 24 발행)

편집위원회

정진상(위원장) 김병건(간사) 김용재 김재문 문희수 박정욱 오경미

이광수 이건희 정성우 정경천 정재면  주민경

1판 집필진

이름 소속 이름 소속

강은호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안정용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권순억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신경과 안진영 서울의료원 신경과

김덕수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소아청소년과 오건세 을지의대 대전을지병원 신경과

김만호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신경과 오경미 고려의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민기 서울의료원 신경과 유범희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김병건 을지의대 을지병원 신경과 은백린 고려의대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성택 연세치대 치과병원 구강내과 은소희 고려의대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인 기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이건희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용재 이화의대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이광수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김재문 충남의대 충남대병원신경과 정경천 경희의대 경희의료원 신경과

남상욱 부산의대 어린이병원소아청소년과 정기영 고려의대 안암병원 신경과

노영일 조선의대 조선대병원소아청소년과 정선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도진국 대구가톨릭의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경과 정성우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문동언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정재면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신경과

문희수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신경과 정진상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박건우 고려의대 안암병원 신경과 정희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정욱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신경과 조수진 한림의대 한강성심병원 신경과

서만욱 전북의대 전북대병원 신경과 주민경 한림의대 한림대성심병원 신경과

송홍기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신경과 허재혁 서울의료원 신경과

신준현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신경과 황성희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 가나다순 |



1998-2019대한두통학회 20년사
The Korean H

eadache Society

177



20
th

 C
om

m
em

or
at

iv
e 

Bo
ok

178

3. 진료지침

삽화편두통 예방치료약물 진료지침 개발과정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신경과

정 재 면  

대한두통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삽화편두통 예방치료약물 진료지침이 발간됩니다. 삽화편두통

의 예방치료약물에 관한 표준진료지침 개발의 개시모임이 2016년 11월 21일이었으므로 벌써 2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외국에서 발간된 진료지침에 의존하여 두통 환자를 치료해 오던 것을 탈피하여 우

리 두통학회의 힘으로 온전히 우리나라 임상현실에 근거한 두통 관련 진료지침을 개발하기로 마음을 

모은 날입니다. 

이미 2002년 우리 두통학회에서는 편두통 진료지침이 발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한

두통학회 이사진이 당시 미국 신경과학회에서 발간된 “Practice guideline for migraine headache”를 발췌 

번역하고, 수록된 편두통 치료약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을 정리하여 발간한 것이

었습니다. 우리의 임상 상황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었고, 건강보험 체계 등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정한 우리나라의 진료지침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서 국내의 여러 임상학회에서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다양한 표준진료지침 개발의 움직임이 일어나 많

은 임상의학 영역에서 표준진료지침이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두통학회에서도 2009년 제1판 편두

통 진료지침이 개발된 이후 새롭게 발표된 근거를 추가 보완하여 편두통 진료지침 제2판(이광수 회장, 

정성우 위원장)을 발간하였습니다. 제2판에는 소아 편두통의 약물치료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추가하였

다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방법론적인 발전을 토대로 한 진료지

침이 다양한 임상영역에서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한의학회의 지원, 2009년 NECA(한국

보건의료연구원)의 개원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기술지원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신경과학

회에서도 표준진료지침위원회(위원장 김원주 교수, 연세대)를 신설하고 신경과 영역에서 진료지침 개

발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비슷한 뜻을 가지고 진료지침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정도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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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위원장 정재면 교수, 인제대)를 신설하여 준비 중이던 대한두통학회가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습니

다. 대한신경과학회의 김원주 이사, 대한두통학회 김병건 회장, 정재면 이사 외에 간사로 박광열 교수(

중앙대), 위원으로 김병수 선생(분당재생병원), 서종근 교수(경북대), 손종희 교수(한림대), 송태진 교수(

이화여대), 이미지 교수(성균관대), 정필욱 교수(성균관대), 최윤주 선생(전주예수병원) 등이 참여하게 되

었습니다. 진료지침의 기술적인 자문을 위해 NECA의 박동아 선생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개시모임에서 경험이 일천한 우리 학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진료지침의 범

위를 좁게 하고 문헌고찰의 부담을 작게 하기 위해 편두통의 치료 가운데 삽화편두통의 예방치료약물

로 범위를 한정하였고,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2012년 이후 발표된 해외 진료지침 중 영어로 기술되어 있

고 다학제 참여가 이루어지고 근거에 기반한 진료지침을 선정하여 Hybrid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습

니다. 표준진료지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질문은 실무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7가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회의와 작업을 거쳐 핵심질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 진료지침을 AGREE II 도구

