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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나다!” 단합과 발전
기원하는 박수소리 뜨거웠다
2018년 연세 의대 내과총동우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성료

이은직 이사장(내과학교실 주임교수)은 “내과 총동우회는 여러

원으로 옮긴 김주항 동문은 국내 유전자 치료 분야를 선도한 공

사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첫째 동우회원 상호 교류 증진

적을 인정받아 학술상을 받았고, 안강현 동문은 지난 1996년부

및 이를 위한 사업, 둘째 세브란스병원과 동우회원 간의 효율적인

터 2018년까지 23년 동안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동남아 오지에서

진료 전달 쳬계 확립, 셋째는 동우회원 및 개원의들과 최신 지견을

의료선교 활동을 해 온 공적이 인정돼 봉사상을 수상했다.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러한 현안을 종합해

윤견일 동문은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역임하며 모

이사회 이사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

교 출신 인재를 폭넓게 기용하고 퇴임 후 연천군 보건의료원장을

겠다”면서 “내과 주임교수로서 운영위원회에서도 동우회 이사회

맡아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공로상을 받

의 현안을 논의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았다. <인터뷰 참조>

이날 송년회는 멀리서 온 회원들을 위해 저녁 식사 서비스 시간

축하패는 장양수 모교 의대 학장, 김원중 대한검진의학회장, 이은

을 앞당기고, 중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미하는 등 해 배려와

직 모교 내과 주임교수, 박진용 아시아기독병원협회 사무총장 등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를 맡은 정준원 총무는 “저녁 식사 서

이 받았다.

비스가 늦지 않도록 프로그램 진행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고 말했

백화점 상품권 10매, 기프트 카드 5매가 걸린 행운권 추첨은 송년

다. 실제로 회원들이 막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할 때 식사가 제공되

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동우회원들은 정준원 총무가 번호를 발표

어 송년회의 만족도를 높였다.

할 때마다 일일이 자신의 번호를 대조하며 연단으로 뛰쳐나가 환

송년회에 앞서 열린 제1부 중앙위원회에서는 한민희 회장의 인사

한 웃음을 지으며 경품을 받았다.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남

말에 이어 총무-재무 업무 보고, 감사보고, 지회 보고, 2019년 내

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동우회원들은 기념 사진촬영을 끝으로 행

과총우회 임원 선임 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내과동우회을 더욱 활성화시키자”
고 다짐했다.

1588 명 내과 총동우회원들의 단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박수소리

사드리며, 내년에도 총동우회 활성화를 위해 회원님들의 도움이

이어 제2부는 오랜만에 만난 동우회원들이 서로의 근황을 묻고

가 송년회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

절실하다”고 말했다.

담소를 나누는 칵테일파티로 진행됐다. 그랜드불룸 로비를 가득

서도 송년회장을 가득 메운 동우회원들은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

메운 동우회원들은 오고 가는 덕담 속에 연신 웃음을 터뜨리며

동기들의 손을 맞잡으며 ‘세브란스 내과’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다.

제3부 총회 및 송년모임의 서막을 여는 건배사는 올해 90세인 이

2018년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총동우회 중앙위워회, 정기

상종 회원이 맡아 우렁찬 목소리로 “모교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

총회 및 송년회가 12월 4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 그랜드볼

너무 좋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회원과 가족들의 건강을

룸에서 열렸다.

기원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한민희 내과총동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총동우회 회원

이어 올해 ‘내과총동우회를 빛낸 인물’로 선정된 김주항(학술부

이 이제 1588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조직을

문), 안강현(봉사부문), 윤견일(공로상) 동문 등에 대한 시상식이

체계화하고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 중앙위원회를

진행됐다. 모교 종양내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015년 분당차병

구성했다”면서 “바쁘신 데도 송년회에 참석해주신 회원님들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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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허피스 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
2018 내과 총동우회 학술상 수상 김주항 교수
김주항(76졸,분당차병원)

유전자
치료 연구를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차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세브란스 내과의
위상을 새삼

●왼
 쪽은 한민희 내과총동우회장

느끼고 있습니다.

암은 물론 간암, 흑색종, 두경부암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합니다.”

분당차병원에서 종양내과를

김주항 교수는 모교에서 종양내과 교수, 폐암센터장, 암연구소 소

신설하자고 제안해와 고심 끝에 옮겼는데,

장을 지냈으며 대한폐암학회 회장, 한국임상암학회 회장, 한국유

우리나라 유전자 치료 분야의 선구자로 꼽히는 김주항 동문(1976

김 교수는 이 같은 다양한 신약 관련 임상 연구를 통해 국가 암 관

졸-분당차병원 종양내과 교수)이 12월 4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

리 사업과 유전자 치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공적을 인정

초기에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의 영입에 공을 들여온 차의과학대학교

플라자에서 열린 201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총동우회에

받아 지난 2013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분당차병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2015년 적을 옮겼다. 현재 분

서 학술상을 받았다.

또한 김 교수는 medical oncology 폐암 분야의 전문의 및 연구자

약간의 갈등도 있었구요.

손주혁 모교 종양내과 교수는 “김주항 선생님은 종양내과 의사로

로서 뛰어난 공헌을 하며 JCO 등의 저널에 다수 연구결과를 발표

하지만 다학제 진료를 도입하면서

서 암 정복을 위해 유전자 치료에 일생을 바치시며 모교 내과학교

했다. 연세 의대가 우리나라 폐암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것도 모교

여러 과의 의사들이 함께 토의하는

김주항 교수는 “세브란스라는 커다란 울타리에 있을 때는 잘 몰

실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신 분”이라면서 “기초연구, 임

재직 시 김 교수가 쌓아올린 연구역량이 밑받침이 됐다.

과정을 거듭했습니다. 이를 통해

랐는데, 막상 모교를 떠나서 객관적 위치에서 바라보니 우리 내과

상연구 그리고 산업화까지 연세의대 1세대 연구자로서 모범이 되

김주항 교수는 지난 2006년 바이러스를 조작해 암세포만 파괴

셨고, 후학 양성에도 주력해 모교 종양내과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하는 ‘종양선택적 살상 아데노바이러스’를 개발한 바 있다. 최근에

서로의 진료 영역을 존중하면서

커다란 업적을 남기셨다”고 소개했다.

는 허피스 바이러스를 이용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환자 만족도도

김주항 교수는 국내 최초로 유전자 치료 연구를 시작해 JNCI 등

암 유전자 치료제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 논문에 연구결과를 게재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유전자

“2015년에 미국 FDA에서 최초로 허가를 받은 암 유전자 치료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치료제 개발을 통한 난치성 암 치료를 위해 산업자원부 연구비를

T-Vec이 허피스 바이러스를 이용한 치료제입니다. 악성 흑색종에

수주했고, 이 과제를 통해 개발한 유전자 치료제로 1상 임상시험

효능이 있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어 허피스 바이러스를 이용한 암

을 진행했다.

치료제 개발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잘 진행되면 폐
4

전자/세포치료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유전자 치료 분야

당차병원 종양내과 교수 겸 암정밀의료센터장으로서 왕성한 활
동을 펼치고 있다.

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면서 “내과 후배들도 세
브란스라는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전력을 다해 일하고 의미 있는 결
과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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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진료, 밤에는 주민들과
찬양 사역에 주력했어요”
23년 해외 의료 사역으로 봉사상 받은 안강현 동문
안강현(89졸,안강현내과)

2011년 필리핀 농촌 오지의
천막촌(마가이3 지역)에서
의료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며
저희 공동체의 성원들과

한 상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는 수상자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성경 빌립보서 3장 16
절을 떠올렸다고 한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런데 바로 다음 해에 다 쓰러져가던

점차 세계 오지에도 의료 사각지대가

천막이 있던 곳에 교회가 설립되는

감소하고 있어 일차 진료에 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화진 선교사님과

2018년 세브란스 내과 총동우회 봉사상을 받은 안강현 동문

전통적인 방식의 의료 사역이

저희 공동체 그리고 필리핀 현지

(1989졸, 안강현내과원장)은 1996년 새문안교회 의료선교회에서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난 김경년 세브란스 내과 동문의 권유로 의료 사역에 처음 참여

통관상의 문제 때문에 주민들에게

안강현 동문은 현지에서 낮에는 진료 활동을 하고 밤에는 주민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기 시작됐다.

많은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이후 2018년까지 23년 동안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의료선교 활동

의약품을 전달할 통로도 여의치 않아

각지에서 지원이 답지해

을 해오고 있다. 지역은 첫 의료 사역지인 미얀마를 비롯해 베트

아직도 모든 점이 어렵기만 합니다.

행할 것이라’. 그는 앞으로도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의료 사역
에 계속 헌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봉사상 상금은 2009년부터 필리핀 의료 사역을 함께 동역하고 있
는 노화진 선교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남편(이태길 선교사)이 현
지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현재 국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어려

과 함께 집회나 찬양 사역에 주력하고 있다. 선교사의 요청대로 일
정을 맟춰 가고 있다. 일정이 팍팍해 체력적으로 힘든 점도 있지만
기도로 이겨내고 있다.

남, 태국, 네팔, 캄보디아, 라오스, 티벳,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안 동문은 “기회가 되면 후배 의사선생님들도 선교 사역에 동참

시아 국가의 오지에 집중됐다.보통 짧으면 4박5일, 길면 7일 정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이제 젊은 의사들의 수혈이 필요

지금도 매년 그 지역을 방문해

의 일정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

한 상황이다. 자신의 재능이 하나님께 쓰이기를 원하는 후배 의사

의료사역을 감당하고

2009년부터는 매년 필리핀에서 집중적으로 의료 사역을 하고 있

들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현지에서 주로 맹인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30년 넘

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주기 때문에 매번 감사하게 다녀오고 있

안 동문은 1989년 모교 원주의과대학 졸업 후 1997-1999년 세브

또 계속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게 선교 활동을 하며 5곳의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의 소개로 이 지

다”고 말했다.

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연구강사를 거쳤다. 그는 “세브란스 내과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 선교에만 집중하고 있다.

안강현 동문은 봉사상 수상 소감을 묻자 “우선 부족한 저에게 20

서 여러 선생님들이 환자를 소중히 여기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르

그는 “매년 추석이나 설 휴가를 이용해 출국하기 때문에 가족들

년 넘게 해외 선교 활동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몇

쳐주셨다. 선배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에게 항상 미안하다”면서 “가족들이 같은 신앙인으로서 해외 사

년 전부터 호흡기내과 장상호 선생님이 계속 추천해 주셔서 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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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병원에서 봉사한 게
제 인생에 큰 플러스가 됐어요”
내과총동우회 공로상 윤견일 동문
윤견일(70졸)

이화 의대에서 32년간 봉직하면서
세브란스 출신들을 많이 기용했지요.
좋은 인재를 밭탁하는 게
의료원장의 주요 임무 아닙니까?
낙후된 지역병원에서 5년 동안이나

●오
 른쪽은 이은직 내과 주임교수

봉사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윤 동문은 오랜 기간 보직을 맡아 남다른 리더십으로 어려움을
돌파했다. 조직을 맡으면 내부 갈등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그 때마

지역 사회 의료에 종사하면서 2015년

다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하며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는 서번

메르스 사태도 일선에서 경험했습니다.

트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대 동대문 병원장 재직 시 극심한 노사
2018년 내과총동우회 공로상을 받은 윤견일 동문(1970년 졸)은

예 군민증을 수여하며 아쉬워했다.

분규를 겪었지만, 하나라도 더 도와주겠다는 진정성으로 원만

지역에 군부대가 많아 윤일병 사건 등

“지금도 이화 의대에는 세브란스 출신들이 많은데, 병원장이나 의

“이화 의대 의료원장 퇴임 시 큰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오라는 제

하게 수습해 병원행정의 롤 모델이 됐다. 그가 이대 의료원장을

큰 사건도 겪었지요. 미군들과 교류도

료원장 재직 시 우수한 모교 출신을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의도 있었지만, 이제는 기독교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

퇴임할 때 후배들이 성대한 퇴임식을 열어 준 것도 이 같은 리더십

고 말했다. 윤 동문은 1976년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부임 이후

는 생각 뿐 이었습니다.

때문이다.

많이 했습니다. 군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지고
애국심도 강해졌습니다.

내과 주임교수, 이대동대문병원장,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

당시 연천군은 주민이 5만 5천여 명 정도였는데, 의료 시스템이

그는 세브란스 후배들에게 “햇빛이 비추는 곳으로 가라”고 당부

원장을 역임하며 이화 의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대한신장

낙후되어 있어 궤도에 올리기 위해 고심하던 기억이 납니다. 자살

한다. 진정으로 나를 위해주는 곳에서 뜻을 펼치라는 것이다. 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실향민,

학회 이사장도 지냈다.

율도 높았고 지역경제가 좋지 않아 가난한 분들이 많았어요. 장애

동문이 이화 의대의 역사에 남는 굵직한 업적을 이룬 것은 “소꼬

인이나 노인 의료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런 경험이 제 인생에 너

리가 되기보다는 닭대가리가 낫다”는 스승, 선배들의 가르침을 가

자살률이 높은 독거노인을 살피는데

무 큰 플러스 요인이 됐어요.”

