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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없는 용인세브란스내과부…
내과학교실의 전통 이어가겠습니다”
전문의 간의 수평적 의사소통 통해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박석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내과부장

번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당직을 서면 다음날은 반드시 오프를 줘
서,최소한 24시간을 쉴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환자 경험(patient’s
experience)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함께 일하는 내과 교

입원의학과가 생기면서

원들의 의사 경험(doctor’s experience)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입원전문의들이 입원 환자를

입니다.

전담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미래 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빅
(Big) 5’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대형병원은 대부분 입원 환자 치료의

병동에서 상주하면서 상처관리,

많은 부분을 전공의들이 케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이

식이 및 영양관리, 처치 및 시술 등을

렇기 때문에 특정 분과에 입원한 환자에게 타과적인 문제가 생길

용인세브란스 내과의 비전은

교수진이 모두 담당하면서

경우 각 분과의 교수가 전공의를 거쳐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전공의가 없는 용인세브란스에서는교수-교수간의 수평적인

진료의 질이 굉장히

첫째, ‘Legacy of Excellence’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둘

의사소통을 통해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높아질 겁니다.

째, 협진을 통한 정밀의료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셋째, 환

는 모델을 보여주겠습니다.

자뿐만이 아니라 의료진의 ‘워라밸’을 강조합니다. 넷째,

진료 외에 연구 및 학술적인 부분에서 강조하는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미래 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인공지능,CDW(Clinical DataWarehouse) 등을 이용한 연

환자들의 만족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에 집중할 생각입니다.현재 용인세브란스병원에는디지털의료산
업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통계 및 의공학 박사를 이미 채용한 상
박석원 모교 내분비내과 교수가 내년 2월 28일 개원 예정인 용인세

요합니다.모든 환자를 전문의가 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수준이

태죠.이분들의 도움을 받아 빅데이터 연구를 다양하게 시행하며,

브란스병원 내과부장에 선임되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용인세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협진을 통해 환자 개개인에 맞춘 진료를

신촌 및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연계한 임상연구도 꾸준히 진행할 예

술등을 교수진이 모두 담당하면서 진료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겁

브란스는 입원의학과 신설로 화제가 됐는데, 전공의 없이 입원전문

목표로 합니다.

정입니다.우선 진료 안정화가 첫번째지만,연세의대 소속 교수들이

니다.현재는 교수들을 회진 때만 잠깐 볼 수 있어 의사소통에 있어

의들이 입원 환자를 전담하게 된다. 박석원 교수는 “입원전문의가

세번째로, 환자뿐만이 아니라 의료진의 ‘워라밸’을 강조합니다. 전

기 때문에 연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워크샵 등을 꾸준히 개최하

서 한계점이 있는데,병동에 늘 상주하며 환자를 보면 환자 만족도

병동에 늘 상주하며 환자를 돌볼 예정이어서 환자 만족도가 크게

공의가 없기 때문에 외래 환자도,입원 환자도,중환자도 모두 전문

려고 합니다.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용인세브란스내과부 역시 내과학교

의가 봐야 합니다.의료의 최전방에 서있는 셈이죠.우리나라 대형병

실의 일원으로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원 의사들이 근무시간도 굉장히 길고 강도도 높아 번아웃 경험이

단점은 아무래도 병원 측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겠죠.인건비

용인세브란스병원은 국내 최초 의과대학 및 병원 산하 입원
의학과 신설로 화제가 됐습니다.

가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행히 현재 정부에서 수가 책

용인세브란스 입원의학과의 가장 큰 특징은 임상 교수로 대우한다

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의가 직접 진료 시 보상해줄 것이라는

는 것입니다.다른 병원의 경우 입원의학과 교수를 뽑을 때 교원 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병원

용인세브란스내과의 비전을 크게 네 가지 세웠습니다.첫 번째로

격을 주지 않죠.쉽게 말해 계약직으로 뽑는다는 말입니다.그러다보

에서는 수준 높은 의료 질을 위해서라면 어느정도 비용은 감수하

‘Legacy of Excellence’를 이어가는 것입니다.용인세브란스 내과 교원

니 소속감도 떨어지고 직업 안정성도 없어 잘 지원을 안하려고 합

겠다는 입장입니다.

매우 높은 편입니다.그런데 전공의까지 없으니 교수들의 건강이 걱

(신축 중인)용인세브란스 내과부장으로서,앞으로 어떻게 운
영해나갈계획입니까?

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응급실,중환자실 및 야간 병동 당직은 순

정안을 내놨습니다.내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는데,아직 정확한 수

들은 용인세브란스 소속이면서 동시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세브란스의

니다.하지만 우리 병원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입원의학과 교수로

학교실 소속입니다.연세의대 내과학교실은 우리나라 최초로 결핵병

저력 보여줄

채용을 합니다.다른 임상 교수들과 똑같이 연구 지원을 받고,휴가

내년 2월 28일 개원 예정인데, 준비에 바쁘시죠?

도 있고 사학연금도 받게 됩니다.소속감과 함께 근무연속성을 보장

개원 전 용인세브란스 주변 지역 개원의를 대상으로 내과 연수강좌

할 계획입니다.

를 개최할 예정입니다.개원의선생님들께 병원 투어를 제공하여 최

사를 지어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 내과학계를 주도해왔습니다. 용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인세브란스내과부 역시 내과학교실의 일원으로서 최고의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해 내과학교실의 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포부가 있습

많은 관심과 성원

니다.의료서비스에 있어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전력을

부탁드립니다”

신시설을 둘러보고 협력 등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입원의학과가 신설되면서 병원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아직 용인세브란스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두번째로, 협진(team approach)을 통한 정밀의료를 실현할 계획입

입원의학과가 생기면서 입원전문의들이 입원 환자를 전담하게 됐

고… 앞으로 용인세브란스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니다.용인세브란스는‘전공의 없는 병원’이기 때문에 특히 협력이 중

습니다.병동에서 상주하면서 상처관리,식이 및 영양관리,처치 및 시

다할 생각입니다.

2

부분이 많습니다.입원의학과가 어떻게 다른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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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전이의 근본 원리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충근 종양내과 강사

평소 생각하고 있는 연구 철학이 있다면?
아직 경험이 부족한 연구자이지만 오래전부터 적어도 ‘연구를 위
한 연구’, ‘So what? 이라는 질문이 생기는 연구’는 지양하자고 생각

이제 막

해왔습니다. 또한, 실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자 합

독립된 연구를

니다.

시작하는 입장에서

처음 대학원에 진학했을 땐, 획기적인 결과를 당장에라도 얻을 것

많은 공부와 연구를

처럼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과 마주하며,
뜻대로 되지 않은 실험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논문이

거듭하겠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연구자이지만 오래전부터 적어도

될만한 주제에 타협하지 않고, 암전이의 근본 원리를 밝히고자 하

지난 연구성과에

는 저의 꿈을 좇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아갔고, 그 결과 좋은 결

머무르거나

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KAIST의

‘연구를 위한 연구’, ‘So what? 이라는 질문이 생기는 연

한계를 짓지 않고

구’는 지양하자고 생각해왔습니다. 또한, 실제 환자들에

저만의 연구영역을

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확장하는 연구자가

수많은 연구자들과의 토의 및 도움들은 제 연구가 구체화되는데
큰 바탕이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연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아직은 (임상강사라서) 구체적인 연구 계획을 설계하기에는 한계가

되고자 합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선 이전 연구의 연장선상으로 임상 과정에
서 중개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진료하는 암 환자에

지난 2월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Impact factor 41.058)

응 전략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과분하게도 올

서도 암세포가 원발 종양에서 림프절로 전이될 때 실제 지방산 대

에 암세포가 림프절에 도달하는 핵심 연료로 지방산을 사용하도

해 2월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습니다.

