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수부외과학회 발기인 대회  

        1982년 7월 9일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안 클럽 

  

주정빈, 김익동, 문명상, 이수영,  
강응식, 문병기, 서광윤, 임  풍, 
조덕연, 최기홍, 한문식, 박병문, 
이덕용, 이영호, 김기용, 안병훈, 
오석준, 김광회, 유명철 



문 병 기 

대한수부외과학회 초대 회장 (1982-1985) 



안 병 훈 

대한수부외과학회 제 2대 회장 (1985-1988) 



1986년, 세계수부외과학회(IFSSH), 일본 도쿄. 
이승구, 권칠수, 강응식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창립총회 

1987년 5월 15일  

경주 조선호텔 

 

사회: 박종섭 

발기인 대표 및 임시 의장: 이영호 

임원추천 전형위원:  

박종섭, 이세일, 임풍, 오석준  



박 길 용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초대 회장 (1987-1989) 



1987년 7월 11일, 미국수부외과학회(ASSH).  

정문상, 김형민, 강신영  



김 익 동 

대한수부외과학회 제 3대 회장 (1988-1990) 



이 영 호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 2대 회장 (1989-1991) 

대한수부외과학회 제 4대 회장 (1990-1992)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초대 이사장 (1987-1989) 



강 진 성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 3대 회장 (1991-1993) 



1991년, 국제수부콘퍼런스, 방콕.
김풍택, 서재성 



1991년, 나고야 국제 수근 관절심포지움. 김풍택 



김 진 환 

대한수부외과학회 제 5대 회장 (1992-1994) 



1992년, 아태정형외과학회(WPOA) Hand Section Meeting.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문병기, 조덕연, 이승구  



류 재 만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 4대 회장 (1993-1995) 



권 칠 수 

대한수부외과학회 제 6대 회장 (1994-1996) 



백 봉 수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 5대 회장 (1995-1997) 



1995년 10월,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지 창간호 



1995년, 세계수부외과학회(IFSSH), 핀란드 헬싱키. 
정문상, 백구현, 이광현, 윤준오, 박진영, 박민종  



강 응 식 

대한수부외과학회 제 7대 회장 (1996-1997) 



1996년 11월, 대한수부외과학회지 창간호 



1996 년 7월, Ogino교수 초청 거대수지수술장면, 
경북대. 김풍택과 오기노 선생 



1996년, 경북대학교, Ishii 교수 방문강의.  

김풍택  



이 광 석 

대한수부외과학회 제 8대 회장 (1997-1998) 



임 풍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 6대 회장 (1997-1999)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 2,3대 이사장 (1989-1993) 



1997년 3월, APFSSH Inaugral Meeting, 호주 Perth. 
김풍택, Ogino, Doi, Tamai, 탁관철, Beppu  



1997년, 아태수부외과학회(APFSSH)  

오스트레일리아. 김우경, 우상현  



1997년, 제1회 아태수부외과학회. 김풍택 



1997년, 아태수부외과학회(APFSSH), 오스트레일리아  



조 덕 연 

대한수부외과학회 제 9대 회장 (1998-1999) 



1998년, 세계수부외과학회(IFSSH), 캐나다 밴쿠버. 
김주성, 정문상, 백구현, 박민종  



1998년, 세계수부외과학회(IFSSH), 캐나다 
밴쿠버. 유재영, 이승구, 정덕환 



1998년, usui교수 방문수술. 김풍택 



1998년, Yamauchi 교수 방문강의, 경북대학교  



1998년 10월 30일, 일본 동경의 Prince Hotel에서 개최된 제25차 일
본미세수술학회 학술대회에서 탁관철 교수, 한수봉 교수가 특별초청
강연하였다. 앞줄 좌측부터 Levin, Tzai, Beppu, 한수봉, 탁관철 



오 석 준 

대한수부외과학회 제 10대 회장 (1999-2000)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 7대 회장 (1999-2001)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 4,5대 이사장 (1993-1997) 



정 문 상 

대한수부외과학회 제 11대 회장 (2000-2001) 



2000년 6월 3일,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
과학회 합동심포지움, 동아의료원 5층 대강당 





2000년 11월 13일, 영남대학교 성형외과학교실 
Kleinert 초청 수부외과 심포지움 



2000년, Yamauchi 교수 방문강의. 서재성, 김풍택 



나 수 균 

대한수부외과학회 제 12대 회장 (2001-2002) 