를 이용하여 평가한 후 총 9개의 진료지침이 선정되었습니다. 9개의 진료지침을 토대로 최신성 검색을 

통해 새로운 근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겪게되는 기술적인 어려움

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에서 개최하는 진료지침 개발 워크숍에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위원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식과 경험을 넓혀 갔습니다. 우리 학회 나름대로도 진료지침 전문가인 순천

향대학교 이유경 교수를 초청하여 강의와 토의를 통해 임상의사의 입장에서 진료지침의 전문성을 높이

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최신성 검토를 위해 문헌을 검색하여 자료를 추출하는 어려운 작업은 NECA

의 최미영 연구위원이 맡아주는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외부인사들께 감

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 진료지침의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어떤 예방약물을 어떤 권고의 수준

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근거가 되는 임상시험 결과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

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나라 편두통 환자의 진료형태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

무위원들과 이사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두통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제대로 된 두통 표준진료지

침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완성도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될 

일련의 두통 관련 표준진료지침들과 후속 개정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임상의사들의 두통질환의 진료와 

연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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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열정을 잃지 않고 꼼꼼하게 작업을 챙기고 격려해 주신 대한신경과학회 정진상 이사장님과 대

한두통학회 김병건 회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고독하고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맡아주신 박광열 교수님

과 여러 위원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삽화편두통 예방약물 진료지침 위원 명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회 간사

정재면 인제대학교 박광열 중앙대학교 

자문위원회

김병건 을지대학교 김원주 연세대학교

외부자문그룹

 이유경 순천향대학교 박동아 NECA 

실무위원회 및 근거평가그룹

김병수 분당제생병원 이미지 성균관대학교 

서종근 경북대학교 정필욱 성균관대학교 

손종희 한림대학교 최미영 NECA 

송태진 이화여자대학교 최윤주 전주예수병원 

삽화편두통 예방약물 진료지침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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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편두통진료지침 표지(2002) 제2판 편두통진료지침 표지(2009)

제1판 진료지침위원회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정경천 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이태규 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정진상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정재면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신경과

조기현 전남대학교병원 신경과 방차옥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경과

박규현 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 안진영 서울의료원 신경과

권순억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이광수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한시령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신경과 안무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과

제2판 진료지침위원회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광수 가톨릭의대 신경과(회장) 오경미 고려의대 신경과

정성우 가톨릭의대 신경과(위원장) 이건희 한림의대 소아청소년과

김병건 을지의대 신경과 정재면 인제의대 신경과

박정욱 가톨릭의대 신경과 주민경 한림의대 신경과

오건세 을지의대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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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여름 두통진료지침 제1판 작업 2007년 겨울 두통진료지침 제2판 작업

2008년 편두통진료지침 워크숍

2009년 진료지침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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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두통진료지침 제3판 작업



20
th

 C
om

m
em

or
at

iv
e 

Bo
ok

184

4. 국제두통질환분류(ICHD)

한글판 국제두통질환분류 번역사업을 회고하며

 

번역위원회 위원장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문 희 수  

대한두통학회는 두통연구회로 발족하여 어느새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학회의 크고 작은 일

을 맡으면서 학회와 함께 저도 많이 성장한 것을 느낍니다. 

두통은 가장 흔하고 중요한 신경과 증상 중 하나이며 두통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

요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두통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으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도 ‘두통’이고 진단

명도 ‘두통’인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두통질환은 진단을 위한 객관적인 생체지표 등이 거의 없이 환

자의 병력만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두통질환의 진단기준은 필수요소입니다. 세계적으로 1960년대 초

부터 두통질환을 진단하고 연구하는데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1988년 처음으로 국제

두통학회에서 기존의 여러 두통 분류법을 통합하여 총 96개의 질환으로 이루어진 ICHD (International 

Classi�cation of Headache Disorders)를 발표하였습니다. 2004년 이를 개정하였고 2013년 6월 다시 

ICHD-III 베타판을, 2018년에는 ICHD-III 최종판을 발표하였습니다. 