사가 활성화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지방산 대사 억제제 같
은 약제가 암 환자의 림프절 전이를 막는 새로운 항암제로의 가능

록 대사를 변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실렸다. 연구를 발표한 이충
근 종양내과 임상강사가 KAIST 의과학대학원(군전문연구요원) 박

암 전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사과정 중 수행한 결과였다. 이충근 강사는 "앞으로도 암 전이의
근본 원리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을 시험하는 등 림프절 전이와 대사를 연관 지어 실제 환자들을

저는 종양내과의사로서 주로 전이성 암 환자를 진료했고, 그 연구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에 대한 열망을 갖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4년의 기간 동안 기초 생

사실, 혈관생물학이 중심인 실험실에서 암세포 자체에 대한 연구나

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지난 연구성과에 머무르거나 범위를 한계를

명과학자로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그 기간 동안 다양

대사에 대한 연구 조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연구에 대

짓지 않는 연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미래에 저의 이름

지난 2월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한 암 전이 실험 모델을 만들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암세포의

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던 중 실험실 선배 중 한 분이

세 글자를 떠올렸을 때, 저의 그동안 연구들이 하나의 스토리로 기

림프관을 통해 주변의 림프절로 암세포가 옮겨가는 림프절로의 암

다양한 장기로의 전이에 대해 실험과 고민을 거듭하던 중에, 림프

대사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후연구원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는

억될 수 있는 연구자로 남고 싶습니다.

전이 여부는 암 환자의 예후 결정뿐만 아니라 치료 방향 설정에도

절 전이에 집중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조심스레 연락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 고등

대상으로 연구 영역을 점차 넓히고 싶습니다. 이제 막 독립된 연구

학교 동문 선배라는 공통점도 찾게 됐습니다. 선배는 연구가 어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암의 림프

울 때마다 진심으로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구

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흑색종과 유방암을 중심으

KAIST 의과학대학원에서 연구를 수행하셨는데, 어떤 곳인
가요?

로 원발종양과 림프절 전이 종양을 전사체 분석 방식으로 비교한

KAIST 의과학대학원에서 군전문연구요원으로 박사과정을 보내며

가 뉴욕으로 직접 가 만나 뵙고 토의를 하며 방사선동위원소를 이

결과, 종양세포가 림프절 전이를 위해 지방산 산화로의 대사 변화

이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중 제가 소속되었던 혈관 연구단 실

용한 실험을 추가 디자인하는 등 돌파구를 함께 찾았던 점이 특히

에 의존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전사인자인 YAP 유전

험실은 혈관 생물학(vascular biology)을 주된 연구주제로 다루는

기억에 남습니다.

자가 활성화되어 지방산 산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곳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연구분야를 확장해 장기별로 존재하는 혈

뉴욕에서부터 큰 도움을 주신 장철순 선생님을 비롯해 연구 중 막

한, 대사체 분석을 통해 림프절에 전이된 종양에서 담즙산이 신호

관 및 림프관을 단순한 도관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조직

다른 벽과 마주할 때마다 KAIST 내 다양한 실험실의 문을 두드렸

물질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제 연구

의 기질세포들과 미세환경에서의 상호 관계까지 아우르고 있습니

습니다. 여러 연구자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실

는 암세포가 림프절에 도달하여 자라기 위해 핵심 연료로 지방산

다. 이렇듯 다양한 주제를 실험실 내의 많은 선생님들이 불철주야

험적 도움을 받으며 논문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을 사용하도록 대사를 변화시킨다는 암세포의 림프절미세환경 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저 역시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절 전이 기전은 폐나 간 등 타 장기로의 혈행성 전이에 비해 상당부

4

막바지 논문의 마지막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아 고민이 컸을 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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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세미나

발전세미나

“뜨거웠던 패널토의... 교실원들의
다양한 생각 확인한 뜻깊었던 자리”
올해 내과학교실 발전세미나, ‘3년제 전공의 수련 도입 후 전공의 감축에 따른 진료 운영’ 등 토의
정준원 혈액내과 교수
올 해도 어김없이 내과학교실 발전을 위해 교실원 모두가 모이는
내과학교실발전세미나 (이하 ‘내발세’)가 지난 6월 28일에 개최되었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기타 꼭 필요하지 않은 업무는 상대적으

어야하며, 현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협진으로 인한 과도한

다. 이번 ‘내발세’에서는 연구력 향상을 위해 선별된 강의들과 함께

로 줄어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해주었다.

업무량이 줄어들기를 희망하였다.

그간 꾸준히 유지하였던 분임토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패널

교수님들은 강사뿐 아니라 가용한 모든 인력을 많이 이용해야하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못해 아쉬웠지만, 이번 패널 토론을 통

토의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좀 더 발전적인 의견 수렴을 시도해보았

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병원의 도움을 요청해야한다는 의

해 우리 교실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 생

다. 과거 분임토의 시에는 직급별로 분임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전

견이 많았다. 또한 그동안 익숙하게 행해왔던 입원환자들에 대한

각되었고, 진료의 방법, 업무의 질, 인력 운영방법, 제도, 진료량 조

공의부터 교수까지 모든 직급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분임을 구성해

진료 형식이 좀 더 시간 효율적으로 개선된 진료 형태로 변경되어

절, 협진체계의 개선 등 많은 숙제를 받았지만, 한걸음 한걸음 해결

도 늘 의견을 내거나 논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마지막에 모

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결국 ‘전공의 없이 병원 유지하기’가 중

해 나아가다보면 언제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변화되리라는 믿음

든 분임들의 발표를 듣는 시간이 필요하여 시간적인 제약이 많았기

요한 목표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전공의들

또한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에 한 번의 발제와 연이은 패널토의 형태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해

은 무엇보다 본인이 맡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최우선이 되

보기 위함이었다.