탁 관 철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 8대 회장 (2001-2003)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 6대 이사장 (1997-1999)  

대한수부외과학회 초대 이사장 (2003-2005) 



김 우 경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 8대 이사장 (2001-2003) 



2001년 5월 19일,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과학회 
합동심포지움, 충남대학교병원 대강당 



2001년 5월 19일, 미세수술-수부외과 합동심포지엄 후 초청연자인 Masamichi 
Usui와 함께 서울 인사동의 한정식집 두레에서. 노태석, 오석준, Usui, 탁관철  



2001년 6월, 세계수부외과학회(IFSSH), 터키 
이스탄불, 학회 참석 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경기장에서 단체 사진  



2001년, 세계수부외과학회(IFSSH),터키 이스탄불, 개막식 날 말마라 
해협에서의 선상세레모니. 이영호, 이광석, 강응식, 안희창, 이광현 



한 수 봉 

대한수부외과학회 제 13대 회장 (2002-2003) 



2002년 3월 3일부터 6일까지, 대한미세수술학회,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대한수부
외과학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Hotel Lotte World에서 400명 이상의 
국제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APFSSH 제4차 국제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2002년 3월 3일부터 6일까지 Hotel Lotte World에서 400명 이상의 국제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APFSSH 제4차 국제학술대회의 조직위원회. 

앞줄 좌로부터 김우경, 유재만, 강응식, 안병훈, 한수봉, 탁관철 



2002년 3월 6일,경북대학교 국제 수부심포지움 
(Post Congress Meeting of APFSSH)  



2002년 5월 11일,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과학회 
합동심포지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  



2002년, 서울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Ivan Matev 초청 강연  



2002년, 홍콩 수부심포지움. 이광현, 문은선, 김풍택  



2002년, 미국수부외과학회(ASSH),애리조나 피닉스, 
James M. Hunter와 함께 단체 사진  



김 풍 택 

대한수부외과학회 제 14대 회장 (2003-2004) 



2003년 2월 28일, 전북대학교 International Symposium 



2003년 5월 10일,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
과학회 합동심포지움, 경북대학교병원 대강당  



2003년 6월,유럽수부외과학(FESSH),포루투칼 리스본  



2003년 6월,유럽수부외과학(FESSH),포루투칼 리스본  



2003년 11월 13일 ~ 14일, 일본 Okayama에서 개최된 제30차 일본미세수술
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일본 정통요리 저녁 만찬을 즐겼다. 모두가 수
부학회 회원이다. 앞줄 좌로부터 김주성, 탁관철, Koshima, 뒷줄 좌로부터 

우상현, 이기준, Hung Chi Chen, Tamai, 김효헌  



2003년 11월 19일, 제22차 대한수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 앞줄 우측 끝이 

초청 연자로 내한한 홍콩의 Dr. Josephine Wing-Yuk Ip  



2003년 12월 10일, 대한수부재건학회와 대한수부외과학회가 통합된 직 후에 중식당 어양에서 제1차 
이사회가 열린 후 기념촬영 하였다. 회장: 김풍택, 차기 회장: 김상수, 이사장: 탁관철, 이사: 강
호정(특임), 김용진, 김주성(대외협력), 류인혁, 문은선, 박민종(보험), 백구현(고시), 서재성(특
임), 송석환(법제), 신현대, 이광현(편집), 이준모(홍보), 정덕환, 정준모, 최수종(무임소), 한경
진, 권성택(특임), 이삼용,김영진(윤리), 김우경(학술), 김종환(특임), 김진수(의무), 김진왕, 박
명철(편집), 안희창(심사), 양경무(기획), 우상현(국제협력), 이종문, 정성균, 정윤규(재무), 한현

언(정보통신), 황종익(보험), 감사: 이진우, 동은상, 총무: 노태석, 설철환  



김 상 수 

대한수부외과학회 제 15대 회장 (2004-2005) 



2004년 5월,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과학회 합동
심포지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명학회관 대강당  



2004년 6월,세계수부외과학(IFSSH)헝가리 부다페스트  



2004년 세계수부외과학회(IFSSH), 헝가리 부다페스트  



2004년에, 2010년 세계대회 유치용으로 제작한 80여 
쪽 분량의 학회 유치 신청서 표지 



2004년, 2010년 세계대회 유치 확정 후 축하 샴페인
을 터뜨리는 모습(왼쪽부터 백구현, 유재영, 정문상)  