슴에 새겼기 때문이다.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윤 동문은 “이대 의료원장 재직 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봉사한

연세 의대 안과학교실 윤진숙 교수가 윤 동문의 딸이다. 윤견일 동

경험이 지역의료에 뛰어든 계기가 되었다”면서 “또 당시 모교 1년

문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모교를 졸업한 것만 해도 뿌듯한데, 연

연천에 가는데 주민들과 막걸리 를 마시며

하지만 윤견일 동문의 경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경기도 연

위인 김현승 선배가 파주의 지방공사 의료원에 재직 중이었는데,

구 등에서 남다른 성과를 내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부녀 세브란

천군 보건의료원장(2011~2016년)을 지낸 것이다. 그는 낙후된 지

봉사정신이 투철한 게 인상적이었다. 김 선배를 본보기 삼아 연천

스인’의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역 병원에서 5년 동안 봉사하며 지역거점병원의 위상을 확립하는

행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윤견일 동문은 “이화 의대에서 일찍 보직을 맡아 오랫동안 공적
을 쌓을 기회를 가졌다”면서 “재임 시 이대 목동병원을 완공했고
마곡 서울병원 설립을 위해 서울시장과 자주 만나는 등 동분서주
하던 기억이 새롭다”고 말했다.

얘기를 나누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데 크게 기여했다. 그가 2016년 퇴임을 결심하자 연천군에서는 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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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를 뚫고...
마스크 쓰고 다진 친선의 장”
제6회 내과총동우회 친선모임 11월 개최

분위기가 넘쳐났다. 미세먼지로 고생한 참석자들을 위해 이상인

이문형(86)-모교내과, 김중영(86)-연세내과

동문이 행운상 선물을 준비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행운상 주인

신현승(86)-신현승내과

공은 최종 순위 18위에 랭크된 신용준(89) 동문의 부인 박효숙 선

박기호(88)-박기호내과의원, 박중원(88)-모교 내과

생에게 돌아갔다.

정준근(88)-정준근내과, 최동훈(88)-모교 내과

이날 영예의 메달리스트는 장양수 모교 의대 학장, 우승은 김성남

신용준(89), 박효숙-연세하나내과(부부)

(91, 김성남내과의원) 동문이 차지했다. 내과총동우회 친선모임

김억(90)-지킴내과, 김성남(91)-김성남내 과의원

은 지난 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2019년 친선모임은 6월

이충렬(95)-연세열린내과

23일(일)과 11월 10일(일)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자 명단]
[참석자 명단]

메달리스트

장양수

니어상

이충렬

이상인(72)-차움의원, 김원중(83)-김원중내과

우 승

김성남

다트리플상

박중원

김용범(83) 위앤장참사랑내과, 장일중(83)-장일중내과

준우승

정준근

롱기스트

김억

다버디상

천상배

행운상

이문형

다보기

신현승

다파상

신용준

장양수(82)-모교 내과, 이은직(84)-모교 내과
최우창(86)-세연투섬내과, 천상배(86)-천내과의원

제6회 내과총동우회 친선모임이 지난 11월 11일(일) 경기도 용인

보일 정도여서 동문들의 비거리에 큰 영향을 미쳐 승부의 분수령

시 양지파인 CC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모임에는 이상인(72년 졸,

이 되었다. 평소보다 실력 발휘를 못한 모 동문은 “날씨만 좋았다

차움의원) 동문을 비롯해 김성남(91년, 김성남내과의원) 동문에

면 메달리스트나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며 ‘날씨 탓’을 하

이르기까지 20명의 세브란스 내과 동문들이 참석해 선후배의 우

기도 했다.

의를 다졌다.

20명 참석자들 모두 마스크로 단단히 무장하고 필드에 나서 처음

이날 친선모임의 최대 장애물은 최악의 미세먼지였다. 앞이 잘 안

에는 얼굴을 못 알아보는 진풍경도 일어났지만 내내 화기애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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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당뇨병의 날 행사”
내분비내과 남지선 교수

“일단 당뇨병 환자가 합병증인 망막병증이 진행되면,치료를 잘 하

하기 어려웠던 각 약제의 장점과 부작용,그리고 어떤 환자들에게

더라도 시력이 잘 회복되지 않고 계속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떠한 약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

정기적으로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리하여 청중에게 전했다.또한, 최근 새롭게 각광 받고 있는 약들에

이어 진행된 강연에서는,내분비내과 강신애 교수가 “집에서 하는

대한 집중 조명과 함께,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또한 세심하게 전달

‘간이 혈당 측정’, 당뇨병 관리에 이용해 보기’라는 제목으로 당뇨

하였다.그는, “수 많은 당뇨 약제들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

병 환자 및 보호자가 자택에서 혈당 측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가는 환자와 주치의가 서로 충분한 상의를 통해 현재 환자의 상태

을 설명 하였다.강신애 교수는 혈당 측정 시 환자가 궁금해 할 만

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당뇨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하

한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 혈당 강하와 함께 당뇨 발생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환자

실수가 발생하여 혈당 측정에 오류가 생기고 실패하는 경우를 예

개개인에 맞는 약을 처방,복용해야 한다.”라고 전하였다.

방할 수 있도록 꼼꼼한 강연을 펼쳤다.강신애 교수는 “어렵지만

강연을 모두 마치고, 강남세브란스병원 당뇨병 교실 및 내분비

포기하지 않고 그날 그날의 혈당 측정 결과를 당뇨 수첩에 적어두

당뇨병 센터 임직원 들은 참석한 청중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

면, 당뇨를 치료하는 데 있어 전문의의 진료에 도움이 될 뿐만 아

하였으며, 더욱 발전하는 의료 서비스로 내분비내과를 내원하는

니라 환자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돌아온다.”라고 전하며 환

환자들에게 만족도 높은 최고의 진료를 제공할 것임을 약속하고

자 스스로의 혈당 측정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강연 이후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직원 탭댄스 동호회 여러분
들의 참여로 멋진 탭댄스 공연이 펼쳐졌다.이성수 흉부외과 교수,
성공제 안과 교수,정진경 진료협력센터 파트장을 포함한 교직원 탭
댄스 동호회 회원들은 뛰어난 기량과 함께 열정적인 탭댄스 공연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강남세브란스병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센터 소장안철우 교수의 개회사

원 내분비내과에서 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주관하

를 시작으로 송우용 원목의 당뇨병 환자를 위한 기도가 이어졌

였다.2018년11월 9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는 ‘당뇨병의

다. 이후,안과 김민 교수가 ‘당뇨병과 눈’이라는 주제로 당뇨병 환자

마지막 강연으로는 내분비내과 김정혜 임상강사가 “당뇨병 약,아

날, 나도 이제 당뇨병 전문가’라는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약

가 자칫 간과하기 쉬운 대표적인 당뇨병의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

는 만큼 보인다!”라는 주제로 현재까지 당뇨병 환자의 치료를 위

180명의 당뇨병에 관심이 있는 환자 및 일반인들이 행사에 참가

망막병증에 대하여 쉽고 간결하게 설명 하였다.김민 교수는 특히

해 개발된 약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전달을 하였다.김정혜 강

하였다.

“당뇨망막병증은 예방과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며

사는 특히 진료실에서 당뇨병 환자 혹은 보호자들에게 모두 전달

12

을 선보여 행사를 참여한 대중들로부터 진심어린 박수 갈채를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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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푸스의 새로운 분류 기준”
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정승민 교수
현대 의학의 모든 영역에서 조기진단은 환자의 예후를 호전시키

새로운 분류 기준은 Hep-2 세포를 이용하는 면역형광검사로 측

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류마티스 영역에서 조기 진단

정한 항핵항체 (antinuclear antibody, ANA)가 1:80 이상일 경우

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 류마티스질환의 분류기준은 의심되

를 진입 기준 (entry criteria)으로 하여 총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는 환자를 조기에 진단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요한 증상이

루푸스로 분류한다. 항목별로 보면 이전에는 없던 발열 (38.3 °C

나 소견에 가중치를 두고 점수화하는 형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상)이 항목에 추가되었고, 임상 소견의 중요도에 따라 2점에서
10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표 1). 또한 하나의 도메인 내에서도 항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인루푸스는자가 항원에 대한 비정상적

목의 중요도에 따라 다른 점수를 부여하였다.

인 자가 항체 생산 및 이에 따른 면역 복합체의 침착으로 인한 염
증 및 장기 손상을 특성으로 한다. 따라서 루푸스의 진단은 자가

2017년 발표되고 난 후 루푸스의 새로운 분류 기준이 아직까지

항체의 검출 및 면역 복합체의 생성으로 인한 보체의 감소, 이로

완전히 공식화되지는 않았으며, 현재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 루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임상 양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푸스의 복잡한 병인 및 임상적인 다양성으로 인해 루푸스 확진

1982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

기준을 찾는다는 것은 아직 어렵겠지만, 면역학에 대한 이해와 이

ogy, ACR)에서 발표된 루푸스 분류 기준[1]과 이후 개정된 1997

를 바탕으로 하는 진단 검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한편으로

년 기준[2]은 수십년간루푸스 환자 진료 및 임상연구에 이용되어

는 세포 및 분자 단위에서 루푸스를 이해하려는 시도도 지속되고

왔다. 그러나 이후 루푸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루

있으며, 이러한 지식의 습득은 추후 임상적으로 루푸스를 분류하

푸스에 대한 분류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

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루푸스를 보다 잘 이해하려는

었고, 2012년 Systemic Lupus International Collaborating Clinics

노력은 현재도 전세계에서 진행 중이다.

[참고문헌]
1. Tan, E.M., et al., The 1982 revised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Arthritis
Rheum, 1982. 25(11): p. 1271-7.

(SLICC) 그룹이 새로운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3]. 2012년 분류
기준은 이전에 비해 루푸스 진단의 민감도를 높이기는 하였으나,

2. Hochberg, M.C., Updating the American College of

특이도에 있어서는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Rheumatology revised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sys-

2012년까지 제시된 분류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각의 항목

temic lupus erythematosus. Arthritis Rheum, 1997. 40(9):

을 단순히 합산함으로써 중요한 증상에 가중치를 두지 못하였기

p. 1725.

때문에 임상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루푸스 환자

3. Petri, M., et al., Derivation and validation of the Systemic Lupus International Collaborating Clinics classifica-

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루푸스

tion criteria for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Arthritis

의 새로운 분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류마티스 학회 (ACR)

Rheum, 2012. 64(8): p. 2677-86.

와 유럽 류마티스 학회 (European League Against Rheumatism,

4. Tedeschi, S.K., et al., Developing and Refining New

EULAR)-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새로운 분류 기

Candidate Criteria for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준의 목적은 어느 정도의 공통성을 갖되, 다양한 소견을 보이는

Classification: A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rthritis
Care Res (Hoboken), 2018. 70(4): p. 571-581.

루푸스 환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면서 최상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 [표 1] 2017년 발표된 루푸스의 새로운 분류 기준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 루푸스의 새로운 분
류 기준이 2017년 미국 류마티스 학회 미팅에서 발표되었다[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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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골다공증 치료제:
RANKL 억제제 (Denosumab)”

제에 비해 매우 뚜렷하였으며, 위약군을데노수맙군으로 전환하

반하여 볼 때, 이상반응 혹은 심각한 부작용은 위약군과 유의한

여 7년간 추가 연장하였을 때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골절률을 유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RANKL 이 면역세포에서도 발

지하였다 (그림 2). 골밀도가 낮거나 (T점수 요추 -3.0 이하, 대퇴

현되어 면역억제로 인한 감염증가의 우려가 있었으나, FREEDOM
연구에서 감염질환 발생이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데노수맙은
신장을 통해 대사되지 않아 신기능 저하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나, 신기능저하 혹은 비타민 D 결핍 환자에서 사
용시 심각한 저칼슘혈증이시판후 조사 및 증례보고를 통해 보고

내분비내과 이유미·홍남기 교수

된 바 있어, 약제 사용시 충분한 칼슘, 비타민 D 보충 병행 및 칼

골다공증은 골강도의 약화로 골절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질환으

이트에 비하여, 데노수맙은 혈관내피세포에서 제거되며 6개월 주

슘 저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세브란스 원내자료로 분석

로,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유병률 및 질병부담이 급속도로 증

기로 가역적인 골재형성 억제를 보인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골재

하였을 때, 추정사구체여과율< 45 ml/min/1.73m2, 루프이뇨제

가하고 있다. 폐경, 노화 및 여러 동반질환에 의한 골량소실을 억

형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해면골에서 장기간 뼈에 잔류하여 보

사용, 약제 시작 시점에서의 낮은 혈청 칼슘 수치가 저칼슘혈증

제하기 위해 비스포스포네이트, 선택적에스트로겐수용체조절제

호효과를 일으키는 비스포스포네이트에 비하여, 데노수맙은 상대

(<8.0 mg/dL)의 유의한 예측인자였다. 골흡수억제제인비스포스포

등이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골대사학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작용

적으로 피질골에 더 강력한, 그러나 가역적인 보호효과를 보인다.