제 안 자

의

견

범 위

이번 패널토의를 위해 발제된 사안은 누구나 예상했듯이 ‘3년제

전임의

전임의 진료 증대시 전임의와 논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함

방법

전공의 수련 도입 후 전공의 감축에 따른 진료 운영’이었다. 대한내

전임의

수련, 연구에 꼭 필요하지 않는 업무 감축

업무질

주임교수

교원 수 증대

인력

교육수련부차장

제한된 범위내에서 인턴 인력 이용

인력

교육수련부차장

강사를 진료교수로 이용 (경제적 보상)

인력

교수

현재 강사 2년차 중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강사를 적극적으로 Hospilist로 근무하도록 유도

인력

교수

분과형 입원전담전문의 적극 도입

인력

교수

1/2 인력으로 운영되는 5주뿐 아니라 이 후 3년제 제도 하에서의 진료 계획 수립 필요

제도

주임교수

무리한 대체인력동원방안 수립보다는 전공의의존도가 낮은 진료형태 수립, 즉 "전공의 없이 병원 유지하기"가 중요

제도

교수

전공의 1인당 교원수 제한

제도

과학회에서 전공의 수련을 4년제에서 3년제로 변경한 후 수련을 시
작한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전문의가 되는 2020년도에는 기존의 4
년차 전공의들과 함께 기존 대비 2배의 내과전문의가 쏟아져 나오
는 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과거 관행
처럼 시행해오다 전공의 특별법 시행 후에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휴가를 최대한 이용하여 시험 준비를 위해

교수

회진 방법의 변화 (매일 모든 교수가 회진을 하지 않는 방법 간구)

제도

진료 현장을 1-2개월간 벗어나게 되는 전공의 역시 기존 대비 2배

교수

진료량 감축을 분과 단위에서 시행하기 어렵기때문에 내과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

제도

가 되는 셈이기에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들이 일시에 절반으로 줄

교수

분과별 진료량 감축이 다른 분과로 단수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함

제도

교수

강사위주의 해결책은 강사를 기피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제도

교수

진료량 감축, 환자수 감축

진료량

전임의

1일 근무량(진료량) 감축

진료량

전임의

입원환자수

진료량

전임의

강사 외래 세션 감축

진료량

주임교수

진료량 감축으로 내과환자입원병동수를 줄이고 Hospitalist 충원을 통한 Hospitalist 담당병동 증대

진료량

총무

외래 신환 수 감축/제한

진료량

교수

전공의 1인당 입원환자수 제한

진료량

전임의

협진수 감축

협진

어들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곧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실차원,
부차원, 과차원의 다양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우선, 김범석 내과학교실 수련위원장의 발표를 통해 각 분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운영계획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상했듯이 진료
였는데, 교실의 주요 운영위원들과 각 분과의 수련담당교수, 그리고

량을 줄이고, 강사와 교수의 진료 참여폭을 더 넓히는 것이 주된 골
격이었고, 이 외에 입원전담전문의나 임상전문간호사 등의 인력을

강사와 전공의를 대표하는 여러 명의 교실원들이 패널로 수고해주

이용한 대책이 주요 내용이었다. 분과 규모나 처한 상황이 서로 다

었다. 직급 혹은 직능별 의견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같은

전임의

협진 시 필요 진료정보는 의뢰과에서 작성에서 제공

협진

르기에 획일된 대책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병

직급이나 직능 안에서도 분과별로 조금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

전공의

수술전 협진 내용을 점검해서 꼭 필요한 협진만 진행

협진

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음을 알 수 있었다. 전임의들, 즉 강사들은 본인들의 진료업무량이

전공의

수술전 협진을 외래에서 진행

협진

교수

내과부 내 분과간 협진은 교수간 해결

협진

주임교수

전공의는 단순 인력이 아니라 피교육자로 보호받고 성장해야할 미래 자산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업무량 증가 시 본인들의

발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패널들이 참여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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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과장 인사말

신임과장 인사말

“강남심장내과의 자산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고의 병원과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권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장

조덕규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장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교 심장내과의 책임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 매우 영
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남심장내과는 중재시술 다섯
분, 심부전 및 영상 세 분, 부정맥 한 분의 전임교수를 주축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원 수
에도 불구하고 진료, 연구, 교육 분야에서 모범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러한 강남심장내과의 자산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저희 과 구성원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진료 분야에서는 최근 환자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증
질환 비율 증가에 따라 심장내과의 병원 내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는 먼저, 교수진 분들의 헌신적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섬김의 자세를 최우선으로 갖고 일할 생각입니다. 임상의 수월성
및 발전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려 합니다. 또한 저희 동문 및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진 체
제를 만들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는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연구 인프라
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편,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심장내과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려 합니다. 열악한 강남의 연구인프라 및 하부구조 확충과 외부 연구진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조직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력 함양과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로 경험을 나누고 향후 산학협동의 가능성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심장내과의 강점인 강사, 전공의 및 학생의 교육 및
수련에도 그동안 쌓아온 명성에 누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내과의 발전은 모
든 구성원, 특히 내과 가족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내과 및 세브란스병원의 발전에 기여하는 심
장내과가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임무 수행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저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 내과 전공의, 강사 수련을 마치고 13년 6개월 동안 명지병원 심장내
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저의 주 진료 분야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관상동맥질환의 중재시술입
니다.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심장혈관센터를 개원초기부터 출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
장혈관센터에서는 심장내과, 소아심장, 심장혈관외과, 심장재활을 포함한 전문의료진이 함께 진
료할 계획이며, 심장질환의 외래진료, 시술, 수술 등 진료 분야는 물론이고, 예방, 교육, 재활에 이
르는 모든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계획된 검사장비와 시설, 인력
등을 구축하여 최고의 병원과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에서의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들에 대한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응급 시술 시스템을 신축용인세브
란스병원에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내과학교실의 여러 선배님, 동료 그리고 후배들의 도움에 항상 감사드
리며,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료와 연구, 교육에 전념하겠습니다.

“다시 세브란스 내과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박윤수 용인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장
2019년 9월부터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임상교수로 일하게 된 박윤수 입니다. 저는
1995년 연세의대 졸업 후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 전공의, 전임의 과정을 마쳤으며,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전임의 과정 후에 2005년부터 가천의대 길병원, 일산병원에
서 근무하였고 2019년 9월부터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브란스 내과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동안의 임상 경험을 살려 새로 신축하는 용인세브란스
병원이 자리를 잡고 나아가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감염내과는 타과
및 병원에 봉사한다는 역할을 한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감염내과 자체로도 빛날 수 있도록 노력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장 인사말”
김자경 용인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장
내과 내에 분과 없이 운영 예정이었던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분과가 생기면서 소화기내과 과장
으로 임명된 김자경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이런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면
을 빌어 부족한 저에게 이 임무를 맡도록 허락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화
기내과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내과 및 병원 발전에 기여하는 소화기내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빈도질환을 다루는 소화기내과는 개원 초기에 성공적인 병원 운영의 안착을 위
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는 처음 기틀을 만
드신 문병수 교수님께서 퇴임하시어, 지금은 이세준, 임현철, 이승우 교수님과 제가 근무 중이며,
개원 전 합류할 박예현 교수님까지 5명의 교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세부 전문 진료가 가능한 소화기내과 교수진의 역량
을 살려 특화된 세부 전문진료로 차별화된 종합병원 소화기내과로서의 역할을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과 전공의의 부재,
응급 내시경 당직, 병동과 중환자실 야간 당직 지원 등 함께 마음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도전들이 많지만, 개원
에 참여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 있는 임상업적과 의미 있는 연구업적을 차곡차곡 쌓아가,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하게
발전해가는 소화기내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8

9

신임과장 인사말

신임과장 인사말

“성장을 위해 교원 간에 상호보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더욱 발전하며 지역과 함께
도약하겠습니다”