2005년 ICHD-2판이 수정되어 나

왔을 당시 대한두통학회장이셨던 

정진상 회장님께서 국내 의료진

에게도 두통질환을 이해하고 진

단하는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번역집필진을 구성하셨습

니다. 한글두통용어집 발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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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D 첫판(원본)

을 맡으셨던 인제의대 정재면 교수님께서 총 책임을 맡아주셨습니다.  정진상 회장님을 포함하여 총 

19분의 교수님들이 분량을 나누어 번역하고 교정해주셔서 2005년 추계학술대회 때 첫 한글판인 국

제두통질환분류 2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국제두통질환분류 자국어 번

역판에 대한 국제두통학회 인증을 받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3년 6월에는 ICHD-III 베타판이 출간되자마자 한글판번역팀이 꾸

려집니다. 귀한 사업에 저를 위원장으로 불러주셔서 영광이었습니

다. 12월에 추계학술대회에 맞춰서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15분의 대

한두통학회 이사님과 교수님들께 10월까지 번역을 부탁 드리고 저

와 김병건 회장님, 정재면 교수님, 박정욱 교수님, 이정빈 선생님과 

함께 11월 중순까지 교정작업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통용어를 

통일하거나 새로 결정하고 각 장마다 반복되는 형식과 문구를 통일

하는 작업은 다같이 모여 상의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것 같아서 주말 아침에 모여 저녁까지 여러 번 작업하였습니다. 한

글번역문구는 영문 그대로 번역하되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만들도

록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5일에 세상에 나온 제3판의 경우에는 정진상 회장님께서 발간되기 며칠 전에 국제학회

에서 입수하셔서 카* 메신저로 알려주셨습니다. 베타판을 준비하면서 준비된 자료와 터득한 요령으

로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잘 번역된 한글판으로 선보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번역한 국가

가 되었습니다. 



20
th

 C
om

m
em

or
at

iv
e 

Bo
ok

186

대한두통학회는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을 통하여 분류집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하

여 환자가 호소하는 두통을 진단기준에 맞춰 진단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두통 환자를 진료할 때 

진단미상의 두통을 줄이고 국제두통질환분류 진단기준을 이용하여 그 환자에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찾아서 개연진단까지를 진단하도록 권고하고 치료하면서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통분야연구와 두통신약의 임상시험에 있어서도 한글판 국제두통질환분류로 

진행하며 대한민국 두통의학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한글판 국제두통질환분류 번역사업에 한 번의 번역위원과 두 번의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정진상 회장님과 김병건 회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번역과 용어통일 작업 등에 많은 시

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집필진과, 임원진,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

다. 앞으로 50년, 100년 계속적으로 대한두통학회가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1998-2019대한두통학회 20년사
The Korean H

eadache Society

187

5. 공동연구

1) 두통 역학 조사

 

연세의대 신경과   주 민 경  

시작

두통은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1년에 한번 이상 겪는 증상입니다. 대부분이 생명에 지장이 없고, 효

과적인 치료법이 없어서 최근까지도 의학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부터 서구의 나라에서 두통질환의 유병률과 두통으로 인한 장애에 대한 역학연구에서 두통질환은 유

병률이 높고, 직장이나 학교, 가정에서 일을 잘 수행할 수 없거나, 능률이 저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

게 됨으로써, 두통질환이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편두통은 심한 두통이 자주 동반되고, 구

역, 구토, 빛공포증, 소리공포증과 같은 증상이 자주 동반되어 이로 인한 고통이 심하여 중요하게 인

식되었습니다. 따라서 두통의 역학조사는 편두통으로 인한 부담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됨으

로써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에 최초로 편두통과 긴장형두통 유병률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전화와 우

편으로 진행된 당시 조사에서는 거부율이 상당히 높았고, 편두통과 개연편두통을 구분하지 않고 조

사하여 편두통 유병률이 기존 연구에 비해 매우 높게 나와 과연 적절하게 되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

니다. 지금 생각하면 편두통과 개연편두통을 합한 유병률을 고려하면 1997년도의 연구가 적절히 잘 

수행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국제두통질환분류에 맞춘 편두통 연구가 필요

하여 대한두통학회에서는 2008년에 가장 흔한 두통인 편두통과 긴장형두통의 역학조사를 진행하기

로 하였습니다.

진행

대한두통학회에서는 2008년에 흔한 두통질환인 편두통과 긴장형두통의 유병률과 두통으로 인한 장

애를 평가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역학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당시 대한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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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장님이신 가톨릭의대 이광수 선생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고, 충남의대 김재문 선생님, 성균

관의대 정진상 선생님, 을지의대 김병건 선생님, 이태규신경과의원의 이태규 선생님, 그리고 제가 두

통역학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편두통과 긴장형두통의 유병률 조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정확한 두통 진단과 평가를 위해 우편조사나 전화조사가 아니라, 면접원을 통한 설문지를 이용

한 대면조사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두통의 진단을 위한 설문지조사의 타당도는 향후 면담에 동

의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직접 조사하여 두통 진단이 적절한지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병