네이트에서 제기되었던 악골괴사 및 비전형대퇴부골절은 FREE-

기전에 기반한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다. 데노수맙 (Denosumab)

데노수맙은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1) 폐경 후 골다공증, 2) 남

DOM 연구에서 10년 추적관찰시5건/10000인년 (person-year), 1

은 파골세포의 증식, 분화,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Re-

성 골다공증, 3) 아로마타제억제제 보조요법 중인 유방암 환자, 4)

건/10000인년 으로 드물게 발생하였으나, 장기치료를 계획할 때

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kB (RANK) ligand (RANKL) 에

안드로겐 박탈요법 중인 전립선암 환자, 5)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비스포스포네이트 사용시와 마찬가지로 악골괴사 위험은 예방을

대한 인간 단일클론항체로, 파골세포에 의한 골흡수를 강력하게

유발 골다공증에서 골절예방효과를 입증하였다. FREEDOM 연구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가역적인 데노수맙의 효과

억제하여 골량을 증가시키는 약제이다. 파골과정에서 성숙한 파

는 나이가 60세 이상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 7868명을 대상으로

를 고려할 때 비스포스포네이트에서의휴약기 개념은 적용되지 않

● [그림 2] Denosumab 의 위약군 대비 척추 및 비척추골절 감소 효과 (FREEDOM 연구; Bone HG et al.,Lancet Diabetes Endocrinol. 2017 Jul;5(7):513-523 에서
변용함)

는다. 오히려, 약제 중단 후 데노수맙으로 인한 골흡수 억제 효과는

골세포에 침투하여 세포자멸사를 유도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방식으로 진행하였고, 36개월동

는 달리, 데노수맙은파골전구세포단계부터 작용하여 성숙 파골세

안 6개월 간격으로 데노수맙 60 mg 을 피하주사 투약하였을 때

부 -2.0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 병력이 있는 30-85세 남성 242명

빠르게 회복되어 이전 골절과거력이 있던 고위험군에서는 약제

포로의 분화, 생존,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그림 1). 뼈에

위약에 비해 척추골절 (68%), 대퇴골절 (40%), 비척추골절 (20%)

에서, 12개월간 데노수맙투여시위약군에 비해 요추에서 4.8%, 대

중단 3-6개월 내 골절위험도가 다시 기저치로 상승, 추가골절 특히

한번 흡수되면 장기간의 반감기로 오래 잔류하는 비스포스포네

모두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특히 대퇴골절의 감소효과가 기존 약

퇴골 전체에세 2.4% 추가 골밀도 증가 효과를 보였다. 유방암으로

다발성 척추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제중단을 고려할 때에

아로마타제억제제를투약받는폐경 후 여성 3420명에서 데노수맙

는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기존 골흡수억제제 투약을 이어서 진행

은위약군에 비해 첫번째 골절 발생 위험도를 50% 감소시켰다. 안

하여 급속한 골흡수진행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드로겐 박탈요법 중인 전립선암 환자 1468 명에서, 데노수맙은위

데노수맙은 강력한 골량증가효과 및 피질골에 대한 보호효과로

약군에 비해 새로운 척추골절을 62%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데

기존 약제로 충분히 골절위험도를 감소시키지 못했던 폐경 후 여

노수맙투여군에서 요추, 대퇴경부, 대퇴부 전체 골밀도의 유의한

성, 남성 골절고위험군 및 아로마타제억제제, 안드로겐 박탈요법

증가가 관찰되었다.795명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복용을 시작하

을 시행받는 유방암, 전립선암환자군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

거나 치료 중인 기존 골다공증성골절력을 가진 50 세 이상 남녀

료제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빈도는 낮지만 신기능저하 및 비타민

에서, 데노수맙은 경구 리제드로네이트 (비스포스포네이트 중 한

D 결핍에서저칼슘혈증 발생, 장기투약시악골괴사, 비전형골절에

종류) 에 비해 치료 12개월 후 척추골밀도 증가에 있어 더 우월한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약제 중단시비스포스포네이트 등 기존 골

효과를 보여주었다. 폐경 후 여성에서 골형성촉진제테리파라타이

흡수억제제 순차투여가 필요하다.

드와 병합 혹은 순차투여할 경우, 데노수맙은 요추 및 대퇴부 골
밀도 증가에 있어 추가적인 이득을 보였다. 다만 테리파라타이드
후 데노수맙은 척추 및 대퇴부 골량증가에 모두 효과적이었던 것
에 반하여, 데노수맙 이후 테리파라타이드 순차투여는 대퇴부 골
밀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순차투여 고려시 주의를 요
한다.
데노수맙은 장기간의 임상연구가 진행된 FREEDOM 연구에 기

● [그림 1] 데노수맙의파골세포억제기전 (Boyle WJ, et al. Nature. 2003;423:337-342에서 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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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힘을 합쳐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골다공증 분야의 태두 임승길 교수 정년퇴임
임승길 교수

비교해서 내과학 교실 발전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가 바탕이 됐

이룩해 낸 것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단지 새로운 약제 출현이 그

습니다. 여기에 대학 관련 자료를 좀 더 모아서 발표를 했는데, 충

분야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끈다는 것을 보고 산학련으로 신약

격파가 대단했습니다. 당시 서 일 의대 학장이 혁신을 강력하게 밀

을 개발하는 일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어붙이고 지훈상 의료원장, 박창일 병원장께서 이를 받아들여서

제제 및 범부처 과제로 스크레로스틴 억제제를 개발하고자 일했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삼성경제연구소의 컨설팅도 받을 수 있었

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내분비내과

그 후 우리 대학의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커다란 도약이 있었던

과장으로 있었던 8년 동안에 마침 골대사 분야의 신규 인력들이

것은 이미 많은 교수님들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원래 행정에

많은 대학에서 필요 하던 때여서, 원영준 김세화 김유미 이시훈 최

내분비학계의 대가로 골다공증, 갑상선, 뇌하수체, 당뇨병 연구

인정도 하지 않으려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서 일 학장 덕택에 행정에 잠깐 발을 담

한석 김경민 박소영 교수 등 여러 제자들을 타 대학 교수 요원으

에 일생을 바친 임승길 교수가 정년을 맞았다. 임 교수는 우리나

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면서 변화의 물결을 함께 만들어 내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의과학과의 교수로 학위를 주었던 조선족

라 골다공증 연구의 태두로 국내 처음으로 골밀도 측정기를 도입

내과학 교실 홍천수

행정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는지도 일부 알게 되었

이송철 안연희 대학원생들이 미국 유수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또

해 진료의 초석을 다졌다. 모교에서 내분비내과 과장, 의과대학 교

교수님이 스위스에

습니다.

빈주의과대학의 내과 주임교수인 김용군 교수와 중국인 장동동

학-연구부학장을 지냈고 대한골다공증학회 회장, 대한남성갱년

다녀오셔서 칸막이

기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대한내분비학회 이사

를 한 아주 작은 실

장, 국제골다공증협회(IOF) 한국대표,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

험실에서 연구를 하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 계셨고, 이현철
교수님이 미국 하바
드대 부속 ‘조스린’

Q 정년을 맞은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에서 연수를 마치
고 돌아오셔서 고군분투를 하시는 정도였습니다. 저도 작은 방 하

A

제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정년퇴임을 직접 맞이하

조교수도 제 제자입니다.

Q 골다공증 연구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Q

A

저는 부학장 이후 대학보다는 제가 일생 동안 배우고 연구

A

스승 허갑범 교수님이 늘 “남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

하는 골대사 관련 학회인 골다공증학회 및 재단에 많은 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용력이 약하고 좁은

간과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초기 기존 학회의 정체성에 크게

나를 얻어서 살림을 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허갑범 교수님이

실망을 하고 새로운 모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기존 학

학장님이 되시고, 연구동을 지으면서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를 박차고 나가 이미 정년을 하신 산부인과의 박기현 교수님을

후배 교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시야로 세상을 보아서, ‘주어진 기회 동안에 더 좋은 인재를 발굴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혼자 있을 때 해 보곤 합니다.

게 되니 새삼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

모셔 불모지와 같은 분야의 연구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이를 다시

난 35년간 제 삶의 주 무대이자 희로애락을 함께 한 연세대학교 의

학회로 만들고 또 재단을 함께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이제 후배 교수들이 제가 못 이룬 의학의 큰 흐름과 변화를 만들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면으로는 저의 돌출된 행동으

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저의 자긍심이 한 층 더 할 수 있도록 정진

로 인해 학회가 양분되고, 오늘날까지 대한골대사학회와 대한골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렇게 ‘자그마한

다공증학회가 상호 경쟁하고 갈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달란트’를 갖고도 무사히 정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학 및

새 병원 본관으로 이사를 한 2005년 이전까지 세브란스 병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으로 봉사하면서는 “From far east to the

교실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의 위상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새 병원 건립을 위해 수년

center of world"를 슬로건 삼아 국제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

간 모든 것이 동결되었지요. 반면에 신설 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다. 되돌아보니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이 가지 않았던 새로

삼성서울병원은 모든 인적 자원 및 재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

운 분야를 개척하고, 뜻을 모아 유능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고 있었습니다. 두 병원의 거듭된 혁신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상

있었던 것은 제게는 큰 축복이었고 행운이었습니다.

Q 부학장을 맡아 의과대학의 도약을 이뤄내셨지요?

과대학 교수직을 끝내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착잡한 심경
에 무엇이라도 잡아 보고픈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는 시작과 끝이 있듯이 사람의 한 평생도 시기마다 한 획을 긋는

A

마무리가 있어야 또 다른 시작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말의 위안
을 가져 봅니다.

Q

교수 부임 당시를 회고해 주십시요.

대적으로 우리 교수들의 패배감과 사기 저하는 말도 못하게 떨어
져 있었습니다.

A

일본 동경대와 미국 하바드대에서 연수하면서 새로운 지식

제가 의과대학의 교학 부학장 및 연구 부학장으로 재직하던 2007

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한국에 돌아가서 보고 듣고 경

년 당시 밖으로 비춰지는 연세 의대의 위상은 초라했습니다. 그 해

험한 것을 토대로 모교에 기여하겠다며 의욕에 넘치던 때가 어제

저는 제주도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수 수양회’에서 우리 대학의 현

같습니다. 그러나 1991년 귀국 당시 모교의 연구 여건은 매우 열악

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획기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

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연구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다. 이런 근간에는 1~2년 전에 내과학 교실의 연구력을 타 대학과
18

Q

수많은 제자들을 육성하셨는데요?

A

모든 교수들이 한결 같이 원하겠지만 저도 교수다운 교수
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 학문적으로 크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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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곳에서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라”
구순(九旬)에도 세브란스 은사 말씀 되새기는 최규식 명예동창회장
최규식(54졸,해정병원)
1930년생으로 구순(九旬)에 접어든 최규식 연세의대 명예동창

최규식 명예회장의 ‘세브란스 사랑’은 동창들 사이에 널리 알려

회장은 오늘도 환자와 마주 한다. 해정의료재단 회장인 최규식 명

져 있다. 연세의대 동창회장을 4번 연임해 8년 동안 맡았고, 연세

예회장은 매일(월~금) 오전 8시부터 낮 12시 반까지 환자를 진료

대학교 법인이사를 12년 동안 역임했다. 사재를 털어 ‘해정 세브란

한다. 1969년 서울 인사동에서 ‘최규식 내과’로 시작해 2013년 현

스 동창상’을 제정해 매년 시상해 오고 있다.

재의 자리(종로구 삼일대로)로 옮겨 개원 50주년을 맞은 지금까

“동창회장을 맡으면서 세브란스를 위해서 애쓴 동창들에게 도움

지 어김없이 환자와 눈을 마주치고 있다.

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한 끝에 상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에게 용기도 북돋우고 싶었지요. 선배로서 도리를
한 것 같고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규식 명예회장은 일생 동안 혼자 힘으로 일군 해정병원을
1992년 법인으로 전환하여 의료법인 해정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것이다. 연세대학교는 최 명예회장의 이

환자들이 끊임없이 저를 찾으니

같은 공적을 기려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도 했다.
최 명예회장은 “병원 재산을 모두 국가에 헌납했으니, 나는 현재

진료를 안 할 수 없어요.

신은 신앙심이 있어서 그런지 참 성실하다”고 말했다.

해정병원의 관리인”이라며 “평생 최선을 다해 일군 재산을 사회에

수십 년 이상 저에게 건강을

해정병원이 한창 성가를 높일 때 같은 세브란스 출신인 차병원

환원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의지하는 단골 환자들을 보다 보면

해정의료재단은 소화기질환 예방 및 치료에서 대학병원 못지않

의 차경섭 선생과 김 안과의 김희수 동창이 의과대학을 만들자 최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 명예회장은 세브란스 시절 우리나라

명예회장도 주변에서 병원 확장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한

소화기학을 개척한 이보영 교수의 지도로 소화기내과를 전공한

다. 하지만 그는 “나는 찾아오는 환자들을 성실하게 돌봐 주는 게

병원이 법인이 됐기 때문에
봉사 정신으로 열심히 봐 주고 있어요.

후 일선 진료에 일생을 바쳤다. 연구 활동도 병행하며 대한소화기

우리 연세의대가 날로 발전하는 것은

의사의 본분으로 생각했다”면서 “병원 확장도 좋지만 오로지 환

병학회장을 역임했다.

구성원 모두 주인의식을

자를 진료하는 게 시작이고 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해정의료재단이 시행한 위, 장내시경 검사는 50만 건

환자 보는 자체가 하나의 봉사이니까...

이 훨씬 넘는다. 요즘도 하루에 30~40 건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

가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다. 대학병원급 시설을 갖춘 데다 워낙 명성이 자자해 내시경 검사

오너가 없어도 봉사 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브란스 후배들에게도 ‘귀한 존재가 되라’는 김

를 위해 지방에서도 해정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가득 찬 사람들이 많으니

명선 박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당나라 선승 임제선사가

“내시경은 대학병원 못지않게 잘 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어요.
현재는 제 아들이 재단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양의대 출신으
최규식 명예회장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세브란스에 입학했다.