이정은 용인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장

이은혜 용인세브란스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장

신촌, 강남에 이어 또 하나의 새로운 기관에서 신장내과라는 이름을 걸고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
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자리를 허락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신축용인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는 저를 포함하여 윤해룡 교수와 더불어 2명의
교원이 근무할 예정이며, 신촌 신장내과 강사 인력과 파견 근무를 진행하여 2명의 강사도 함께 근
무할 예정입니다. 개원 초기에는 모든 신장질환에 관하여 본원에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신촌 및 강남세브란스 신장내과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료의 경쟁력을 키
울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수한 교원을 더 확보하여 전문 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중재신
장, 중환자실, 신장이식 등) 경기 남부권 최고 수준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
구 분야에서는 디지털혁신병원으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대규모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을 할 수 있도록 교원 간에 상호보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으로는
그 무엇보다 구성원 간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저부터 신장내과 안에서나 병원 내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배
려와 섬김의 자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신촌과 강남세브란스 신장내과의 위상에 부끄럽지 않게 학계 및 의료
원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인세브란스 호흡기알레르기내과는 저와 함께 박병훈,최지수,김성렬 교수 4명으로 구성되어 새
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대기 오염의 악화, 호흡기 감염의 증가로 호흡
기알레르기 내과는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용인지역의 대학병원 부재로 새로
개원하는 용인세브란스 병원에서 호흡기알레르기 내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저희 과는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결핵, 간질성폐질환 등을 포함한 호흡기질환 및
비염, 천식, 약물 알레르기,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 질환,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중환자 진료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연구하는 과입니다. 과원들 간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소통하고 협력
하여 개원 초기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의사들, 병원들과도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호흡기알레르기내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용인세브란스 병원의 슬로건이
도전하는 젊은 병원, 지역과 함께 도약하는 병원입니다. 저희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또한 새롭게 도전하고, 안정적인 진료
와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하여, 병원내외/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인세브란스의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혈액종양 분과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정 용인세브란스병원 혈액종양내과장
기존 용인세브란스병원에는 혈액종양 분과 진료가 없었으나 2020년 2월 신축 병원으로 이전하
게 되면서 혈액종양 분과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전체의 항암치료를 전담하는 분과
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4명의 혈액종
양 교원이 인화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환자 진료와 연구 활동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과 및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속된 입원의학과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신축 용인세브란
스병원은 전공의가 없는 병원이기 때문에 각 분과 전문의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진이 무엇보
다 중요합니다. 정밀유전체검사 및 디지털의료산업센터와 연계한 종양진료를 특화하여 혈액종양내과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용인혈액종양내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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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기

해외연수기

“매일 만원 버스와 지하철로 3시간 출퇴근…
미국 lab 사람들 통해 긍정의 힘 얻었습니다”
미국 Cornell 의과대학에서 cancer immunotherapy와 molecular imaging 연수
정민규 종양내과 부교수
2017년 8월부터 2년간 미국 Cornell 의과대학의 Molecular
Imaging Innovations Institute에서, cancer immunotherapy와
molecular imaging 을 연수하고 지난 8월에 귀국하였습니다. 코

익숙하지 않았던

넬 본교는 upper NY의 Ithaca에 있지만, 제가 연수한 코넬의대는

mouse들과도

Manhattan에 위치에 있고,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저는 렌트비가

친해지기 시작했고,

좀 저렴한 뉴저지에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욕으
로 연수 갔다고 하면, 미국영화의 주인공처럼 화려한 맨하튼에서

한국인 아내를 둔

부모님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 미국

한 손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여유롭게 센트럴파크에서 산책하

미국 친구와

에서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부모님과 자주 만나면서, 아이들 키

는 모습을 상상하시겠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매일 시루떡
같은 만원 출퇴근 버스와 쥐들이 지나다니는 지하철로 왕복 3시간
을 출퇴근 시간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연수 떠나기 전에 모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연수 준비하는 6
개월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라고 말씀하는 것을 실감했던 것 같
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한국과 달리, 필기만 봐
도 되는 뉴저지 운전 면허를 받기 위해 3주에 걸쳐, 3번 만에 겨우

우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점심을 먹으며

한국에서의 삶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원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늘 영화의

연수 생활의

‘갑의 삶’ 이었음을,

배경이었던 타임스퀘어와 센트럴파크,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브로

새로운 활력소가

미국에서

되었습니다.

‘을로 사는 삶’을 통해

받아야 했습니다. 지은지 60년이 넘은 미국의 낡은 나무집에서 사

또한, 한국 들어오기 전 했던 서부 여행에서 보았던 광대한 국립

드웨이의 뮤지컬들, 세계의 유명한 작품들이 거의 다 있는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과 뉴욕 현대 미술관, 크리스마스 시즌에 유명한 록
펠러센터 트리 등, 맨하튼이 이제 좀 익숙해지고, 미국 생활이 좀
좋아지기 시작할 무렵 2년이 다 지나 한국에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

깨닫게 되었습니다.

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미국 전기가 약하고 오래되어 전기가 끊어지

니다.

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우리가 사용한 220V 변압기

미국에서 만났던 lab 사람들과

때문에 전기가 나갔다고 원인을 전가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미국

아이들 친구 부모님들,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의 삶’을 살았었음을, 미국에서의 ‘을

그리고 광대한 자연을 통해

로 사는 삶’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만났던 lab

생활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실감하게 됐습니다. 3개월의 적응기
간이 지날 무렵부터는 미국의 겨울의 시작되어 오후 4시부터 어둑

지금에서 돌아보면, 첫 1년 동안의 몸과 마음의 겨울은 한국에서

사람들, 아이들 친구 부모님들과 만남, 그리고, 광대한 자연을 통해

해지고, 다음 날 아침 8시쯤 해가 뜨는 정~말 긴 밤이, 거의 6개월

느끼게 된 긍정의 힘은

가깝게 지속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년이 또 지나면, ‘언제 연수 다녀왔

새로운 마음으로

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보냈던 사진들과 이

기나긴 겨울이 가고 5월이 되니 나무들이 파릇파릇한 새 잎사
귀를 내기 시작하였고, 꽃들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 어두워졌

살 수 있게 하는

던 마음을 버리고, 하루 하루를 감사히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익숙

큰 힘이 된 것

하지 않았던 mouse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고, 한국인 아내를 둔

같습니다

Michael이란 친구와 매일 점심을 먹으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

는 것은 연수 생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방학기간 중 캠핑과 중단거리 여행을 통해 아이

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저녁 식사 후

들과 친구처럼 가까워 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 친구
12

느끼게 된 긍정의 힘은 한국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글을 보면서, 지금의 새로운 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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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인서 교수님을 기리며

강사소식

“교수님의 따뜻한 제자 사랑과 은혜를
이제 제 제자들에게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5년 간의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존경하는 故 박인서 교수님을 추모하며. . .
박효진 강남 소화기내과 교수

이승준 심장내과 강사

교수님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이 글을 쓰려고 하니 눈물이 앞을 가

2002년 정년퇴임 하신 이후 교수님

저는 2013년에 내과 의국을 졸국하고 4년간의 전문연구요원 기간과 1년간의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작

립니다. 주말에 갑작스런 교수님의 별세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저

지도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제자들

년 3월에 복귀하여 심장내과 강사로 근무 중인 이승준 입니다. 5년간의 기초연구 과정과, 복귀하여 2년간의 임

려 왔습니다.