률과 함께 두통으로 인한 장애와 두통의 진단과 치료도 조사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역학조사의 진행과 인구전체에서 평가하는 것은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해온 경험이 많은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전국 인구에 비례한 표본을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조사는 한국갤럽의 적극적인 협조로 2달만에 완료할 수 있었고, 100명 이상의 참여자들께서 추

가의 의사면담을 허락해 주셔서 두통 진단의 타당도 진단도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와 성과 

2009년 두통역학조사(Korean Headache Survey)에서 우리나라 1년 두통 유병률은 여성에서 70.0%, 남

성에서 52.7%이며, 전체 유병률은 61.4%였습니다. 편두통은 여성에서 9.0%, 남성에서 3.0%, 전체 유

병률은 6.0%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일본, 타이완, 중국, 싱가포르에서의 조사와 유사한 결

과였습니다. 아울러 남성과 여성의 유병률 성비도 여성에서 3배가 더 높아, 세계적인 추세와 유사하

였습니다. 두통으로 인한 영향에서는 편두통 환자의 31.5%가 두통으로 인해 일상활동에 상당한 영향 

또는 심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두통 특히 편두통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현저한 부담을 가진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에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에 “Prevalence and 

Impact of Migraine and Tension-Type Headache in Korea”로 게재하였습니다. 

같이 조사한 개연편두통 유병률은 11.5%로 편두통 유병률의 2배에 가까왔습니다. 개연편두통도 편

두통과 유사하거나 약간 적은 정도로 결근, 결석, 업무능률저하와 같은 일상활동에 대한 장애를 유발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러한 결과를 2013년에 Cephalalgia에 “Prevalenc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disability of migraine and probable migraine: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urvey in Korea”로 출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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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습니다. 이제까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는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 비해서 편두통 유병

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개연편두통 유병률은 2배 정도로 더 높아 전체 편두통과 개연편두통

을 합한 경우에는 서구와 아시아의 유병률과 장애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였습니다. 개

연편두통 유병률과 장애정도에 대한 보고로 인해 개연편두통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향후 세

계보건기구에 의해 진행된 Global Burden of Disease에서 편두통으로 인한 장애를 보다 정확하게 평

가하게 되어 2016년도 Global Burden of Disease에서는 편두통은 50세 이하에서 가장 장애를 유발하

는 질병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전망과 계획

우리나라에서 두통 역학 조사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선생님의 노력과 도움으

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두통으로 인한 기본 자료를 만들 수 있었고, 학문적으로도 중요

한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두통 역학 조사가 진행된 지 9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상태도 크게 변한 만큼, 두통의 유병률, 두통으로 인한 장애뿐만 아니라, 두통 진단과 

치료도 크게 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통질환의 10년간의 변화에 대한 조사도 준비 중에 있

습니다. 질병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코호트연구는 유병률, 동반질환, 질병으로 인한 장애뿐

만 아니라 질병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어, 향후 두통질환의 코호트연구 진행

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모든 두통 유병률(Fig. 1)과 편두통 유병률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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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두통역학조사(Korean Headache Survey) 논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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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통학회 공동연구의 역사

 

조 수 진 부회장  

 벚꽃도, 라일락도 진 어느 봄날, 20년사 진행을 도맡아 하시는 회장님께 우리 공동연구에 대한 글을 

요청받았습니다. 더 뛰어난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하지 못한 참여 기회를 주셔서 감

사하고, 우리 모두의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주제로 여러 병원이 같이 공동연구를 하면 어떨까요?” HEREIN 연구 

2014년 춘계 두통학회, “Clinical Application of Korean Vers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3rd Edition, Beta Version in University Hospitals”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

는 제안을 받고, 2달만에 자료 모아 논문을 쓰면서 아쉬운 김에 한 발표였습니다. 

근시와 원시에 잘 조는 특성상 학회에 가면 앞에 앉다 보니, 맨 뒤까지 커피를 마시는 길이 항상 멉니

다. 그 길에 인사도 하고, 수다도 떨다, 김병건 회장님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미 3명이 연구를 

같이 하고 있었고, 회장님이 한다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커피 마시고 돌아오면서 같이 할 선

생님들에게 부탁하였고, 모두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 날이 HEREIN (The Headache Registry using ICHD-3β for �rst visit patients) 연구의 시작이었고, 이후 

총 11명의 공동연구자가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627명의 자료를 모았고, 박광열 교수님이 

자료 총괄을 맡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총 6편의 SCI/SCIE 논문과 2편의 국내논문을 출판