최 명예회장은 지금도 세브란스 은사인 김명선 박사의 “어디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한 수주작처(隨主作處, 어느 곳에서든 주인의 마음으로 최선을

잘 되는 것이지요.

다한다)와 의미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최 명예회장은 나이 얘기를 꺼내면 “아직 뭐...”라며 건강을 자신

로 세브란스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펠로우까지 했지요. 나

당시 연희대학교와 통합(1956년)되기 이전이다. 입학할 때 의예과

한다. 매일 진료가 끝나면 헬스클럽에서 사이클 기구를 타며 운동

이가 58세인데 매일 직접 내시경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전문부가 있었는데, 최 회장은 의예과 1회 출신이다. 전문부에

소화기질환 전문병원으로 유명하다 보니 해정의료재단을 거쳐

을 한다. 무리를 하지 않고 쉬어 가며 몸을 움직인다. 최규식 명예

입학했던 동기가 건양대 설립자인 김희수 박사이다. 6.25 한국전

간 세브란스 출신도 많다. 최 명예회장은 “모교 출신과 일하며 서

회장의 가장 큰 건강 비결은 구순(九旬)의 나이에도 환자와 눈을

쟁으로 인해 졸업이 2년 늦어져 1954년에야 졸업장을 받았다.

로 돕고 도움을 받았다”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세브란스 출

마주치며 진료하는 천직(天職)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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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사람들

내과 사람들

“HM(Hospital Medicine)은
환자 안전을 위해 꼭 가야하는 길”

“내과의사 아동병원에 정착하다”

HM 위원회 이끌고 있는 김영삼 위원장
김영삼 교수

최정혜(12졸,소화아동병원)

“Hospital Medicine은 꼭 가야하고, 갈 수밖에 없

의대 교육 프르그램을 도입하더라도 한국의 현

내과의사가 아동병원에 근무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 듯 하다.

는 길입니다. 전공의 감소 등 대내외 여건도 있지만

실에 맞게 조정해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강남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임상강사를 마치고 진로를 고민하던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료의 퀄

이번 교육 프로그램과 주말에 진행하는 워크숍

중, 서울역 근처 소화 아동병원에서 내시경 의사를 뽑는다는 소식

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hospitalist에 대한 투자

은 입원 환자를 케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

을 접하게 되었다. 틈을 내어 면접을 보게 되었으며 병원장님께서

를 확대해야 합니다.”

문에 개원의 동문들의 참석이 요망된다.

는 “현재 검진센터를 5대 암검진센터로 확장하려 한다. 내시경실

내과학교실 Hospital Medicine(HM) 위원회를 이

“통합내과는 지금처럼 그대로 hospitalist를 운

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내시경 의사가 필요하다. 병원에서는 검진

끌고 있는 김영삼 위원장(호흡기내과 교수)은 “전

영하고, 내과의 각 분과별로 hospitalist 병동을

센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한 모두가 갖

공의 특별법, 전공의 수련기간 3년제 시행 등 최근 의료 환경이 급

만들어 정착이 되면 ‘Hospital Medicine 과’의 창설을 검토하는 등

추어 진 곳이 아닌 새로 설비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러한 곳

변하고 있다”면서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숫자가 줄어드

현재 HM 위원회가 여러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궁극적으

에 과감하게 도전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아동병원에서의 근무가

는 만큼,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 치료의 퀄러티를 높이기 위

로는 센터 급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센터 소속으

시작되었다.

해서는 hospitalis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 내과부를 포함해 각 분과의 hospitalist가 다 들어가고, 센터가

첫 출근을 하고 휑한 공간에서 준비를 해 나가려 하니 모든 것

성과 등을 인정받아 재개하게 되었다. 기간중에 내시경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교육 및 운영도 담당해 환자 진료의 퀄러티를 유지하

이 막연하기만 하였다. 진료와 술기에만 집중하던 대학병원 생활

없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구조조정 덕분에 병원의 운영

는 게 목표입니다.”

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공간을 리모델링 해야 하였고, 필요한

은 안정화가 이루어 졌다.

전공의들은 이제 피교육자 입장으로 돌아가고 병동의 환자 케어
는 hospitalist가 맡는 게 현실적이다. 미국은 이미 HM이 정착이
됐고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를 받아들이고 있다. 국내의 다른 병원

이 과정에서 결국 인력과 비용의 문제가 고민일 수밖에 없다. 하

장비를 구입해야 하였으며,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사 건건 아이디

특이점은 아동병원에 근무하면서 소아 내시경 케이스를 강사생

에서도 단순히 전공의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과 치료의

지만 병원과 의료원 차원에서도 Hospital Medicine을 활성화시키

어를 내고 시행해야 하였다.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

활을 할 때보다 흔하게 접한다는 것이다. 아동병원에서 아동을 대

질을 높이기 위해 hospitalist를 고용하고 있다.

겠다는 의지가 강해 충분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과부

았을 때, 또한 그러지 못하여 시행착오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

상으로 내시경을 한다고 하니 내시경 검사를 원하는 소아 환자의

내과학교실(주임교수 이은직)은 이러한 의료계의 변화에 발 빠

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hospitalist를 많이 채용할 계획이다. 최근

하면 어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두렵기 조차 하였다.

부모님들이 종종 연락을 주신다. 심지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내

르게 대처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내 Hospital Medicine을 선도하

환자 안전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다른 병원에서도 이에

다행히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병

시경을 위해 찾아온 친구도 있었다. 진료 사례로는 스트레스성 위

고 있는 코넬 의대와 MOU를 맺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대안이 바로 Hospital Medicine이라

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직원분들이, 외부적으로는 강남 세브란

염이 심한 초등학생 아이가 위 내시경을 하고 증상이 호전되거나

는 것이다.

스내시경실과 연대 내과 서북부 모임의 여러 선생님들과 서울역

또한 대변잠혈검사 양성으로 대장 내시경을 해서 대장암을 진단

세브란스체크업 등에서 큰 도움을 주셨으며, 차츰 모습을 갖추어

하고 조기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많은 경우가 있었으며 적절한

나갔다.

조치가 되고 증세가 호전되었을 때에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20년 전에 겪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Hospital Medicine이 발전한 계기가 되었

김영삼 위원장은 “우리 대학의 hospitalist는 독립된 교수 대우는

습니다. 코넬 의대에는 현재 80여 명의 hospitalist가 활동 중이고

물론 임금 인상 및 사학연금 가입 등 처우 개선도 이미 이뤄진 상

모두 우수한 인력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clinical scholars program

태”라고 말했다. 그는 “직업 안정성 문제는 거의 해결되어 우려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2개월 여만에 5대 암

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 온 듯 하다. 내과의사가 아무

을 운영하면서 우수 인재들을 끌어 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만한 사안은 아니고 포지티브 인센티브나 교육, 연수 기회는 더 많

검진을 갖춘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개소와 더불어 할 일은 내시

것도 없었던 건물에서 시작하여 준비하고 또한 병원 경영의 어려

도 내년부터 2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으로, 현재 한창

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 뿐만 아니라 내과 의사로서 외래 검진도 겸해야 하였다. 첫 내

운 한 때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동안 도움주신 모든 분들게

김 위원장은 “우리가 설계하는 Hospital Medicine은 다른 교수

시경 케이스는 개소 일주일 뒤였으며 안전하게 케이스를 마무리

감사드리며, 시작에서부터 1년여의 기간이 지난 지금에서는 찾아

내년 3월부터 코넬 의대 강사들이 연세 의대를 방문해 1년에 4

들의 자문은 받지만,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닌 독립된 교수로서

하고는 참으로 뿌듯하였다. 안전 최우선으로 차곡차곡 케이스를

오는 환자분들에게 더욱 많은 만족을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또한

번, 4주 동안 HM 교육을 실시한다. hospitalist 에게 가장 필요한 커

hospitalist 스스로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이라며 “결국 Hospital

쌓아가며 입지를 굳혀가던 중, 고비도 있었다. 아동병원 특유의 적

소화 아동병원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랄 뿐이다.

리큘럼을 마련해 주중 5일 내내 강의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교

Medicine의 성공 여부는 우수 인력 확보가 관건인데 우리 대학의

자운영이 누적되어 경영난이 찾아왔다.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건

육 기간이 2개월이나 되고 밀도 있는 교육으로 정평이 나 있어 우

강사, 개원의들 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기

물매각이 있었으며, 다행히도내시경실은검진센터의 성장과 흑자

수 인력들의 hospitalist 지원이 줄을 잇고 있다. HM 위원회는 코넬

대한다”고 말했다.

실무 작업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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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단신

“연세의대-코넬의대
Hospital Medicine 심포지엄”

[3-4일차] 컨퍼런스 ; The Impact of Hospitalists on Improving Patient Care

[5일차] 연세-Weill CornellHospital Medicine symposium

Yonsei & Weill-Cornell Hospital Medicine Symposium
통합내과 신동호 교수

[2일차-1] 세브란스병원 방문

지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뉴욕의코넬의대 Hospital Medicine 팀이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하여 통합내과와 함께 Joint meeting과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연세의대와 코넬의대

가 교환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

한국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를 짚어보고,미국의 제도와

면서계획되었고, 여기에 Hospital Medicine 팀도 같이 병원을 방

경험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외부 병원에

문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오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준

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많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되었습니다.
5일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
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Hospital Medicine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코넬의대 참여자]

통합내과의 하루 일과에 코넬 Hospital Medicine 팀이 합류하였

우리로서는, 코넬의 경험과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

• 학장단 ; Augustine Choi (학장), Michael Stewart (부학장)

습니다. 매일 아침 진행되는 mini-conference에서는 acute chol-

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민이 코넬의 20년전의 고민과 비슷하다는

• 코넬의대 Hospital Medicine 팀; Arthur Evans (Chief of Hospi-

ecystitis와 acute myocardial infarction이 함께 진단되었던 증례

사실은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2019년에도 다양한 교환행사를 마

tal Medicine), Justin Choi, Jennifer Lee, Aram Kim

[1일차 Hospital Medicine Leader Group Meeting

를 리뷰하였습니다.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토론과 함께, 다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2일간 진행된 컨퍼런

련키로 약속하면서아쉬운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가진 환자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조정자로

스에서, 미국과 코넬의대의 Hospital Medicine 역사를 간략히 살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장양

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조명되었습니다. 병동 회진

펴보고, 현재 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진

수 학장님,이은직 내과부장님, 김영삼 Hospital Medicine 위원장

까지 함께 한코넬팀은 세브란스병원 내과의 진료와 토론 수준이

료와 교육, 연구, QI 뿐 아니라 work-life balance까지 의사들을 돕

님, 그리고 음지에서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높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는 다양한 시스템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2일차-2] 연세의대 – 코넬의대 교환프로그램 양해각서 (MOU)

[4일차-2] 전공의와의 저녁 식사

국내 6개 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Hospitalist)들이 코넬 Hospital
Medicine 팀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넬 Hospital Medicine의 경험을 들으면서, 현재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직면한 과제들

코넬의 젊은 Hospitalist들과 내과전공의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조언

연세의대와 코넬의대가 앞으로 지속적인 교환프로그램을 가질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직은 Hospitalist가 생소한 전공의들이 미국

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것을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의 젊은 Hospitalist들의 경험과 고민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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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내과학교실

1930년대 내과 담당 교수진의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930년대 내과 담당 교수진의 변동 사항

1931

1933

1934

1935

1939

S.H. Martin 1940년 교수
조동수 1931-1932년 조수

양원철 1939-1940년 조수
윤형로 1933-1938년 조수
이중철 1938-1940년 내과 강사

● 마틴

● 기흉기(pneumothorax apparatus)는 현재 연세의학박물관에 기증되어 있음.

인한 입원 환자를 위한 격리 병동 개념의 병실을 구상하기도 했

모이게 되었다. 또 그가 사용한 기흉법에 의한 128례의 치료 가

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브란스 출신

다. 세브란스항결핵학회의 회장을 맡은 것도 이러한 그의 관심과

운데 약 28%는 완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결핵 병동

의 내과학 교수진 다수가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오한영, 이

무관하지 않았다. 이 시기 결핵환자의 치료는 인공기흉기가 이

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흉법에 의한 치료가 활발하게 이뤄졌

용설, 최재유, 조동수 등이 이에 해당했다. 이처럼 갑자기 많은

용되었다. 1927~1930년 당시 내과에는 평균 30~50명의 입원 환

다. 내과에서는 격리 병동을 통해 전염성 질환과 결핵환자를 관

교수진이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진료와 수업에 공백이 생겼고,

자가 있었고, 일반 외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마틴이 결핵

리했다. 이에 따라 과의 외형이 더욱 확장되었고, 마침내 내과는

이 때문에 경성제대 출신 교수들이 충원된 것이다.

진료를 담당했다. 1930년 당시 내과의 외래 환자는 총 1만8,332

세 분야로 직무를 분담하기에 이르렀다. 의학과 간호학과 학생

이와 같은 각고의 노력 끝에 세브란스의전은 1934년 4월 정식

명에 달했고, 입원 환자는 약 2,57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0%

들에 대한 교육, 선교단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건강 상담 및

으로 일본 문부성의 인가를 취득하게 되었고, 세브란스의전 출

정도가 결핵환자로 추정되었다.