의 모임이 만들어졌고, 본인이 간사

상 수련 과정에서 느낀 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내과학교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은 소화기학 분야 중 위염, 소화성 궤양, 헬리코박터균 그리

를 맡아 매년 스승의 날이 있는 5월

수석전공의 시절, 당시 심장내과장 이셨던 장양수 학장님의 제안으로 군 복무 대신 KAIST 의 줄기세포 및 혈

고 소화기 기능성질환 분야의 연구 및 진료에 큰 업적을 남기셨으

에는 신촌 돌구이집에서 제자들 십

관생물학 연구실 (지도교수 : 고규영 교수)에서 전문연구요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줄기세포 연구를

며, 저를 비롯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셨습니다, 또한 일찍이 세계

수명이 교수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심도 있게 진행 하여 관상동맥 및 말초혈관 질환을 지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마

적인 석학들과의 교류를 통해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및 한국 소화

함께 하였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음을 가지고 진학 하였으나, 선배들을 따라 실험을 익히고 그 중에서 특히 흥미가 있는 일을 쫓다 보니 자연스

기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연세의대 졸업생을 4대

인근 서점에서 산 책들을 즐겨 선물하셨습니다. 작년부터 건강이

레 혈관 생물학에 집중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혈관 신생 및 혈관의 통합성 (Angiogenesis and Vascular

째 배출한 연세 가족(교수님은 62년 졸업, 3대)이어서인지, 교수님

나빠져 모임을 가지지 못하였고 이후에는 개별적인 문안 인사만 드

Integrity) 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습니다. 학위기간에는 패혈증 마우스 모델에서 폐 미세혈관의 파괴를 막으

은 국내외 의학사에도 관심이 많아서 정년 퇴임 시 고별 강연으로

려왔습니다.

면 급성호흡부전 (ARDS) 의 발생이 억제되어 생존이 향상되는 기전을 연구하였고 박사 후 연구원 기간에는

인자하고 멋진 헤어 스타일의 교수님은 문학과 음악을 사랑했던

소화기학 역사를 멋지게 강의하기도 하셨고, 퇴임 후 소화기학 역

로맨티스트이셨고, 서울고등학교 은사님이셨던 조병화시인의 시를

사책을 번역해서 출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정확히 무엇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무수한 실패와 마주하며 고뇌했던 5년간의 Full Time Researcher 로

견을 가지셨지만 가끔은 독특한 발음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이해

서의 경험은 어떠한 방향으로든 저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내과 의사가 무지

음악을 사랑했고 클래식 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던

인자하고

교수님은 따님의 피아노 반주에 직접 가곡을 부르신 음반을 제작

멋진 헤어 스타일의 교수님은

해서 주위 지인들에게 나눠 주기도 하셨지요. 외국 학회에 가시면
틈나는 대로 클래식 음반을 구매하고 감상하셨는데, 한번은 같은
교향곡 음악 CD를 여러 개 구매하시기에 그 이유를 여쭈니, 지휘

로맨티스트이셨고,

자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다르면 같은 곡이어도 다른 느낌이므

서울고등학교

로 그 미세한 표현의 차이를 즐기신다고 하셔서 무식한 제자를 당
혹스럽게 만들기도 하셨지요.

은사님이셨던
조병화시인의

보고 싶은 교수님,

시를 특히

이제는 교수님 발음에 익숙해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아들
을 만 해졌는데, 그리고 요즘은 90세를 넘겨서도 건강한 경우가 다

좋아하셨습니다.

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습니다.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다독을 하셔서 다방면에 풍부한 상식과 식
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지요.

문학과 음악을 사랑했던

심근 경색 마우스 모델에서, 경계지역 (border zone) 의 미세혈관의 파괴가 향후 심부전으로 이행에 있어 중요하

반사인데, 83세란 연세에 선생님을 보내드리기엔 너무 아쉽고 안타
깝습니다. 교수님께 받은 따뜻한 제자 사랑과 은혜를 이제 제 제자

하여 오히려 용감할 수 있는 인턴과 전공의 저년차 과정을 거친 후, 연차가 올라가면서 예상치 못한 임상 증례
를 숱하게 접하며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교수님과 선배님들의 부단한 가르침을 받아 이를 극복하여 어느덧
책임감과 겸손함을 지닌 전문의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연구에 관심을 가진 전
공의 후배님들이나 전임의 동료들에게는 꼭 4-5년의 긴 기간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Full Time Research 로의
경험을 함으로써 크게 얻는 바가 있음을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5년만에 복귀한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은 비록 많은 업무량과 당직으로 인해 피로감이 느껴질 때도 있으나,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심장내과 분야의 최신 지견에 따른 진료 및 치료 과정을 제약 없이 경험
해 볼 수 있다는 데에 크나큰 충실감과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NEJM 과 같은 유수의 저널에 나날이 보고되
는 새로운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동맥경화 억제제, 심부전 약제를 통한 치료법 뿐만 아니라, 심장재동기화치료
(CRT), 심실보조기구 (LVAD),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 (TAVI), 만성폐쇄병변 (CTO) 시술과 같이 기존에는
치료 방법이 없던 질환들에 대한 인터벤션을 최전선에서 경험하고 환자와 교수님들로부터 큰 가르침을 받으며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이하게 보여지는 기초과학연구와 임상 경험은 궁극적으로는 질병
극복을 통한 행복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데에서 궤를 같이 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본원의 이념 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강사 수련 기간에도 끊임 없이 나아갈
바에 대해 고민하며, 한 사람의 떳떳한 전문의이자 의과학자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에게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영면하시고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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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

1930년대 내과학교실…
“30%가 결핵환자”

1930년대 내과 담당 교수진의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930년대 내과 담당 교수진의 변동 사항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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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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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았다. 이 시기 결핵환자의 치료는 인공기흉기가 이용되었다.

을 통해 전염성 질환과 결핵환자를 관리했다. 이에 따라 과의 외형

이와 같은 각고의 노력 끝에 세브란스의전은 1934년 4월 정식으

1927~1930년 당시 내과에는 평균 30~50명의 입원 환자가 있었고,

이 더욱 확장되었고, 마침내 내과는 세 분야로 직무를 분담하기에

로 일본 문부성의 인가를 취득하게 되었고, 세브란스의전 출신은

일반 외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마틴이 결핵 진료를 담당했

이르렀다. 의학과 간호학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 선교단을 중심으

한반도, 만주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개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 1930년 당시 내과의 외래 환자는 총 1만8,332명에 달했고, 입원

로 한 외국인의 건강 상담 및 진료, 무료 및 유료 진료에 따른 외래

세브란스 내과학교실의 주임교수도 일본 내과학회의 평의원 자격

환자는 약 2,57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결핵환자로 추

진료실과 입원 환자들의 관리 운영이 그것이다.

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내과학교실의 교수 장경이 평의원의 자

정되었다.
193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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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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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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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으로 충원되었다는 점이다. 1933년에는 한용표가 부임해 마틴

1942년에는 일본 내과학회가 주관하는 학회가 경성제대에서 개

습 시 학생들이 마틴과 함께 결핵환자의 무료진료에 참여하도록 했

과 함께 호흡학 강의를 담당했고 1934년에는 기존의 마틴, 파운드,

최되었는데 이때 세브란스의 교수 한용표가 축하 강연을 맡았다.