2004년, Post-IFSSH Congress in Bucharest 만찬 때 촬영한 기념사진. 
왼쪽부터 송석환 (가톨릭의대), 이상길 (MGH, Boston), 백구현 (서울의
대), 정덕환 (경희의대), 탁관철 (연세의대), 김상수 (마이크로병원), 
김형민 (가톨릭의대), 김풍택 (경북의대), James Herndon AAOS 회장 부
부, 정문상 (서울의대), 이승구 (가톨릭의대), 김우경 (고려의대), 김
용진 (춘해병원), 박민종 (성균관의대), 유재영 (U West Virginia) 



2004년 11월, 아태수부외과학회(APFSSH),  일본 
오사카. 김우경, 정문상, 이승구, 김형민, 유재영  



2004년 아태수부외과학회(APFSSH), 일본 오사카. 
이주엽, 김상수, 이승구, 김형민, 김우경, 황종익  



2004년 아태수부외과학회(APFSSH), 일본 오사카. 
김형민, 조덕연, 하난경, 이승구, 송석환  



2004년 아태수부외과학회(APFSSH) 일본 오사카. 류인혁,
김우경, 우상현, 황종익, Alexander Shin, Kevin Chung  



2004년 아태수부외과학회(APFSSH), 일본 오사카. 
김우경, 이준모, 최수중, 이영호  



2004년 아태수부외과학회(APFSSH), 일본 오사카, 
Congress Japan Night.탁관철, Susumu Tamai, 황종익  



2004년 11월 27일, 제 23차 대한수부외과학회 추계학
술대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  



2004년 12월 10일, 11일 양일간에 걸쳐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실행
위원들이 모여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제도 도입을 위한 2차 

Workshop을 갖고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제도의 초석을 가다듬었다.  



이 승 구 

대한수부외과학회 제 16대 회장 (2005-2006) 



정 덕 환 

대한수부외과학회 제 2대 이사장 (2005-2007) 



2005년 5월 21일,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과학회 합동심포지
움, 연세대학교 원주 매지캠퍼스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강당  



2005년 6월 14일, 대한의학협회 사무실에서 대한
의학회 고윤웅 회장으로부터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서를 수령하고 있다.  



2005년 6월, 유럽수부외과학회(FESSH), 
스웨덴 고텐버그  



2005년 유럽수부외과학회(FESSH), 
스웨덴 고텐버그  



2005년 유럽수부외과학회(FESSH), 스웨덴 고텐버그. 
강호정, 최수중  



2005년 8월 18일, 제1회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문제 
출제 작업 중, 그랜드힐튼 호텔 Residency A  



2005년 8월 18일 제1회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문제 
출제 작업 중, 그랜드힐튼 호텔 Residency A  



2005년 9월, 미국수부외과학회(ASSH), 텍사스 
샌 안토니오, 백구현, 류인혁, 김재광  



2005년 11월 26일, 제 24차 대한수부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새병원 6층 대강당  



2005년 11월 26일 제24차 대한수부외과학회 학술대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김강훈, 우상현, 김우경, 탁관철, 

김익동, 김풍택, 김상수, 김형민  



김 종 환 

대한수부외과학회 제 17대 회장 (2006-2007)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제 7대 이사장 (1999-2001) 



2006년 5월 20일,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수부외과학
회 합동심포지움,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2006년 5월, 인도네시아 국제수부심포지움. 
전인호,김풍택  



2006년 6월,유럽수부외과학회(FESSH),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 
학회 참석 후 영국 런던 광장에서 단체 사진  



2006년, 유럽수부외과학회(FESSH),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 
학회 참석 후 스코틀랜드 애든버러에서 단체 사진  



2006년, 유럽수부외과학회(FESSH),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 
학회 참석 후 스코틀랜드 애든버러에서 단체 사진  



2006년, 유럽수부외과학회(FESSH),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 
학회 참석 후 영국 캠브리지, 뉴턴의 사과나무 아래서 



2006년, 유럽수부외과학회(FESSH),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 송석환, 박종웅, 이광현  



2006년, 유럽수부외과학회(FESSH),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 송석환, 김형민, 이광현, 박종웅  