진료, 무료 및 유료 진료에 따른 외래 진료실과 입원 환자들의

신은 한반도, 만주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개업을 할 수 있게 되었

관리 운영이 그것이다.

다. 또 세브란스 내과학교실의 주임교수도 일본 내과학회의 평의

학생의 지도는 파운드와 오한영 등이 담당했다. 파운드는 임상

시야마(紫山義雄) 1934-1935년 외부 강사,
김동익 1934-1935년 외부 강사

한용표 1935-1936년 조수, 1939-1940년 내과 강사
곽인성 1936-1940년 조수
최용주 1935-1936년 내과 부수
1936 이철영 1939-1940년 조수
1937 최억일 1939-1940년 조수

실습 시 학생들이 마틴과 함께 결핵환자의 무료진료에 참여하도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적 현상으로 경성제대 출신의 의사들

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내과학교실의 교수 장경이 평

록 했다. 또 학생들이 반드시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소

이 교수진으로 충원되었다는 점이다. 1933년에는 한용표가 부

의원의 자격으로 일본 내과학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1942년에는

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에서실습을 하게 했고, 실습 종료 시 시

임해 마틴과 함께 호흡학 강의를 담당했고 1934년에는 기존의

일본 내과학회가 주관하는 학회가 경성제대에서 개최되었는데

험을 치르게 하자는 제안도 했다.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이 임상

마틴, 파운드, 오한영 외에 김동익, 윤형로 등이 합류해 외래 진

이때 세브란스의 교수 한용표가 축하 강연을 맡았다. 이는 교수

실습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염려한 조치였다.

료를 실시했다. 이어서 경성제대에서 신경과를 전공하던 장경이

개인의 탁월한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세브란스의전

새로 부임함(1939년)에 따라 내과교실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되

의 강화된 위상을 바탕으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었다.

일본 정부의 인가를 받는 방식에 의한 것이기는 했으나 의미는

1930년에서 1931년 사이 내과 교수진은 마틴, 파운드, 오한영,
심호섭 등 총 4명이었다. 이들은 강의와 진료를분담했는데 한 학

백행인 1939-1940년 부수
설규동 1939-1940년 부수
유병서 1939-1940년 조수

기에 심호섭은 2학년 82시간, 4학년 84시간의 강의를 맡았고 오

이는 세브란스의전이 일본 문부성의 인가를 받기 위한 자구책

남달랐다.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 육성된 경성제대

한영은 2학년 62시간, 4학년 30시간, 간호사 15시간 강의를 했

이었다. 당시 세브란스의전은 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기관이었기

와 달리 세브란스는 일제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간섭과 행정적인

다. 노먼은 2학년 30시간, 3학년 18시간, 4학년 10시간, 그리고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의사 자격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

규제와 차별을 극복하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얻어낸 합당한 결과

매주 3시간씩의 영어 강의도 맡았다. 마틴은 결핵에 대한 강의 4

본 중앙정부인 문부성의 인가를 취득한 것은 아니었다. 세브란

였기 때문이다.

시간을 맡았다.

스의전 출신은 총독부에서 주관하는 의사시험은 면제 받았지

1934년 심호섭이 퇴직하고 마틴이 잠시 유럽 연수를 떠나게 되

만, 그들이 개업이 가능한 지역은 조선과 만주에 국한되었다. 세

1926년 캐나다 출신의 마틴이 부임하고, 1929년에는 파운드가

면서 내과의 운영과 진료는 파운드가 전담하게 되었다. 다행히

브란스의전에서는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문부성이 설정

합류하며 심호섭, 오한영 등과 함께 내과의 실적을 이전보다 향

심호섭은 강사의 신분으로 주당 2시간의 강의를 맡아 했고, 오

한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구비해야만 했다. 문부성에서 요구

상시켰다. 각 교수진이 외래 진료를 분담해 진료 실적도 개선되

한영은 계속 남아 내과의 일을 보았다. 마틴의 결핵에 대한 특

한 기준은 학교의 교수진이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학위 소지자

었다. 특히 마틴은 결핵 강의와 진료에 주력했다. 그는 결핵으로

별한 관심 덕분에 1931년에는 무려 700명이나 되는 결핵환자가

나 일본의 국립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이들로 구성되어야 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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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틴의 결핵환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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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기

내과 사람들

We don’t just practice medicine.
We change it.
혈액내과 김유리 교수
“그럼 이제 센트럴파크에서 스타벅스커피를 들고 조깅하는 거
야?”
뉴욕,하면 센트럴파크에서 산책하며 커피 한잔은 해야할 것 같은
기대와는 달리 저의 연수는 M3 morphology를 미처 눈에 바르지
못한채 혈액학시험지를 받아든 학생의 심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시작되어 버린 연수는 스케줄이 꼬이다 못해 급기
야는 월요일 비자인터뷰, 수요일 비자수령, 토요일 출국이라는 극
단적인 일정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뉴욕공항에 도착한 순간, 시차
적응이 안되어 ‘생각’이란걸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
일 저녁은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잠은 어떻게 자야하는건
지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에 맞닥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이불이없어 은박지를 깔고잤다는 무용담이 남의 얘기가 아니
었습니다. 천만 다행히 먼저 정착하신 김승업 선생님께서 집과 차
를 구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 각종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할수 있도
록 도와주신 데다 한림대 석기태 선생님을 통해 이불, 수건, 심지어
우산에 비누, 옷걸이 까지 챙겨주신 덕에 응급상황을 무사히 넘길

뮤지컬들, 몇번을 가도 다 볼수가 없었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교

day 였는데, 우리나라의 경건한 현충일과 달리 각종 이벤트와 세일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연구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생활력도 대

과서에서 본작품들이 다 모여있는 듯한 뉴욕현대미술관, 건물자체

등으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하이라이트인 퍼레이드에는 전사자들

단하셔서 부럽기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생활 팁 및 여행지

가 예술인 구겐하임, 동물들이 발앞에서 돌아다니는 브롱스동물

의 이름을 써놓고, 그가족들이 주인공이되어 진행되는데 국가가 잊

와 동선까지 알려주신 덕에 연수와서 마저 족보를 따라 살았던것

원, 끝내 뛰어보지 못한 센트럴파크, 막상 가보면 도대체 뭘보러 온

지않고 있다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

같습니다.

건지 알 수가 없는 타임스퀘어 등.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고나니 무섭도록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문화는 그들의

맨하탄은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길지않은 역사와 넓은땅, 많은 자원에서 기인한 것일테고, 우리처럼

제가 있었던 곳은 맨하탄에 있는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림프종에
대한 전임상시험을 하는 Owen A O’connor 의 LAB 이었습니다. 실

뉴욕 연수생활은 볼거리 만큼이나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남겼습

또다른 역사와 부족한 자원으로 살아온 나라에서는 우리가 살아

험실이 있는 P& S 빌딩 곳곳에는 “We don't just practice medicine.

니다. “be proud to be you” 아이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정문에 붙

온 방식이 최선이었겠지만, 그동안 너무 생각없이 바쁘기만 했던 것

We change it” 이라는 커다란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었는데, 볼때

가 하면, 가장 촉망받던 포닥은 어느날 갑자기 돈을 벌겠다며 실험

어 있던 문구입니다. 한국에서 다니던 학교에는 교문에 “착하고, 슬

은 아닌지, 주위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지냈던 것은 아닌

마다 ‘잘났어, 정말!’ 이란 생각을 들게 하는 자신감 넘치는 문구였

실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모든 미국인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기롭고, 튼튼하게”라는 큰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어, 왠지 가슴답답

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이었습니다.

습니다. 그 자신감에 걸맞게 다른 쪽 벽에 걸린 플래카드는 노벨상

그들의 삶 또한 보이는 것처럼 유쾌한 것만은 아닌것 같았습니다.

한 목표를 설정해 주었다면, 미국에서는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

2년간 긴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병원 갈일이 없기를, 경찰에게 티

수상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실의 분위기는 기대와 달리(?!)서

실험실은 uptown 할렘가 옆에 있지만, midtown 에 위치한 외래

가 아닌 현재임을 강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호를 지켜 길

켓 받을 일이없기를 바라며 보낸 시간들이 지나고 인천공항에 도착

울과 비슷했는데, 여름휴가를 다녀온 후 출근한 첫날, 새로운 데이

는 앞에는 라디오시티, 옆에는 록펠러센터가 있어 늘 관광 온 듯 했

을 건너는 건 관광객 밖에 없다는 맨하탄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

했을 때의 안도감이란… 인생에서 또 하나의 큰산을 넘은 것 같습

터가 없냐는 물음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MD 들은 항상 grant

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그 유명하다는 록펠러센터의 트리를 병원

보도에 서있으면 알아서 차들이 먼저 멈추는 것은 끝까지 적응을

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작은 기대를 안고 다시 하루를 시작합

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항상 대화는 기승전 ‘grant’ 였고, 연

을 오가며 보는 호사를 누릴수 있었습니다. 링컨센터의 각종이벤트

못한,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벌금이 너무 많기 때

니다. 언젠가 적당한 어느날, 커피 한잔 들고 센트럴파크를 걸어볼

구원들은 주말에 레스토랑이나 다른 LAB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들과 오페라, 지루할 때 실험실에서 빠져나와 보았던 브로드웨이의

문이라는걸 알았지만 말입니다.). 기억에 오래남는 것은 Memorial

날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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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단신

강남소식

의료원 교육·진료 향상에 최선
의국장 하현수
안녕하십니까, 진료 및 연구에 있어 국내 의료계를 넘어 세계를 향하는 선배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전공의 생활을 하였고, 금년 의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께 인사말씀 드

“강남세브란스병원
내과 발전 세미나”
환자와 의사 모두가 행복한 강남세브란스가 되기위하여……

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의영 교수

올해는 전공의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로서, 전공의 80시간 수련이 시행되면서 전공의
들의 수련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은 내과가 4년제에서 3년제로 변경되면서 4년
제 마지막 연차와, 3년제의 첫 연차가 함께 졸국을 하는 해로서, 두 연차가 함께 전문의 시험을 준
비하게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강조되는 Hospital medicine에 대하여 의국 내에서도 다
양한 변화와 도전을 앞둔 상태입니다.
내과학 교실 및 세브란스 내과를 위하여 저는 제 임기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햇살이 따뜻한 9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 강남세브란스병원 내과 교수, 전임의 와 전공의 선생님들 모두 잠시
병원을 벗어나 서초동 중외제약 세미나실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금번 강남 내과 발전 세미나의 주제는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내과의국장으로서 의국원들의 교육 및 업무수행을

수련과정 3년제로 인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환자 진료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해 외

보조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전공의들이 3년제로

부의 경험과 우리의 의견을 교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진행순서는 이동기 내과 부장님과 이은직 주임교

바뀌더라도 양질의 수련 및 내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내과 전공의들의 불필요

수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며, 1부에서는 입원전담의 및 전공의 3년제의 상호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한 일들을 줄이고, 학술 활동 및 술기 수련 등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

교수님들이 발제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경화 교수의 타 병원 입원전담의 사례 및 강신애

겠습니다. 셋째, 진료 및 수련에 있어 전공의를 교육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각 과의 교수님들

교수의 전공의 로테이션 및 당직 시스템 운영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제도하에서 주 80시간내 근무 및

을 최선을 다해 보조하여 내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의국장으로 추대하여 준 의국원들에게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연속 당직금지 조항들을 지켜내기 위한 교수님들간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주말 진료의
공백이 발생할수 밖에 없다는 어려움도 있음을 모두가 인지하였지만, 결론으로는 당직간의 정확하고 책임 있
는 인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환자진료를 해야 함을 공감하였고, 강신애 수련위원장도 이에 대한 강남 자체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박승교 교수는 현 한국에서의 입원전담의 운영상황 및 성공적인 시범사
업을 하고 있는 우리병원을 다른 병원들이 벤치 마킹을 한다는 자랑스런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지

‘내과 3년제’ 성공위해 노력

로 우리병원은 입원전담의 운영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내년부터는 신입 전공의를 1명더 선발할 수 있게 되
어 9명의 1년차를 선발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였습니다. 2부에서는 교수들과 전공의 모두
참여하는 회의였으며, 의국장의 현 강남세브란습병원의 수련 환경 및 건의사항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김창오

부의국장 이찬호

교수의 세브란스병원의 개선 사례를 듣고, 윤영원 교수 및 강신애 교수의 강남 수련 환경 개선안을 발표하였
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중의 하나인 이우석 기획실장님의 발표에서는 병원의 공간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내

안녕하십니까, 거창한 수식어가 붙은 직함을 갖게 되어 조금 쑥스러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2018년 11월 현재 신장내과에서 근무 중인 2년차 이찬호입니다.
저희 연차는 내과를 3년제로 마치게 될 첫 연차입니다. 4년에 하던 과정을 3년 안에 해야 해서

과 수련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논의된 내용
이 모두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서로가 어려움을 공유하고 같은 방향으로

당장 내년에는 대한내과학회 및 보드리뷰에 선배들과 함께 참석해야 하고, 연구와 초록도 일찍부

노력하는 게 중요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주임교수님과 함께 모처럼 내과전공의 와 교수들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있었으며, 평소에 하지 못한

격변하는 제도에 우리 의국과 교실이 적응하는 과정을 돕고자 2년차(2019년 3년차) 대표로서
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랫 연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제도에 맞는 아

소통의 자리를 2차 뒤풀이까지 하면서 가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동지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소
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디어를 제시해서, 의국장을 도와 ‘내과 3년제’의 성공적인 첫 걸음을 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 앞에는 어떤 기회가 놓여있을까요? 치프를 하지 않은 연차를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가 어떠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저, 3년을 근무하고 전문의가 되더
라도 내과 전문의로서, 세브란스 출신으로서 모자람이 없는 의사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앞으로 이어서 부의국장을 할 다른 2명의 동기와 함께, 선후배를 도와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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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식

섹션뉴스

용인세브란스 소화기내과

분과별 소식

용인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열심으로 진료하는
용인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소화기내과
●

 018.10.12 <췌장암 극복의 날> 대국민 건강강좌 (대한소화기암학회/헬스조선, 은명대강당)
2
소화기내과 송시영 교수, 방승민 교수 연자로 참여하였다.