다. 또 학생들이 반드시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소아과, 산

오한영 외에 김동익, 윤형로 등이 합류해 외래 진료를 실시했다. 이

이는 교수 개인의 탁월한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세브란

부인과, 비뇨기과에서실습을 하게 했고, 실습 종료 시 시험을 치르

어서 경성제대에서 신경과를 전공하던 장경이 새로 부임함(1939년)

스의전의 강화된 위상을 바탕으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게 하자는 제안도 했다.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심각

에 따라 내과교실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비록 일본 정부의 인가를 받는 방식에 의한 것이기는 했으나 의미

이는 세브란스의전이 일본 문부성의 인가를 받기 위한 자구책이

는 남달랐다.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 육성된 경성제대

1930년에서 1931년 사이 내과 교수진은 마틴, 파운드, 오한영, 심

었다. 당시 세브란스의전은 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기관이었기 때

와 달리 세브란스는 일제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간섭과 행정적인 규

호섭 등 총 4명이었다. 이들은 강의와 진료를분담했는데 한 학기에

문에 졸업과 동시에 의사 자격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중

제와 차별을 극복하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얻어낸 합당한 결과였기

심호섭은 2학년 82시간, 4학년 84시간의 강의를 맡았고 오한영은 2

앙정부인 문부성의 인가를 취득한 것은 아니었다. 세브란스의전 출

때문이다.

학년 62시간, 4학년 30시간, 간호사 15시간 강의를 했다. 노먼은 2

신은 총독부에서 주관하는 의사시험은 면제 받았지만, 그들이 개

학년 30시간, 3학년 18시간, 4학년 10시간, 그리고 매주 3시간씩의

업이 가능한 지역은 조선과 만주에 국한되었다. 세브란스의전에서

영어 강의도 맡았다. 마틴은 결핵에 대한 강의 4시간을 맡았다.

는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문부성이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

1934년 심호섭이 퇴직하고 마틴이 잠시 유럽 연수를 떠나게 되면

는 조건을 구비해야만 했다. 문부성에서 요구한 기준은 학교의 교

서 내과의 운영과 진료는 파운드가 전담하게 되었다. 다행히 심호

수진이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학위 소지자나 일본의 국립대학에서

1926년 캐나다 출신의 마틴이 부임하고, 1929년에는 파운드가

섭은 강사의 신분으로 주당 2시간의 강의를 맡아 했고, 오한영은

학위를 취득한 이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준을

합류하며 심호섭, 오한영 등과 함께 내과의 실적을 이전보다 향상

계속 남아 내과의 일을 보았다. 마틴의 결핵에 대한 특별한 관심 덕

충족시키기 위해 세브란스 출신의 내과학 교수진 다수가 일본으로

시켰다. 각 교수진이 외래 진료를 분담해 진료 실적도 개선되었다.

분에 1931년에는 무려 700명이나 되는 결핵환자가 모이게 되었다.

떠나게 되었는데 오한영, 이용설, 최재유, 조동수 등이 이에 해당했

특히 마틴은 결핵 강의와 진료에 주력했다. 그는 결핵으로 인한 입

또 그가 사용한 기흉법에 의한 128례의 치료 가운데 약 28%는 완

다. 이처럼 갑자기 많은 교수진이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진료와 수

원 환자를 위한 격리 병동 개념의 병실을 구상하기도 했다. 세브

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결핵 병동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업에 공백이 생겼고, 이 때문에 경성제대 출신 교수들이 충원된 것

란스항결핵학회의 회장을 맡은 것도 이러한 그의 관심과 무관하

기흉법에 의한 치료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내과에서는 격리 병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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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일본 내과학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적 현상으로 경성제대 출신의 의사들이 교

학생의 지도는 파운드와 오한영 등이 담당했다. 파운드는 임상실

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염려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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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틴의 결핵환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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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브란스에선

섹션뉴스

말기 심부전 환자의
심실 보조장치 삽입술

분과별 소식
소화기내과
이찬주 심장내과 조교수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고 심장기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말
기 심부전 환자에서는 오랫동안 유의한 생명 연장을 기대할 수 있
는 유일한 치료법은 심장 이식이었다. 심장 이식 수혜자의 수는 매
년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말기 심부전 환자의 수가 더욱 빠르
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심장 이식 대기자 등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환자도 예전에 비
해서 더 많아졌다.
그러나 여러 기계장치들의 발전에 힘입어서 심장기능을 대신해주
는 심실보조장치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

●	2019.06.27

연세암병원 간암센터 주관으로 암병원 서암강당에서 개최된 <환자와 가족을 위한 간암 공개강좌>에서 김
도영 교수가 <간암환자에서 간염치료의 가이드라인>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	2019.07.04 연세암병원 대장암센터 주관으로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2019년 제15회 대장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건강
강좌>에서 박재준 교수가 <대장암 예방을 위한 최고의 전략>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	2019.08.06 소화기내과 이상길 교수와 최지성 강사
가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프고 쓰린 속이
암을 부른다? 위염과 식도염> 프로그램에 출연하
였다.
●	2019.08.28 소화기내과 안상훈 교수가 간학술지인
Hepato-logy(IF 14.971) 편집위원으로 선정되어, 세
계 3대 간학술지 (Journal of Hepatology, IF 18.946;
Hepatology International, IF 5.490) 편집위원으로서
국내 언론인 메디컬타임즈에 보도되었다.

어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발전을 해온 장치로 2000년
<행사>

대 초반부터 펌프가 단순화되어 크기가 매우 작아지고 성능의

●	2019.07.14 201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학 연수강좌를 연세대학교 내 에비슨의생명연

신뢰성이 확보가 되었다. 이후 많은 임상 연구들을 거쳐서 말기

구센터 (ABMRC) 유일한 홀에서 개최하였다.

심부전 환자들의 치료로 승인을 받아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
다.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가장 작은 심실보조장치는 0.45 kg에
불과하여 심실 보조장치를 가지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줄어
들었다.
심장 내과에서 심부전 클리닉의 강석민/오재원/이찬주 교수팀은
2018년부터 심혈관외과와 협진을 통해 말기 심부전 환자들에게 심

이 필요하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에서는 현재까지 소아, 성인 환

실보조장치 삽입술을 실시하고 있다. 심실보조장치 삽입술의 대상

자를 통틀어서 20명이 심실보조장치 삽입술을 받았으며, 세브란

이 될 수 있는 환자들을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스 심부전 클리닉에서는 심실 보조장치 전문인력을 운영하여 심실

심장 이식 대기 환자 중 대기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거나, 강심제

보조장치를 삽입한 환자들의 퇴원 후 체계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

로 혈역학적인 안정이 유지되지 않고 필수 장기 기능이 저하된 경

다. 향후 더욱 많은 말기 심부전 환자들이 심실 보조장치라는 치료

우 (bridge to transplant), 2) 비가역적인 말기 심부전 환자로 약물

법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 생활에도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나 심장
이식의 적응이 되지 않는 2년 이상의 생존의 예상되는 경우 (destination therapy) 이다. 이런 대상이 되는 환자들을 여러 선별 검사

를 거쳐서 적절한 대상으로 선정되면, 심사평가원의 등록 후 심실
보조장치 삽입술을 받게 된다. 예전에는 1억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