2006년, 유럽수부외과학회(FESSH),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 
학회 참석 후 영국 캠브리지에서 



2006년 9월, 미국수부외과학회(ASSH), 워싱톤 DC. 
이영호, 백구현, 신현대, 김병성, 김종필  



2006년, 대구경북 수부연구회. 
김익동, 김풍택, 서재성  



2007년 시드니 국제수부선천이상 심포지움. 
김풍택, 백구현 



2007년 3월,세계수부외과학회(IFSSH),오스트레일리아 시
드니,학회 참석 후 멜버른 전쟁기념관 앞에서 단체사진  



2007년, 세계수부외과학회(IFSSH), 오스트레일리아 시드
니, 학회 참석 후 멜버른 주청사 앞에서 단체사진  



2007년 3월 11일-15일 세계수부외과학회(IFSSH), 
호주 시드니, 2010 IFSSH Seoul Korea 홍보 부스 

앞에서 단체 사진  



2007년 3월 11일-15일 세계수부외과학회(IFSSH), 
호주 시드니. 박종웅, 김우경, 이광현, 정덕환  



2007년 3월 11일-15일 세계수부외과학회(IFSSH), 
호주 시드니. 백구현, 송석환, 박종웅  



2007년, 세계수부외과학회(IFSSH),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이영호, 이상림, 김지영, 김진영, 이상기, 김재광, 류인혁, 백구현 



2007년 3월 11일-15일 세계수부외과학회(IFSSH), 
호주 시드니. 정양국, 오진록, 박종웅, 이주엽  



2007년 3월 12일 Sydney에서 개최된 10th IFSSH에서 Panel - Flexor Tendon 
Injury의 Panelist들. Peter Amadio(USA), Michele Riccio(Italy), Kwan Chul 
Tark(Korea), Michael Solomons(South Africa), Michael Sandow(Australia), 

Jim Strickland(USA)  



2007 IFSSH Sydney Australia 폐막식에서 2010 IFSSH Seoul Korea 
홍보 Presentation을 마치고. 왼쪽부터 Raja Sabapathy (2013 

IFSSH New Delhi 인도, General Secretary), 백구현, Roland Hicks 
(2007 IFSSH Sydney Australia, Organising Committee Chair)  



2007 IFSSH Sydney Australia 폐막식에서 2010 IFSSH Seoul Korea 홍보 
Presentation을 마치고. 왼쪽부터 Roland Hicks (2007 IFSSH Sydney 

Australia, Organising Committee Chair), Arlindo Pardini (IFSSH 2004-
2007 President), James Urbaniak (IFSSH 2007-2010 President) 



2007년, 세계수부외과학회(IFSSH),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요트에서의 선상 모임 



2007년, 세계수부외과학회(IFSSH),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요트에서의 선상 모임 



2007년, 세계수부외과학회(IFSSH),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2007년, 세계수부외과학회(IFSSH),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2007년, 세계수부외과학회(IFSSH),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2007년, 세계수부외과학회(IFSSH), 오스트레일리아 시드
니, 학회 참석 후 멜버른 전쟁기념관. 백구현, 송석환  



2007년 4월 22일 일본수부외과학회(JSSH), 일본 
Yamagata, 초청 연자로서의 특별강연을 마치고 
Somaro 전통 식당에서. 탁관철, Ogino, 김풍택  



2007년 4월 22일, 일본수부외과학회(JSSH), 일본 
Yamagata, 2010 IFSSH Seoul Korea홍보 부스.  

전인호, 백구현, 이영호 



2007년 4월 22일, 일본수부외과학회(JSSH), 일본 
Yamagata, 2010 IFSSH Seoul Korea홍보 부스. 

Soejima, Tobe, 전인호, 백구현 



2007년 4월 22일, 일본수부외과학회(JSSH), 일본 
Yamagata, 2010 IFSSH Seoul Korea홍보 부스. 

Beppu, 백구현 



2007년 9월,미국수부외과학회(ASSH),시애틀, 2010 
IFSSH Seoul Korea홍보 부스.이상림, 백구현, 공현식  



2007년 9월, 미국수부외과학회 (ASSH), 시애틀,   
김성언,공현식,빈성우,김진영,이영호,권봉철,백구현 



2007년 9월, 미국수부외과학회 (ASSH),시애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