하였습니다. 학회란 발표와 교육의 장소이자, 새로운 아이디어 시작이고 공동연구자를 모으는 곳이

니, 학회에는 항상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연구의 시작과 용기

공동연구의 제안은 용기에 근거합니다. 내가 궁금한 것을 남에게 궁금하냐고 물어봐야 하고,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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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한 다음에 연구나 논문이 진행되지 않을 때의 부담을 견디어야 합니다. 진료 중 느낀, 이미 알 듯

한 내용을 멋진 구도로 증명해내야 하고, 결실 없이 노력이 낭비되더라도 기꺼이 시간을 투자해야 합

니다. Attravesiamo Cosi! 이탈리아어로 “같이 건너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첫 공동연구는 김병건 교수님이 주관하신 벼락두통연구입니다. 총 환자모집 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로 72명의 환자를 5개 병원에서 모아서 2011년 두통학회지에 출판되

었습니다. 원발벼락두통은 이차두통의 감별이 중요한, 4번째로 흔한 원발두통질환입니다. 공동연구

기록지에 의하여 진행하였지만, 연구자에 따라 일상적인 문진, 검사, 추적방법, 피험자 모집 정도가 

달랐고, 주 연구병원의 환자와 헌신은 연구의 완결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화려하거나 빛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 군발두통연구 

2011년, 문희수교수님이 군발두통을 맡아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해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전향적으로 7개 병원에서 전향적으로 73명의 환자를 모집하였고, 2002년부터의 후향적 자료는 4개

병원을 추가하여 127명을 모아 총 200명의 자료로 2017년 출판하였습니다. 다른 아시아권 군발두통

논문에 비하여 늦은 감은 있지만-대만 2004년, 일본 2011년, 중국 2013년 출판- 우리나라 군발두통 환

자의 중요한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KCHR (Korean Cluster Headache Registry) 연구는 문희수 교수님의 군발두통연구의 경험과  HEREIN연구

의 연구네트워크가 어울러 져서 진행되었습니다. 정필욱 교수님을 비롯한 KCHR 연구진의 도움으로 

2016년 “군발두통 환자 식별을 위한 스크린 문항 개발 연구”로 명인학술상 연구비를 수상하였고, 공

동연구비로 알차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KCHR1연구는 총 250명

의 군발두통 환자를 전향적으로 모집하여 6편의 SCI/SICE 논문이 출판되었고, 5편의 논문이 투고 상태

입니다. 2019년 1월부터의 KCHR2 연구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새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도, 우리 자료가 없다면 좀 늦었더라도 기초부터, 중

요한 기본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향 연구가 어려우면 후향 연구를 먼저 시작하거나 보충

해도 좋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연구역량을 키울 수 있고, 종횡으로 연구분야를 검토하면서 필요하

고 중요한 주제를 찾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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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공동연구의 레시피와 희망 
공동연구가 잘 되려면, 전향적으로 진행되고, 자료가 자세하고 체계적이며, 피험자는 쉽게 많이 모이

고, 논문도 빨리 쓰고, 떨어져도 다시 투고하고, 서로의 협조를 부탁할 수 있고, 연구비가 있어 모임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여러 주제를 포괄적으로 디자인하고, 주제별 책임연구자를 역할 

분담하여야 진행이 순탄합니다. 자료 수집 후나, 분석 도중에 너무 흥미로운 내용을 추가로 발표할 

수 있지만, 역시 처음부터 계획한 주제보다는 항상 출판이 어렵습니다

한 연구자는 환자가 많고, 어떤 연구자는 논문을 잘 쓰고, 다른 연구자는 연구비를 구할 수 있다면,  

창의적인 연구디자인을 기반으로 같이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uthorship의 

3가지 역할- 디자인, 수집 및 분석, 논문작성 및 승인-은 항상 강조할 만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대한두통학회에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확실한 성과를 이루어 내는 뛰어난 연구

자들이 많았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연구와 진료와 정책이 연결되며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공동연구의 시작을 열어준 김병건 회장님, 군발두통 연구로 맥을 이어주신 문희수 

이사님, 엑세스, 드롭박스, R studio를 통한 자료분석을 맡아주신 박광열 교수님, ICHD3판 논문을 마무

리해주신 주민경 부회장님, 책임을 맡아 논문을 작성하신 많은 1저자와 교신저자 선생님들, 그리고 

묵묵히 같이 연구를 진행해 주신 모든 공동연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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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간
(환자모집 기간)

연구자 제목 논문 

벼락두통연구 
2008.3-2010.6

PI: 김병건, 

연구자: 오건세, 정재면, 
오경미, 박정욱, 조수진 

원발벼락두통의 임상양상 대한두통학회지 
2011;12(2)

군발두통연구 
2011.6-2013.11

PI: 문희수. 