●

 018.11.02 제10회 베체트 환우와 가족을 위한 세미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
2
소화기내과 천재희 교수 연자로 참여하였다.
2018.11.02 소화기내과 김도영 교수, 채널A ‘나는 몸신이다’ 프로그램 출연하였다.
2018.11.02 대한간학회 제7회 임상연구방법론 워크숍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유일한홀)
2018.12.07 소화기내과 이용찬 교수, EBS ‘명의’ 프로그램 출연하였다.

용인세브란스 소화기내과는 문병수, 이세준, 김자경, 임현철, 이
승우 등 5명의 교원이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임상 강
사 및 전담 전공의가 없는 부족한 환경이지만, 교원 및외래 및 내
시경실 직원들의 노력과 협력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00병상 내
외의 중소 병원임에도 매년 위내시경 10,000 건 이상,대장내시경
2,000 건 이상, 췌담도내시경 및 내시경 절제술 각각 50 개 이상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수 선생님께서는 올해 퇴임식 이후에도 소화기 내과의 유지
와 관리를 위하여 이전과 다름없이 지속적으로 근무 중 입니다.
환자 진료뿐 아니라 용인세브란스 병원의 어른으로서 병원 관리

●

에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고 계시며, 의료 선교 활동에도 열

●
●

정적이십니다.
작년부터 부임하신 이세준 교수님은 용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췌
담관 관련 질환에 대한 진료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있으며, 용인 세브란스 소화기내과의 리더로서 진료와 내시경실의

위원으로 변비, 소화불량증, 과민성대장증후군, 헬리코박터 치료

나아갈 길에 대하여 병원장님 및 각 과장님들과의 협력에 솔선수

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교수는 췌담도 및 소화기계 항암화학 치료, 치료 내시경

범해 주시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조종위원

분야를 중심으로 진료 및 연구에 매진하며 교내 외 활동을 하고

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도영 교수 채널A 출연 당시 화면

● 이용판 교수 EBS 출연 당시 화면

있습니다.

김자경 교수님은 올해 부임하셔서 간질환에 대한 진료에 열정을
가지고 근무해주시면서 간질환 환자들의 외래 방문이 더욱 활성

인력, 시설, 투자 등에서 부족함이 있고, 타과와의 협진에서다소

화되고 있습니다. “간의 날” 같은 원내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 건강

어려움들이 있지만,강남세브란스 등 연세의료원에서 많은 도움을

강좌에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계시며, 용인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늘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진

에 대한 정보를 지역민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C형

심으로 협력하며 일하는 것이 용인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의

간염에 대한 새로운 약제 치료에 대한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최대 장점이며, 병원 이전 등 변화하는 의료 환경을 앞두고 있는

두고 진료에 임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용인시뿐 아니라 주변 도시

상황에서 용인 지역의 소화기내과의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

들에서도 C형 간염 치료와 상담을 위하여 꾸준하게 외래를 방문

도록 하겠습니다.

●

●

●

 018.10.19 소화기 내시경실 워크
2
샵 (치과대학 7층 강당)
2018.11.19 소화기내시경실 송년
회 (마포 보노보노)
2018.11.23 2018년 상반기 신환
초진 환자 우수 부문 수상

하고 계십니다.
임현철 교수는 내시경 시술 및 위장관 관련 질환들에 대하여 용
인에서 10여년간 환자들 진료와 치료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병원내에서검진센터 운영위원으로 건강검진 홍보 및 유치에 대하
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소화기 기능성질환 진료지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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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내과
●	2018년 9월 8-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1박 2일 일정으로 호흡기내과 다기관 합동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

다.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하여강남세브란스병원,원주기독세브란스병원,일산병원,아주대병원,고려대병원,그리고 인
하대병원 내 연세의대 호흡기내과 출신 구성원들이 모여 기관별 공동연구 제안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다.

●
●

●

 018.9.9. 심초음파실과심장혈관병원 강당에서 심초음파 Hands-on 워크숍이 열렸다.본 행사에서는 심장초음파에
2
대한 강의와 정상 및 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증례에 대해 직접 핸즈온으로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는 워
크숍으로 매회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2018.9.20. 박희남 교수가 2018년 내과계 최우수 진료협력우수교수로 수상을 받았다.
2018.10.12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심장학회 제 62차 추계학술대회에서장양수 교수가 피인용지수우수상, 홍
명기 교수가 학술상, 정보영 교수가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이외에도 차정준 강사가 젊은연구자상을,하재형 전
공의가 전공의 어워드 2등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수상 소식이 있었다.
2018.10.19-20. 심장혈관병원 3층 강당에서심부전 교육 프로그램(Heart failurepreceptorshipprogram)이 열렸다.본
심포지움은 심부전 치료에서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진화된 의료를 제공하는 선도 센터들의 시스템과 노하우
를 공유해 국가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 프로그램이다.

●	2018년 11월 4일 세호회 가을 산행이 청계산에서 있었다.세호회 소속 교수,강사들이 함께 등산을 하며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2018년 11월 8일 김은영 교수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주최 제126차 추계학술대회에서 폐암학술상을 수상하였다.
●

 018.11.2 심장혈관병원 3층 강당에서 심장내과가 주최하는‘마르판증후군 환자와 가족을 위한 건강강좌’가 열렸
2
다.두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심장내과 외에 심장혈관외과,소아심장과, 안과, 정형외과 등의 여려 소
속 교수진들이 나서 질환정보와 치료법,생활 습관 관리에 대한 강의와 질의문답 시간을 통해 질환에 대한 궁금증
을 해결하고 질환 관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018.11.2. 세브란스 본관 우리라운지에서제7회 폐고혈압의 날 행사가 열렸다.이번 행사는 개방된 공간에서 토크
2
콘서트 형식으로 개최되어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개최되었고, 폐고혈압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들이 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질환 관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18.11.23. 워커힐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심장내과 심초음파실 주최로 2ndDiastolic stress echocardiography symposium이 열렸다.본 심포지움은 이완기운동부하심초음파 2000례 달성을 축하하며 개최된 첫번째심포지움에 뒤
이어 update된 지식을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개최되었고, 국내외 여러 이완기운동부하심초음
파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깊은 토론을 갖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2018.11.25.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심초음파학회 제 45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자연 강사가 젊은연구자상을
수상하였다.
2018.11. 심장내과가 2018년 상반기 우수임상부서 (진료협력부분)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심장내과
●

●

●

 018.9.1. 강석민 교수가 연구부원장 및 임상연구관리실장,하종원 교수가 대외협력처장,고영국 교수가 심장혈관병
2
원 진료부장,김중선 교수가 의과학연구처 산학융복합의료센터 2부 소장으로 신임 보직 발령을 받았다.
2018.9.1. 최동훈 교수가 심장혈관병원 원장 및심혈관연구소장, 장혁재 교수가 의료정보실장으로 유임 보직 발령
을 받았다.
2018.9.4-7. 박희남 교수,홍그루 교수,김중선 교수가 카자흐스탄 아스티나 국립심장센터를 방문하여 환자의뢰 시스
템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술기시연과 무료 진료활동을 펼쳤으며,양 병원간의 인적 및 연구교
류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또한,카자흐스탄 알파라비 국립대에서는 심초음파검사를 겸한 현지
환자 무료진료를 했고,알마티 심장센터에서는 현지 심방세동 및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 강의와 더불어 최
신 전극도자술과 중재시술을 직접 시연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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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내과
●

2018.11.22 서울 힐튼호텔에서 세혈회 모임을 가졌다.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60thASHannualmeeting에 민유홍 교수, 장지은 조교수, 정해림 임
상연구조교수가 참석하였다. 장지은 조교수가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signaling comprises a G9a inhibitor tolerance pathway and PERK inhibition increases anti-eukemia activity of G9a inhibitor in leukemia cells and
leukemia stem-like cells’ 외 2편을, 정해림 임상연구조교수가 ‘Recovery of specific subsets of natural killer and T
cells highly associated with graft-versus-host disease after haploidentical stem cell transplantation in acute leukemia’ 을 주제로 포스터 발표 하였다.

●	2018.11.30-12.04

수, 최은아 강사, 고희동 전공의가 참석하였다. 조병철 교수는 「JNJ61186372 (JNJ-372), an EGFR-cMET Bispecific Antibody, in Advanced
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An Update on Phase 1 Results」로,
김건민 교수는 「Baseline lymphocyte counts predict distant recurrence
in early breast cancer」로, 범승훈 교수는 「Phase 2 study of Pemetrexed
and Erlotinib for Metastatic Colorectal Cancer Refractory to Standard
Chemotherapy」로, 홍민희 교수는 「Molecular landscape of osimertinib
resistance revealed by targeted panel sequencing and patient-derived cancer models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patients.」, 「Tumor-infiltrating CD3+ lymphocytes and ICOS+ T-cells predict a favorable survival in resected
esophageal squamous cell carcinoma」로, 최은아 강사는 「Programmed cell death ligand 1 expression and CD8
positive lymphocytes in stage III non-small cell lung cancer after neo adjuvant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and
their relation with prognosis」로 Poster Display Session에 참여하였으며, 조병철 교수는 「M7824 (MSB0011359C),

종양내과

a bifunctional fusion protein targeting PD-L1 and TGF-β, in patients (pts) with advanced SCCHN: results from a
phase 1 cohort」, 「Phase 1 Study of the CTLA-4 Inhibitor MK-1308 in Combination With Pembrolizumab in Pa-

●	9월 5일 암병원 지하2층 세미나실에서 『종양내

과 외래 환자 1만명 돌파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연세암병원이 새로 문을 연 2014년 월평균 외
래 환자 수는 6,619명, 2015년 7,578명, 2016년
8,203명, 2017년 8,833명으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올해 7월에는 10,305명으로, 1
만명을 돌파하였다. 종양내과는 교원 1인당 월
평균 838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 대비 210% 증가한 수치이다. 부족한 교
원 인력에도 불구하고 종양내과는 최상의 항암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
며, 연세의료원 최초로 호스피탈리스트를 도입하여 입원환자의 증가, 전공의 숫자의 감소, 환자들의 전문 진료에
요구에 대응하는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9월 8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개최된 『2018년도 2차 구강암 증례토론회 및 구강암 테마연수
회』에서 홍민희 교수가 「Precision genomics for individualized treatment」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	9월 15일 충남대학교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에서 개최된 『2018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추계연수강좌』에서
최혜진 교수가 「자문형 호스피스 운영의 실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9월 15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개최된 『The 36th Consensus Conference–두경부 식도암&폐암』에
서 조병철 교수가 개회 연사를 하였고, 김혜련, 홍민희 교수는 연자로 참여하였다. 김혜련 교수는 「Proposal new
clinical trial post IO therapy」로, 홍민희 교수는 「Immunotherapy in NSCLC patients(1st/more than 2nd)」라는 주제
로 강연하였다.
●	9월 20일 의과대학강당에서 『2018년 진료협력 우수교수 포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홍민희 교수는 진료협력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에 우수한 공
을 인정받아, 진료협력 우수교수로 선정되었다.
●	9월 23일~9월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IASLC 19th World Conference on Lung Cancer』에서 조병철 교수가 「Lazertinib, a Third Generation EGFRTKI, in Patients with EGFR-TKI-Resistant NSCLC: Updated
Results of a Phase I/II Study」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10월 13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된 『The 37th Consensus Conference – Breast Cancer』에서 손주혁, 김건민 교수가 연자로 참여하였
다. 손주혁 교수는 「Are we ready to incorporate immune check point
inhibitor in mBC?
」로, 김건민 교수는 「Overview of recurrence prediction tools and application to real practice」라
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10월 19일~10월 23일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ESMO 2018』에 정현철, 안중배, 조병철, 김건민, 범승훈, 홍민희 교
36

tients With Advanced Solid Tumors」로 Poster Discussion Session에 참여하였다.
●	10월 24일 의료원 사회사업팀에서 주관하는 자선가게 『세움』에서 정현