호흡기내과
1회기관지내시경 hands on program이 2019년 7월 12일부터 7월13일까지 송도 올림푸스트레이닝센터에서 개최되었
다. 본원에서는 이상훈교수가 EBUS 세션의실습을 진행했으며, 본원 및 기타 4개 병원강사들이 참석하여 cryotherapy,
EBUS, rigid bronchoscopy, medical thoracoscopy를 실습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2019 ECMO symposium and Simulation workshop이 2019년 8월 31일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박무석교수, 이수환교수
가 패널로 참석했으며 강사들이 함께 참석하여 학술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제2회 호흡기내과 다기관발전세미나가 2019년 9월 7일부터 8일까지 양평에서 개최되었다. 각기관의 교수, 강사 및 전공
의들이 함께 참석하여 심도있게 정보를 교류하 는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IASLC(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ung cancer) 2019 Conference가 Barcelona에서 2019년 9월 7일부터 9
월 10일까지 개최되었으며 김은영교수, 이상훈교수 및 김남은강사, 곽세현강사가 참가하여 연구발표 및 토론을 통해 학
술적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제

었으나 2018년 10월 부로 본인부담 5% (일부 환자의 경우 50%) 보
험 적용이 되어 비용이 상당히 낮아졌다. 심실 보조장치를 삽입한
후에는 지속적인 항응고요법, 감염 예방, 기기 관리, 상처 소독 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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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뉴스

섹션뉴스

심장내과

혈액내과

●	2019.6.15.

심장혈관병원 3층 강당에서 EP review course가 열렸다. 본 심포지움은 부정맥에 대한 강의와 Live demon
stra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맥 치료와 시술에 관심 있는 많은 참석자들의 참여 하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2019.6.20-22.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대한부정맥학회에서 김인수 강사가 정보영 교수의 지도하에 수행
한 연구 발표를 통해 Young investigator award winner (1등)로 선정되었다. 발표한 연구 내용은 “Long-Term PM2.5
Exposure and the Clinical Application of Machine Learning for Predicting Incident AF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A
Nationwide Cohort Study“이다.
●	2019.7.4-5. 심장혈관병원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Peripheral SCI 심포지움이 열렸다. 대동맥 및 말초혈관질환에 대한 다
양한 Live case 및 싶도깊은 강의로 구성되어 많은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	2019.7.6. 제2회 한국심초음파학회 심포지엄 및 제38회 워크샵이 본원 의과대학 본관 1층에서 열렸다. 폐고혈압 심포지
엄과 워크샵이 동시 개최되어 폐고혈압과 관련된 여러 issue에 대한 강의와 9개 학교에서 보고하는 다양한 증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	2019.7.19. 심장혈관병원 부정맥시술실 및 ABMRC 동물실험실에서 Subcutaneous ICD workshop이 열렸다. S-ICD는
심혈관을 건드리지 않고 흉부외강에 전극을 삽입해 감염 위험을 줄이고 이미 감염이 있는 환자에서도 재시술이 가능
한 치료방법으로, Live 시술 참관 및 실험용 돼지에 직접 시술해 보는 Hands-On 코스로 구성되어 참가자들로부터 매
우 유익하다는 평을 얻었다.
●	2019.7.19-20.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과 심장혈관병원에서 Structural Cardiac Intervention Symposium 2019가 열렸다.
본 행사에는 구조적 심질환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강연과 토의를 진행하였다. LAA occlusion, TAVI,
ASD, PFO와 같은 다양한 구조적 심질환의 시술적 치료 방법에 대한 Live 실연이 진행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종양내과
●	7월 13일~7월 14일 한국 MSD에서 개최된 『2019

Current Trends in Immuno-oncology』에서 정현철 교수는 면역항암제
에서의 심포지엄 패널토의 좌장을 맡았고, 조병철 교수는 「The Pembrolizumab debate: Monotherapy or Combination」
주제로 발표하였다.
●	7월 24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 - 701회 「암
과의 전쟁 2편 개인맞춤 항암치료의 개막」편
에 조병철 교수가 출연하였다. 본 방송에서 최
근 의학계의 주목을 받는 차세대 암 치료제인
면역항암제와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인맞춤 항암치료를 집중 조명한다.
●	8월 9일자로 허수진 진료교수가 웨일 코넬 의
과대학(Weill Cornell Medicine)에서 2019년 7
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26일간의 단기 연수
를 마치고 복귀하였다. 단기 연수 기간 동안
웨일 코넬 의과대학(Weill Cornell Medicine)
에서 시행되는 Hospital Medicine Clinical Scholars Program에 참여하여 입원환자 진료, 연구, 팀워크에 대하여 수학하
였다.
●	8월 16일자로 정민규 부교수가 웨일 코넬 의과대학(Weill Cornell Medicine)에서 2017년 8월 16일부터 2019년 8월 15일
까지 2년간의 연구출장을 마치고 복귀하였다. 연구 출장 기간 동안 Dr. Jin 교수 연구실에서 Cancer Immunotherapy
및 nanotechnology 연구 기법을 수학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혈액암에서는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Chimeric Antigen Receptor T (CAR T) cell 치료법을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였다.
●	8월 18일 자로 천유진 진료교수 및 8월 31일자로 종양내과 강버들 조교수가 퇴사하였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본과의 발
전에 기여한 두 교수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20

●	2019년 06월 혈액내과가 ‘2018년 최우수 환자 만족 부서’로 선정되었다.
●	2019년 06월 17-18일 혈액암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	2019년

09월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재승인을 위해 병동, 사무팀, 건축팀과 부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제기준에 따
르는 무균치료실 설치를 논의하였다.

내분비내과
●	7월

5(금)-6(토)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제27차 당뇨병 연구 하계워크샵에서 이병완 교수가 젊은 연구자 구연 발표
session 에서 좌장을 맡았다.
●	7월 5(금)-6(토)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제27차 당뇨병 연구 하계워크샵에서 이명식 교수는 연구 멘토 강연에서 A
quest for the initial event in metabolic diseases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	7월 5(금)-6(토)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제27차 당뇨병 연구 하계워크샵에서 이용호 조교수는 동물실험 워크샵에서
당뇨병, 지방간 등 대사질환 관련 동물 모델 및 식이 고르는 요령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7월 20(토)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당뇨병학회 지방간연구회 2019심포지엄에서 차
봉수 교수가 Introduction of NAFLD session 에서 좌장을 맡았다.
●	7월 20(토)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당뇨병학회 지방간연구회 2019심포지엄에서 이
용호 조교수가 Diagnosis of NAFLD session 에서 Physical Examination & Blood Testing for Liver Function Evaluation
and Diagnosis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7월 20(토)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당뇨병학회 지방간연구회 2019심포지엄에서 이
병완 교수는 Treatment of NAFLD with Diabetes session 에서 Life Style Modification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8월 29(목)-31(토) 서울 Conrad hotel에서 열린 ICOMES & AOCO 2019 에서 차봉수 교수가 Lipid droplets (LD) and
obesity symposium 에서 좌장을 맡았다.
●	8월 29(목)-31(토) 서울 Conrad hotel에서 열린 ICOMES & AOCO 2019 에서 이용호 조교수가 Obesity, metabolic
dysfuction and neurodegenerative diseases symposium 에서 The role of metabolic health and obesity status in dementia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이용호 조교수는 Luncheon lecture 에서 A multifactorial approach to obesity treatment
with liraglutide 3.0mg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	8월 2일-4일 일본에서 개최된 Asia-Pacific Bone Academy 에서 이유미 교수가 Pregnancy- and lactation associated
osteoporosis 주제로 case compendium 을 주관하였다.
●	9월 18일-23일 미국골대사학회에서 이유미 교수가 Dysmobility syndrome 주제로 Meet-The-Professor 세션을 진행하
였다.
●	홍남기 조교수가 7월 2일-4일 일본에서 개최된 Asia-Pacific Bone Academy 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하였다.
●	8월 15일-18일 미국 Indiana University 에서 진행된 International Musculoskeletal Research Conference에서 홍남기 조교
수가 Muscle area and density changes in human ageing 주제로 포스터구연에 선정되었다.