연구자: 김병건, 박정욱, 
이광수, 정진상, 김재문, 
손종희, 주민경, 오경미, 
조수진 

Clinical features of Cluster head-
ache in Korea 

J Korean Med Sci 
2017;32:502-506 

초기ICHD연구 
2014.2-2014.4

PI: 조수진,  
연구자: 문희수, 박광열 

한국판 국제두통질환분류 3판 
베타판의 임상적용

대한신경과학회지 
2014; 32(3):163-167

두통일기앱연구 
2014.9-2015.1

PI: 박정욱,  
연구자: 주민경, 조수진 

Analysis of Trigger Factors in Epi-
sodic Migraineurs Using a Smart-
phone Headache Diary Applica-
tions

Plos One 
2016;22:e0149577

HEREIN연구 
2014.9-2015.2 
8논문

PI: 조수진, 

연구자:김병건, 김병수, 
손종희, 김수경, 차명진, 
송태진, 김재문, 박정욱, 
주민경, 박광열, 문희수  

Comprehensiv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Third Edition, 
Beta Version

J Korean Med Sci

2016;31:106-13

1저자:김수경

ICHD 공동연구자

교신저자: 조수진

Prevalence and Features of a 
Probable Diagnosis in First-Visit 
Headache Patients Based on the 
Criteria of the Third Beta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A Pro-
spective, Cross-Sectional Multi-
center Study

Headache 
2016;56:267-275

1저자:손종희 

ICHD 공동연구자 

교신저자: 조수진

Vestibular migraine in multicenter 
neurology clinics according to the 
appendix criteria in the third beta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
�cation of Headache Disorders

Cephalalgia 
2016:36:45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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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간
(환자모집 기간)

연구자 제목 논문 

1저자:김병수

ICHD 공동연구자  
교신저자: 조수진

Short-term diagnostic stability 
of probable headache disorders 
based on the International Clas-
s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3rd edition beta version, in 
�rst-visit patients: a multicenter 
follow-up study

J Headache Pain 
2016:17:13

1저자:차명진

ICHD 공동연구자  
교신저자: 조수진

Chronic Daily Headache and 
Medication Overuse Headache in 
First-Visit Headache Patients in 
Korea: A Multicenter Clinic-Based 
Study

J Clin Neurol 
2016:12:316-322

1저자:송태진

ICHD 공동연구자  
교신저자: 조수진

Characteristics of Elderly-Onset 
(≥65 years) Headache Diagnosed 
Using the International Classi�ca-
tion of Headache Disorders, Third 
Edition Beta Version

J Clin Neurol 
2016:12:419-425

1저자:조수진

ICHD 공동연구자  
교신저자: 송태진

Associations of Elderly Onset 
Headache With Occurrence of 
Poor Functional

Outcome, Cardiovascular Disease 
and Cognitive Dysfunction During 
Long term Follow-up

Annals of Geriat-
ric Medicine and 
Research

2018;22(4):1-8

1저자:김병수 
ICHD 공동연구자  
교신저자: 조수진, 김병건

Neuroimaging Findings of 
First-Visit Headache Patients

J Korean Neurol 
Assoc 
2018;36(4):294-301

만성편두통연구 
2015.9-2015.12 
11병원

1저자:차명진 

공동연구자: 
김병건, 문희수, 안진영, 
오경미, 김지영, 김병수, 
손종희, 정재면, 송태진, 
김지영, 서정근

교신저자: 주민경, 조수진 

Stress Is Associated with Poor 
Outcome of Acute Treatment for 
Chronic Migraine: A Multicenter 
Study

Pain Med  
2018; 19:1832-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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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간
(환자모집 기간)

연구자 제목 논문 

CHSQ연구  
2017.3-2017.8

1저자:정필욱

공동연구자: 
김병건, 김수경, 미지미, 
박정욱, 김병수, 오경미, 
문희수, 송태진, 강단비, 
조주희

교신저자:조수진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uster Headache Screening 
Questionnaire (CHSQ)

J Clin Neurol 
2019:15:90-96

KCHR 1  연구 
2016.9-2018.12

5편 논문

PI 조수진,  
공동연구자,  
김병건, 정진상, 
이미지, 최윤주, 
정필욱, 문희수, 
박정욱, 주민경, 
안진영, 김병수, 
송태진, 손종희, 
오경미, 이광수, 
김수경, 박광열, 
정재면, 문희수

1저자:최윤주

교신저자:조수진

Impact of cluster headache on 
employment status and job bur-
den: a prospective cross-sectional 
multicenter study