철 교수가 「세움 나눔천사」로 선정되어 감사패와 간식박스를 전달받
았다. 자선가게 『세움』에서는 매월 최대・최다 교직원 기부자를 나눔
천사로 선정하여 감사패와 함께 10만원 상당의 아웃백 간식박스를 전
달하고 있다.
●	11월 2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에서 『제 24회 연
세 송당 암 연구센터 국제 암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정현철 교수의 개
회 연사를 시작으로, 송당 암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들이 최근 연구 동향
을 바탕으로 하는 다채로운 강연이 펼쳐졌다.
●	11월 2일 연세대학교 IBK홀에서 개최된 『Yonsei-Emory Joint Symposium 2018』에 조병철, 김혜련 교수가 참여하였다. 조병철 교수는 「Design and Progress of Genomics-based Umbrella trial in recurrent/metastatic head and neck squamous cell carcinoma」의 주제로, 김혜련 교수
는 「Mouse-Human Co-clinical trial with patient-derived xenograft model (PDX) in head and neck squamous cell carcinoma」라는 주제로 발표하
였다.
●	11월 2일~11월 14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국내 최초의 임상 빅데이
터 마라톤(데이터톤) 대회 (KOREA CLINICAL DATATHON 2018)에 팀
리더로 참여하여 “중환자실 입실 암환자의 생존 예후 예측 모델” 개발로
우수상을 받았다. 김한상 강사는 의대 안중배 교수(내과학교실 종양내
과) 추천으로 이번 대회에 참여하였으며 임상의사, 데이터 과학자, 학생
을 포함한 7명으로 팀을 구성한 후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하여 예후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신민규 학생(본과 3학년)이 팀원으로 참여하였다.
●	11월 8일 용산 Dragon Hill Lodge에서 『2018년 가을 세종회 동문모임』이
개최되었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선·후배 간에 친목을 다
지며 교류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	11월 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18년 대한종양내과학회 제11
차 학술대회』에 라선영, 손주혁, 최혜진, 김혜련, 홍민희 교수, 김한상 강
사가 참여하였다. 라선영 교수는 「[JSMO/KSMO Joint Symposium] Update of Immune Precision Medicine」세션의 좌장으로, 손주혁 교수는
[Luncheon Symposium 1]의 좌장으로 참여하였으며, 최혜진 교수는
「Novel Systemic Therapies in HCC: What?&Sequence?」의 주제로, 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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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교수는 「Immune-monitoring
in Korea」의 주제로, 홍민희 교수
는 「Selecting cancer immunotherapy in advanced NSCLC: Atezolizumab」, 「Phase 1 Study of
the CTLA-4 Inhibitor MK-1308

내분비내과
●
●
●

in Combination With Pembroli-

●

zumab in Patients With Ad-

●

vanced Solid Tumors」의 주제로,

김한상 강사는 「Neopepsee: accurate genome-level prediction

●

of neoantigens by harnessing

●

sequence and amino acid immunogenicity information」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11월 9일~11월 10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sian Cancer Conference
2018』에 정현철, 조병철, 김효송 교수가 참여하였다. 정현철 교수는
「Keynote Lecture: Gastric carcinoma in East Asian Gyne-onco」의 주제
로, 조병철 교수는 「Educational Symposium: Management of Mutated
EGFR Lung Cancer」, 「Best sequencing in treatment of ALK+Lung Cancer」의 주제로, 김효송 교수는 「Educational Symposium supported by
Novartis: Current trend in systemic therapy of advanced STS」라는 주제
로 발표하였다.
●	11월 11일~11월 1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EORTC-NCI-AACR 2018』의 Poster Session에 김민환 강사가
「Distinct immunological properties of the two histological subtypes of adenocarcinoma of the ampulla of vater」,
「MAPKAPK5 inhibition suppresses YAP-driven tumorigenesis」라는 주제로 참여하였다.
●	11월 15일~11월 1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AACR-KCA Joint Conference on Precision Medicine in Solid Tumors』에 정현철, 라선영, 조병철, 김혜련 교수가 참여하였다. 정현철 교수는 「Cancer Genomics」세션의 좌장으로
참여하였으며, 라선영 교수는 「Effective biomarker for immune-precision treatment of metastatic gastric cancer」
의 주제로, 조병철 교수는 「Mechanisms of acquired resistance to first-line osimertinib: Preliminary data from the
phase III FLAURA study」의 주제로, 김혜련 교수는 「Optimal strategy to manage T790M mutant NSCLC patients :
from diagnosis to treatment」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11월 19일 GK에셋 이기윤 회장이 미래관 건축을 위한 10억원의 기부금
을 추가로 쾌척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유한-연세 폐암중개연구센
터’에 신약연구비 10억원의 기부금을 쾌척한 바 있다. 본 기부금(기부총
액: 20억원)은 미래관 건축 및 노성훈 연세암병원장, 유한-연세 폐암 중
개의학연구센터 책임연구자인 조병철 교수의 폐암신약개발 연구에 적극
힘을 보태게 될 예정이다.
●	11월 23일~11월 25일 싱가포르 Suntec Singapore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에서 개최된 『ESMO Asia 2018』에 라선영, 조병철, 홍민희, 강
버들 교수가 참석하였다. 조병철 교수는 「LBA8 - Mechanisms of acquired resistance to first-line osimertinib: Preliminary data from the phase III FLAURA study」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11월 23일 싱가포르 Marina Mandarin Hotel에서 개최된 『Diagnostics Expert Summit in Lung Cancer』에서 홍민희
교수가 「Is it ideally perform monitoring test in patient treated by 1L TKIs? Any other biomarkers should be considered for monitoring?」의 주제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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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직 교수: 2019년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 취임
이
이유미 교수: 2019년 대한내분비학회 연구이사, 대한골대사학회 골대사심화과정 이사 취임
강은석 교수, 이용호 조교수, 홍남기 임상연구조교수가 2018년 11월 대한내분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EnM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용호 조교수가 대한내분비학회 2018년도 신진연구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홍남기 임상연구조교수가 2018년 11월 대한내분비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하였다.
홍남기 임상연구조교수가 2018년 11월 대한골대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서 JBM 우수논문상 및 젊은연구자상을 수상하였다.
이지연, 조용인 임상연구조교수가 2018 ICDM 우수구연상을 수상하였
다.
김미령 전공의, 이주연 학생 (본과4학년) 이 2018년 11월 대한내분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
하였다.

신장내과
●

●

●
●

 018년 10월 14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에서 제 34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연수강좌
2
를 개최하였다. “투석 치료의 최신 지견”이라는 주제로 매년 열리는 연수강좌에는 400 여명의 의료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쳤다.
10월 19일 EBS1 메디컬 다큐멘터리 “명의”에서 제 583회“당신의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라는 주제로 신장내과 강
신욱 교수 편이 방영되었다.
11월 11일 제2회 사구체 신염 연구회 학술대회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층 윤인배 홀에서 열렸다.
2018년 12월 20일 “세신회” 송년 모임을 가졌다.

알레르기내과
●

 018년 10월 2일 LG전자의 공기
2
과학연구소 개소식에서 박중원
교수는 "Indoor Air Pollution &
Randomized Controlled Trial for
LG Air Cleaner for Allergic rhinitis"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
2018년

10월 13일 세브란스병원에서 면역요법 심포지엄이 열렸다. 면역
요법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이 행사에
서 박경희교수는 "면역요법의 기본과 제품의 선택"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
2018년 10월 16일 서울대학병원에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서울지회
159회 집담회가 열렸다. 호산구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주로 논의했던
이 자리에서 김성렬 강사는 "A case of hereditary angioedema type 1
with severe episode"에 대해 발표하였다.
● 
2018년 11월 15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세미나가 열렸
다. 흔히 접하는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주제로 다양한 내용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박중원교수는 "
흔히 쓰는 진해거담제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강의하였다.
● 
2018년 11월 15일 알레르기내과가 영상의학과와 함께 준비한 "조영제 안전관리실"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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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시작하였다.조영제 안전관리실은 조영제 이상반응 예방과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범
설치한 기구이다. 앞으로 조영제 이상반응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상반응 환자를 관리하며 이상반응을 미
리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판식 행사에는 이병석 병원장, 이진우 진료부원장, 강석민 연구부원장, 박중원 약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은경
영상의학과장, 오영택 영상의학과 교수, 이재현 내과학교실 부교수 등이 참여했다.

류마티스내과
●	세브란스류마티스내과가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

(Asian Pacific Leagure of Association for Rheumatology,
APLAR) 에서선정한 2018년 Center of Excellence(CoE) 기관에 선정되었다. 박용범 교수가 2018년 9월 6일에서 9
월 9일까지 타이완 카오슝에서 열린 제 20회 APLAR congress 에 참여하여 수상패를 전달받았다. 현재까지 APLAR
CoE 에 선정된 기관은 총 15개이며, 국내에서는 세브란스를 포함하여 4개 기관이다. APLAR CoE선정은 아시아태
평양 지역에서 진료, 연구, 교육에 있어 high standard 를 인정받은 것으로, APLAR CoE 에 선정되면 아시아태평양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에 있어 reference 기관이 되고, 국제 fellowship 교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2018.9.13 송정식 부교수가 본관 6층 회의실에서 류마티스관절염/강직성척추염을 주제로 공개 건강강좌를 열고
강의를 하였다.
●	2018.10.6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유일한홀에서제 2회 Yonsei Rheumatology Review Course 가 열렸다. 류마티스내
과 분야 다양한 질환의 최신 지견에 대해 다루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감염내과
●

●
●

●

●

●

●

●

●

●

●
●

●

 월 8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열린 2018 대한감염학회 전공의와 전문의를 위한 추계 감염학 연수강좌에서
9
구남수 조교수가 ‘내과의사가 보는 골관절감염’라는 연제로 강의하였다.
9월 18일, 10월 16일, 11월 14일, 세열회 학술 집담회를 가졌다.
10월 3일 –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IDWeek 2018에 최준용 교수, 최흔 임상연구조교수, 김정호 강사
가 참석하였다.
10월 11일 - 12일, 10월 25일 - 26일, 서울과 경주에서 열린 2018 국가격리병상 종사자 교육과정에서 안진영 조교
수가 ‘병원 내 유행성 감염환자 대응 지침’이라는 연제로 강의하였다.
10월 1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대한화학요법학회 ‘항생제 올바로 쓰기’ 개원의 연수강좌에
서 염준섭 교수가 ‘의원에서 만날 수 있는 해외유입 감염병’이라는 연제로 강의하였다.
10월 2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제 4회 대한감염학회 여행의학 심포지움에서 염준섭 교수가 ‘Top papers in
travel medicine’ 라는 연제로 강의하였다.
10월 27일 - 28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8년 대한내과학회 제 69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이운지수석전
공의가‘Korean travelers’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s on prevention of imported infectious diseases’라는 주
제로 최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11월 1일 -2일,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2018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준용 교수가
“Th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renal insufficiency among Korean HIV-infected patients: The Korea HIV/AIDS
Cohort Study”라는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성혜 강사가 Clinical Grand Rounds 세션에서 증례발표를
하였다.
11월 9일 -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2018 international Meeting on Emerging Diseases and Surveillance 에
염준섭 교수와 정수진 조교수가 참석하였다.
11월 12일 –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WHO ‘Meeting to Accelerate Malaria Elimination in Western Pacific Region
Countries Targeting Elimination by 2020’ 회의에 염준섭 교수가 국내전문가로 참석하여 말라리아 퇴치 현안에 대
해 논의하였다.
11월 22일, 감염병관리컨퍼런스에서감염병(말라리아) 관리 공로로 염준섭 교수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11월 23일, 임페리얼팰리스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 대한 에이즈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준용 교수가 ‘Broadly neutralizing antibodies’라는 연제로 강의하였다.
11월 29일-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제 25차 연수과정에서 정수진 조교수와 안진
영 조교수가 각각 ‘국내 의료관련감염 역학’과 ‘폐렴감염관리 번들’ 이라는 연제로 강의하였다.
40

●	2018.10.6 세류회 추계 친선 모임을 열고 세브란스류마티스내과 동문 회원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18.10.25 박용범 교수가 본관 6층 회의실에서 통풍을 주제로 공개 건강강좌를 열고 강의를 하였다.
●	2018.10.27 의과대학 강당에서 제 5회 대한류마티스학회 임상연구위원회 심포지엄 (임상연구이사: 박용범 교수)

이 개최되었다.
●	2018.11.16 강릉 씨마크 호텔에서 제 38차 대한류마티스학회 추계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상원 부교수가 “강직
척추염의 질병활성도 측정”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	2018.11.22 이상원 부교수가 본관 6층 회의실에서 류마티스관절염/강직성척추염을 주제로 공개 건강강좌를 열고
강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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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내과

강남내과

 년내과에서는 노인환자를 대상으
노
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포괄기능평가
소개 자료 및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사진)
●	2018년 9월 7일 ABMRC 유일한 홀에
서 열린 척추 류마티스 통증 클리닉
세미나에서 김창오 교수가 '노인질환
의 특징', 김광준 교수가 'Dysmobility
syndrome' 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	2018년 11월 13일 은명대강당에서 김
창오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진행중인
도시 농촌 어르신 연구 (Korean Urban Rural Elderly) 대상자를 위한 건
강강좌가 열렸다. (사진)
●	2018년 10월 22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창립총회에
서 김광준 교수가 학술이사로 선임
되었다.
●

<내과부>
●

세브란스내과-강남내과발전세미나 기사송부

●

2019년신입전공의 9명 TO 확보하여선발함

강남소화기내과
●

2018년9월29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중강당에서 소화기내과에서 주관한 “2018년 강남세브란스 소화기내과 개원의
Forum"이 열렸다. 이번 개원의 포럼에서는복부 초음파 핸즈온 및 기능성 위장관 질환,췌장 낭종,간종괴에 대한 강의