J Headache Pain 
2018:19:78

1저자:손종희

교신저자:박정욱

Comparison of headache char-
acteristics between de�nite and 
probable cluster headache

Front Neurol 
2018 26;9:908

1저자:이미지

교신저자:정진상

 Ictal and interictal suicide risk in 
cluster headache: a prospective 
multicenter registry-based study

Cephalalgia  
2018. E-pub

1저자:김병수

교신저자:박정욱

Associated Factors and Clinical 
Implication of Cutaneous Allodyn-
ia in Patients with Cluster Head-
ache: A Prospective Multicentre 
Study

Sci Rep 
2019;9(1):6548

1저자:송태진, 이미지

교신저자:조수진, 안진영

The difference of characteristic 
and comorbidity of cluster head-
ache according to presence of 
migraine

J Clin Neurol  
2019:15(3)

1저자:문희수, 조수진

교신저자:주민경

Field testing the diagnostic crite-
ria of cluster headache in the third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
�cation of Headache Disorders: A 
cross-sectional multicentre Study 

Cephalalgia  
2018. E-pub



2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Headache Society

대한두통학회 20년사

5
5. 두통캠페인



20
th

 C
om

m
em

or
at

iv
e 

Bo
ok

198

제1회 두통의 날 캠페인(2016. 1. 23)

제1회 두통의 날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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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일보] 한 달에 8번 이상 두통 땐 만성 위험 신호... 병원 찾아야 건강 25면_20161004

[서울경제] 기혼여성 5명 중 3명 두통에 생활 지장 -IT,과학 15면_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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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두통의 날 기자간담회

(2016. 1. 23)



1998-2019대한두통학회 20년사
The Korean H

eadache Society

201



20
th

 C
om

m
em

or
at

iv
e 

Bo
ok

202

2016 두통 인식개선 캠페인

2016 두통 인식개선 캠페인 Wrap-up Report

두통 인식 개선 캠페인 로고

[경향신문] 잘못 알고 있는 '두통' 상식 알려드립니다 건강 18면_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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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바로알기 캠페인

두통 바로알기 캠페인 두통 안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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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환우 홈페이지

2018 환우 홈페이지: 두통 없는 행복한 세상 http://migrainecluster.com

두통 없는 세상 홈페이지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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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bay Headache 캠페인 업무 협약식

2019 유유제약과 Goodbay Headache 캠페인 업무 협약식

Goodbay Headache 카카오플러스 개설

Goodbay Headache 
카카오플러스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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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건강강좌

2016. 10. 20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건강강좌

2016. 10. 20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건강강좌

2018. 10. 15 을지병원 건강강좌

2018. 01. 06 강북삼성병원 건강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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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질환 홍보 영상

두통질환 홍보 영상/두통 없는 행복한 세상(http://me2.do/5L0NuaDz)

두통 애니메이션 QR



20
th

 C
om

m
em

or
at

iv
e 

Bo
ok

208

2018 두통 수기 공모전

두통 수기 공모전 당선자 인터뷰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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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자가진단법과 두통일기

두통 일기 어플리케이션 팜플렛

Migraine Buddy

두통 일기 어플리케이션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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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환자의 우울, 불안 및 삶의 질 검사

박성파 신경정신위원장의 편두통 환자의 우울, 불안 및 삶의 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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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 지난 2주일 동안 당신은 다음의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자주 방해를 받았는지 해당번호에 표시(V)해 주세요. 

 

문 항 

전혀 방해 

받지 

않았다 

며칠 동안 

방해 

받았다 

7일 이상 

방해 

받았다 

거의 매일 

방해 

받았다 

1) 일 또는 여가 활동을 하는 데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함 
0 1 2 3 

2)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음  0 1 2 3 

3) 잠이 들거나 계속 잠을 자는 것이 어려움, 또는 잠을 너

무 많이 잠 
0 1 2 3 

4)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음 0 1 2 3 

5) 입맛이 없거나 과식을 함 0 1 2 3 

6) 자신을 부정적으로 봄. 혹은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자신 또는 가족을 실망시킴 
0 1 2 3 

7)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 보는 것과 같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움  
0 1 2 3 

8)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 정도로 너무 느리게 움직이거나 

말을 함. 또는 반대로 평상시보다 많이 움직여서, 너무 안

절부절못하거나 들떠 있음 

0 1 2 3 

9)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함 
0 1 2 3 

총점       점 

 

 

 

※ 체크한 번호가 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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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GAD-7) 
# 지난 2주일 동안 당신은 다음의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자주 방해를 받았는지 해당번호에 표시(V)해 주세요.  

 

문 항 

전혀 방해 

받지 

않았다 

며칠 동안 

방해 

받았다 

7일 이상 

방해 

받았다 

거의 매일 

방해 

받았다 

1)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게 느낀다 0 1 2 3 

2)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가 없다  0 1 2 3 

3)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0 1 2 3 

4) 편하게 있기가 어렵다 0 1 2 3 

5) 너무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 0 1 2 3 

6) 쉽게 짜증이 나거나 쉽게 성을 내게 된다 0 1 2 3 

7) 마치 끔찍한 일이 생길 것처럼 두렵게 느껴진다 0 1 2 3 

총점       점 

 

※ 체크한 번호가 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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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igraine-Specific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Version 2.1: K-MSQ v 

2.1> 

 

지난 4주 동안 편두통이 얼마나 자주 당신의 일상생활에 문제를 주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A. Role Function-Restrictive (역할기능 제한) 

1. 편두통이 당신과 가까운 가족, 친구나 이웃과 잘 지내는데 지장을 주었습니까? 

1) 아니요   2) 조금   3) 때때로   4) 자주   5) 대부분   6) 항상  

2. 편두통이 당신의 여가활동 (예, 독서, 운동)에 지장을 주었습니까? 

1) 아니요   2) 조금   3) 때때로   4) 자주   5) 대부분   6) 항상  

3. 편두통의 증상 때문에 작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1) 아니요   2) 조금   3) 때때로   4) 자주   5) 대부분   6) 항상  

4. 편두통으로 인해 당신이 직장이나 집에서 할 일에 방해가 되었습니까? 

1) 아니요   2) 조금   3) 때때로   4) 자주   5) 대부분   6) 항상  

5. 편두통이 당신의 작업이나 일상생활의 집중에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1) 아니요   2) 조금   3) 때때로   4) 자주   5) 대부분   6) 항상  

6. 편두통으로 인해 작업이나 일상생활 수행에 많이 피곤하였습니까? 

1) 아니요   2) 조금   3) 때때로   4) 자주   5) 대부분   6) 항상  

7. 편두통으로 활력 (활기)을 느끼는 날 수가 줄었습니까? 

1) 아니요   2) 조금   3) 때때로   4) 자주   5) 대부분   6) 항상  

 

B: Role function-Preventive (역할기능 방해) 

1. 편두통으로 작업이나 일상생활을 취소한 적이 있었나요? 

1) 아니요   2) 조금   3) 때때로   4) 자주   5) 대부분   6) 항상  

2. 편두통이 있을 때 일상 과제들, 예를 들어 일상 집안일, 필요한 업무, 시장보기, 사람돌보기 등

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였습니까? 

1) 아니요   2) 조금   3) 때때로   4) 자주   5) 대부분   6) 항상  

3. 편두통 증상을 완화하고자 작업이나 일상생활을 중단한 적이 있었나요? 

1) 아니요   2) 조금   3) 때때로   4) 자주   5) 대부분   6) 항상  

4. 편두통으로 인해 사회활동 예를 들어 모임, 저녁약속 등에 갈 수 없었나요? 

1) 아니요   2) 조금   3) 때때로   4) 자주   5) 대부분   6) 항상  

 

C. Emotional Function (감정기능)  

1. 편두통 때문에 지긋지긋하거나 좌절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요   2) 조금   3) 때때로   4) 자주   5) 대부분   6) 항상  

2. 편두통 때문에 남에게 부담을 준다고 느꼈습니까? 

1) 아니요   2) 조금   3) 때때로   4) 자주   5) 대부분   6) 항상  

3. 편두통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웠습니까?  

1) 아니요   2) 조금   3) 때때로   4) 자주   5) 대부분   6)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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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채널 비온뒤 [닥튜버]

대한두통학회와 두통에 관한 모든 것(2019.03.11)

두통의 다양한 유발요인과 대처법(2019.04.15)

올바른 두통약 복용법(2019.05.13)

두통치료,어디까지 알고 있니(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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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앙신문] “편두통 환자 절반, 우울-불안 장애 함께 앓아” Health 14면_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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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And 건강] ‘군발 두통’,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에 눈물ㆍ콧물 건강 17면_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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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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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 뇌의 날 포스터

2019.07.22. 세계 뇌의 날 - 편두통, 고통스러운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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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학회 1기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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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기 집행부

2003년 춘계학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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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Janssen Neurology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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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4. 13 임원진 식사사진

2010년 2회 ARCH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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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광주 보수교육 후 광주 견학(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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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 12 신년하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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