가 있어 큰 호평을 받았다.
●	2018년 10월 13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중강당에서 제6회Gangnam Severance Single Topic Endoscopic Conference

(GSTEC)가‘Recent updates of balloon assisted enteroscopy’ 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Enteroscopy에 초점을 맞춘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강의와 논의가 있었고,특히, 소장내시경분야의 석학이신 일본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Kazuo Ohtsuka 교수가 ‘State of the art for single balloon enteroscopy’의 주제

로 강연하였다.
●	2018년 11월 7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 14회 강남세브란스-분당서울대병원 위장관파트 조인트 컨퍼런스가 열

렸다. Eosinophilic esophagitis에 대한 박효진 교수의 강의와 흥미로운 위장관질환의 증례 발표에 대해 활발한 토의
가 있었다.
●	2018년 9월 21일 미국 텍사스에서 개최된 2018. MD Anderson 3rd Annual Sawyer Pancreato-biliary and Gastro-

통합내과
●

●

intestinal cancer symposium at TSGE에서 이동기 교수가 ‘Endoscopic management of difficult hilar strictures –

 월 17일부터 이한성 교수가 통합내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현재 신동호 교수와 함께 172
9
병동에서 입원전담전문의 (hospitalist)로통합내과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뉴욕의 코넬의대Hospital Medicine팀이 세브란스병원을 방문, 통합내
과와함께 Joint meeting과 심포지엄을 가졌다.(심포지엄 리포트 참조)

Present and future – In South Korea’ 이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8년 10월 19일 중국 난징에서 개최된 The 12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of Gastrointestinal Intervention에

서 이동기 교수가 ‘Keynote speech, Overcoming the unmet needs of biliary metal stent’,‘Bile duct injury: When to
repair with surgery and when to use minimally invasive procedures. In total post-surgical biliary strictures. Minimally invasive therapy can also be offered’이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8년 11월 9일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개최된 2018 한국중재의료기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동기 교수가 ‘His-

tory of challenge and overcome the failure. Biliary stent: Mira I, II and III’ 이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8년 11월 12일 서울 워커힐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Society for medical innovation and technology (SMIT)에서

이동기 교수가 ‘Korean biliary sent: Endeavour to overcome unmet needs’이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8년 11월 26-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12th International NOTES-WIDER-Barcelona에서 이동기 교수

가 ‘Ideal endoscopic management for difficult benign and malignant hilar obstruction’이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8년 11월 26-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12th International NOTES-WIDER-Barcelona에서 이동기 교수

가 ‘Ideal endoscopic management for difficult benign and malignant hilar obstruction’이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	이동기 교수가 president로 2018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난징에서 12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of

Gastrointestinal Intervention을 개최하였다.
●	이동기 교수가 KDDW 조직위원장으로 2018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APDW in conjunction with KDDW을 개최하

였다.

42

43

섹션뉴스
강남소식

강남소식
섹션뉴스

● 2018년 8월 29일~9월 1일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3rd meeting of the Federation of Neurogastroenterology

강남심장내과

& Motility에서박효진 교수가 ‘Role of methane in gut physiology and symptom generation’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8년 11월 1일~4일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JDDW에서 박효진 교수가 ‘Diagnosis and Treatment of Achalasia’란 주

제로 강연하였다.
●	2018년 11월 13일 카자흐스탄알마티에서 개최된 Oncology Symposium에서 박효진 교수가 ‘Therapeutic endos-

●

대한중재시술학회 구조심질환연구회 추계심포지엄이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11월 16일)

●

10/11-13, 3일간진행된대한심장학회에서이병권, 최의영교수가 강의하였다.

●

한국심초음파학회가 11/24-25 양일간 진행되었으며, 임세중이사장님과 최의영연구이사가 학회진행에 중요 역할을 하
였다.

copy in Gastrointestinal tract’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8년 11월 15일–18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APDW에서 박효진 교수가 ‘Epidemiology of functional dyspepsia in

Asia’, ‘Postinfectious irritable bowel syndrome: its mechanism and clinical course’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강남신장내과

●	2018년 9월 2일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이현웅 교수가 ‘B형간염 치료의 최신 지견’이란 주제로 강의

하였다.

●

●	2018년 11월1일 제 1회 임상초음파학회 증례 집담회에서 이현웅 교수가 ‘Hepatic small vessel neoplasm’이란 주제로

강의하였다.

2018년 9월 박형천교수가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소장으로임 명되었다.

●	2018년 10월 박형천교수가 아시아-태평양신장학회 (The Asian Pacific Society of Nephrology, APSN) 의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CME) Committee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2018년 11월 24일 제 24회 대한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현웅 교수가 ‘Hands-On Course II (전문의/지도자 대

●	2018년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미국샌디에이고에서열린 "ASN Kidney Week 2018" 학술활동에박형천교수, 최훈영

교수가 참여하였다.

상): How to Teach’이 주제로 강의하였다.
●	2018년11월 15일–8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APDW에서 김지현 교수가 ‘Recent update in treatment for GI subepithe-

lial tumors’,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endoscopic images of early gastric cancer’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강남류마티스내과
●	2018년 10월 19-24일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annual meeting에는 강남세브란

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김담 진료교수가 참석하였다.

강남호흡기내과
●

●	2018년 11월 16일 강릉에서 개최된 대한 류마티스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김담

2018. 9. 20 강남세브란스병원 내과부 개원의 월례집담회에서 박혜정 조교수가 ‘천식의 최신 치료: conventional
treatment and new biologics’ 주제로 강의하였다.

●

진료교수가 “Cardiovascular and gastrointestinal effects of etoricoxib in the treatment of osteoarthritis: a systematic
review and network meta-analysis”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2018. 10. 10 대한 결핵 및 호흡기 학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2018 폐의날 행사에서 변민광 조교수가 홍보위원회로
서 시민들과 직접 폐 건강 관련 상담 시간을 가졌다.

●

2018. 10. 10 강남세브란스병원 2018 내과 강사 및 전공의와 개원의를 위한 특강에서 변민광 조교수가 ‘흔하지만 쉽
지 않은 폐렴치료 되돌아 보기’로 박혜정 조교수가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약물 알레르기’로 강의하였다.

●

2018. 10. 13 2018 금연연구회 제4차 심포지엄에서 박혜정 조교수가 ‘Year in Review’ 주제로 강의하였으며,김태희 강
사가 ‘금연연구회 연구 업적’ 주제로 강의하였다.

●

2018. 10. 21 대한임상노인의학회에서 주최하는 2018 추계 학술대회에서 박혜정 조교수가 ‘노인 두드러기의 특징 및
치료 전략’ 주제로 강의하였다.

●

2018. 11. 8-9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주최하는 2018 추계 학술대회에서 박혜정 조교수가 우수초록상을 수상
하였으며, ‘potential role of soluble CD93 in allergic asthma’ 포함 총 4편의 초록 구연 발표를 하였고,김태희 강사가
‘Overexpress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modulator 1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dvanced stage and poor
survival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포함 총 2편의 초록 구연 발표를 하였으며,권도선 전공의가 ‘Positive effects of
the national cigarette price increase policy on smoking cessation in south korea’ 초록 구연 발표를 하였다.

●

2018. 11. 20 KBS 건강365 라디오프로그램에 박혜정 조교수가 “만성폐쇄성 폐질환“ 주제로 출연하였다.

●

2018. 11. 25 KBS 박광식의 건강365 라디오프로그램에 장윤수 교수가 ‘암 사망률 1위 폐암… 흡연자라면 한번쯤 고
민해봐야!” 주제로 출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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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우회

세브란스병원

1. 제6회 내과총동우회 친선모임 : 2018.11.11.(일) 양지파인 CC

강석민 교수

연구부원장, 임상연구관리실장

이재현 부교수

진료협력센터 차장

강남세브란스병원 송영구 교수

2. 2018-3 이사회 개최 : 2018.11.13.(화) 마리한정식
3. 2018 내과동우회 자문위원회 : 2018.11.19.(월) 루씽

동문 소식
심장혈관병원

최승옥교수(원주의대 내과주임교수. 1985졸) 세번째 시집 "소외된 언어들"출판기념회 :
2018.11.15.(목)

진료부원장

박종숙 부교수

교육수련부차장

윤영원 교수

진료협력센터소장

박형천 교수

임상시험센터소장

고영국 교수

진료부장

개원을 축하합니다
박혜연(00졸,연세조은내과의원)

2018. 9

정남식(76졸,필메디스내과의원)

2018.11

결혼을 축하합니다.
가천대 길병원 이시훈 교수, 부갑상선호르몬 연구 ‘내과학 교과서’
에 실려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유전체의과학과 이시훈 교수의
‘특발성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유발 유전자 변이’에 대한 연구가 최
근 출간된 해리슨 내과학 교과서(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신판에 소개됐다. 이 교수는 부갑상선호르몬을 생성하
는 유전자 변이로 인해 특발성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발생한다
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리슨 내과학 교과서는 올해 하
 시훈 교수
반기에 20판이 출간된 세계적인 권위의 교과서이다. 이 교수는 한 ● 이
국인의 특발성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자 등록 연구 및 질병 유발
원인 유전체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세계 최초로 부갑상선호르몬 생성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찾아 이를 보고한 바 있다.

김창규(69졸) 영식			

2018. 9

용석중(85졸) 영애 			

2018.10

장우익(80졸) 영애 			

2018.10

조의를 표합니다
임세중(87졸,빙부상)

2018. 9

송주한(04졸,부친상) 2018.10

송영득(87졸,빙부상)

2018.10

용석중(85졸,모친상) 2018.11

강은석(94졸,빙부상)

2018.10

정동균(82졸,모친상) 2018.11

탄생을 축하합니다.
서재용(10졸,소화기내과 강사) 득남

내과학교실

2018.10

김주환(13졸,신장내과 강사) 득녀

2018.11

정상미(12졸,소화기내과 강사) 득남

2018.11

1. 연세-코넬 심포지움 Clinical Scholars Program: 10.17(수)-10.19(금)
2. 내과학교실 학술연구비 공개발표회 : 11.26(월) B102호

취임을 축하합니다.
■

2018. 9. 1자 신임보직(2018.9.1-2020.8.31)

의료원

하종원 교수

대외협력처장

김중선 교수

의과학연구처 산학복합의료센터 2부소장

김광준 조교수

미래전략실 해외사업단장

의과대학
강신욱 교수
		

교육부학장, 의학실기교육원장,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직무대행

김창오 교수

교무부장

김승업 부교수

임상연구지원부장

기부금 내역 2018.9 - 2018.11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동우회

한민희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김준명

50,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감염내과

김준명

10,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골대사

이현철

10,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혈액내과

김혜영

세브란스 통합내과 발전기부금

서울본내과의원

강남병원 소화기내과 발전기부금

고범석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호흡기내과

강영애, 김영삼, 박무석, 박재민, 백 승, 송주한, 안강현, 이강석, 이상훈(06), 이이형, 이장훈,
장상호, 장 준, 정경수, 정지예, 조철호, 천선희

9,3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우현학술상 기부금

김태일, 박성하, 박용범, 박정탁, 박중원, 방승민, 안상훈, 윤창연, 이관식, 이상원, 이용호, 이은직,
장 준, 장지은, 정준원, 조병철, 조재용, 최동훈

1,620.000

10,000,000

2,000,000

구철회

박장원

2,000,000

2,000,000

윤상진

우인숙

600,000

500,000
10,000,000
200,000

46

47

제20회 연세의대
내과 연수강좌

제24회 알레르기내과
연수강좌

일 시: 2019년 3월 17일(일)

일 시: 2019년 3월24일(일)

장소: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장소: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제19회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연수강좌

내과 개원의 연수강좌
일 시: 2019년 4월 14일(일)

일 시: 2019년 3월 31일(일)

장소: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

장소: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회비 내역 2018. 9. - 2018. 11.

변영섭, 김종현, 백경권

내과총동우회 임원진
회장

한민희

수석부회장

주승행

부회장

김경희, 김용범, 김원호, 김원중

이사장

이은직

이사

한광협, 이동기, 최승옥, 이관우, 김범수, 전동운, 김한수, 김중영, 박현영,

내과총동우회

장일중, 천상배, 정준근, 송영득, 김영수, 손승환, 최우창, 최 원, 임호영,

02-2228-1937 / 010-8703-1937

감사

김용진, 한승희

www.yumcima.com

총무

정준원

부총무

이유미, 박준용

재무

신상준

동우회비 연회비 납부안내

개원의총무

천상배

일반회원 5만원, 이사 50만원
우리은행 1005-003-297512 (예금주:연세대학교의과대학 내과총동우회)

세브란스 내과
발행인

이은직

분과별 위원

편집인

정준원

소화기내과

김은혜

내분비내과

신동엽

노년내과

김광준

호흡기내과

임아영

신장내과

박정탁

통합내과

신동호

편집위원회
위원장

박준용

심장내과

조인정

알레르기내과

김성렬

강사대표

남기헌

부위원장

최의영, 심지영, 정지예, 김광준

혈액내과

정해림

감염내과

안진영

내과의국

김경원

원외부위원장

박수진

종양내과

홍민희

류마티스내과

정승민

강남내과

최의영

주소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락처

Tel. 02-2228-1930, 1931 Fax. 02-393-6884

용인내과

이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