신장내과
●	2019.6.18/2019.8.20

신장질환연구소-장기이식연구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신장내과, 이식외과, 소아과, 병리과의 학

술 교류하였다
●	2019.6.28 신장내과 한승혁 교수님이 내과학 교실 학술상 최다점 상을 수상하였다.
●	2019.9.1 신장내과 강사 주영수 선생님이 명지병원 신장내과로 발령받았다.
●	2019.10.13 제35회 연세의대 신장내과 연수강좌를 은명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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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내과
●	2019.

6~2019. 8월 세계적인 알레르기 학회인 EAACI 2019 (6월 1일~6월 5일)에서 박경희조교수는 우수 초록 구연상
을 수상하였다. (주제: Efficacy of Transdermal Immunotherapy with Biodegradable Microneedle Patches in a Murine
Asthma Model)
●	알레르기내과는 6월 26일 치료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부작용 관리를 주제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의료인에게 다양한 의료정보를 제공하였다.
●	알레르기내과 김성렬 임상연구조교수는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Boston의 Brigham and women's hospital의 알레르
기내과에 2주간 단기연수를 가서 약물 알레르기와 탈감작요법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배웠다.

석하였다.
●	2019년 8월 25일, 염준섭 교수가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감염병 및 백신 심포지움에서 “변
화하는 해외감염병과 여행 지역별 적합한 예방접종”라는 연제로 발표하였다.

류마티스내과
●	6월

21일 내과 발전 세미나에서 류마티스내과가 학술상 부문에서 최우수 분과상, 최고향상 분과상을 수상하였고, 이
상원 부교수가 다작상을 수상하였다. 안성수 진료교수는 2019 학년도 내과학교실 학술 연구비에 선정되었다.
●	6월 25일 본관 6층 세미나실에서 안성수 진료교수가 류마티스관절염/강직성 척추염을 주제로 환자 및 일반인 대상 건
강강좌를 열었다.

통합내과
●	2019년

6월, 본원에서 코넬의대 Hospital Medicine 2차 교육이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신촌, 강남 세브란스병원 및 전
북대학교입원전담전문의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음파 프로그램(POCUS), Science of Learning, Critical Appraisal 및
Educational Cateogories 에 대하여 교육이 진행되었다.

감염내과
2019년 6월 1일, 정수진 조교수가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6월 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내과분과전문의 연수교육 중 감염내과 연수교육에 최
준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안진영 조교수가 “Antimicrobial prophylaxis for adult patients with cancer-related
immunosuppression”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	2019년 6월 18일,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세열회 학술 모임을 가졌다.
●	2019년 6월 3일-5일, 염준섭 교수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Geosentinel Site Director’s meeting에 참석하였다.
●	2019년 6월 5일-9일, 염준섭 교수와 이운지 강사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International Society of Travel Medicine에 참석
하였다.
●	2019년 6월 26일-29일, 염준섭 교수가 파리 Institute Pasterur에서 열린 International Conference of Plasmodium vivax
research에 참석하였다.
●	2019년 7월 1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2019년 의료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염준섭 교수가 “감염병 예측
을 위한 정보수집 엔진 및 국가 단위 감염병 유입 위험지수 개발” 라는 연제로 발표하였다.
●	2019년 7월 17일, 염준섭 교수가 2019 KHAP-AFRICA Malaria Consortium에서 “Management of malaria in Korea and
current treatment options”라는 연제로 발표하였다.
●	2019년 7월 29일, 염준섭 교수가 오송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 여행자 건강정보체계 국제심포지엄에서 패널토의로 참
●

●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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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2019년

7월-8월, 통합내과 허수진, 이한성 교수와 호흡기내과 문성우 강사가 뉴욕 코넬의대와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의 Hospital Medicine 시스템을 배우기 위하여 4주간 단기 연수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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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19년 8월 통합내과 이한성, 허수진 교수와 호흡기내과 문성우 강사가 재미한인의사협회에 참석하였고, 통합내과
이한성 교수가 한국의 입원전담의 현황에 대하여 발표 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강남소화기내과
●	2019년 6월 8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중강당에서 The 20th recent update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symposium

이 “Esophageal dysphagia and reflux disease” 주제로 개최되었다. 대만 Kaohsiung Medical University의 Chiang Liang Lu
교수, 일본 Keio University의 Hidekazu Suzuki 교수를 초청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2019년 6월 13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미래의학연구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소화기내과-협력의사 세미나가 개최되어 이현
웅 교수가 “간질환의 초음파 감별진단”, 천재영 교수가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치료”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9년 7월 12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대한장연구학회에서 주최하는 “제88차 학술집담회”가 개최되었다.
● 2019년 8월 9일 반트내 벽제갈비에서 박효진 교수의 회갑을 기념하여 강남세브란스병원 내과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	2019년 8월 29일 광화문 콩두에서 박효진 교수의 회갑을 기념하여 신촌 및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들이 참
석하였다.
●	2019년 9월 2일 청담동 팔레 드 고몽에서 박효진 교수의 회갑을 기념하여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들이 참석
하였다.
●	2019년 8월,강남 세브란스에서1st

Yonsei Hospitalist Faculty Devel-opment Symposium을 개최하였고 김영삼, 신동호 교
수와 강남 세브란스 박승교, 경태영 교수 (강남)가 참석하여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회 및 사업계획을 소개하였고 향후
연세의료원의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노년내과
●	2019년

6월부터 이상배 교수가 내분비내과 전임의를 마치고 VIP 건강증진센터 및 노년내과 겸직 임상 조교수로 발령
받아 업무를 시작하였다.
● 김창오 교수
6월 15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 63차 춘계 노인병 학회에서 노인의학 인증의 제도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7월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건강정책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시행하였다.
	7월 7일-9일 세브란스병원 재택의료 TFT 과제의 일환으로 일본 재택 의료 벤치마킹을 위한 일본 동경 출장 일정을 수
행하였다.
7월 26일 내과학교실 비전 프로그램 발표를 시행하였다.
8월 25일 제 17차 서울시 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진화된 노인병 개념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 김광준 교수
7월 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료인공지능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 ‘의료인공지능 개요’에 대해 강의하였다.
7월 12일 고대안암병원에서 열린 의료정보학회 의료정보리더스 포럼에서 ‘연세의료원의 의료인공지능을 통한 경영혁신’
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8월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식약처 첨단의료기기과 회의에서 '의료기기 인허가와 후향적 연구방법론'을 주제로 발
표하였다.
8월 21일 코엑스에서 열린 K-hospital fair 스마트병원 포럼에서 ‘연세의료원의 Digital transformation’을 주제로 강의하
였다.
8월 23일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의료인공지능학회 summer school 에서 ‘의료인공지능개발’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8월 29일 중국 산동성 제남시에서 열린 한중 경제교류회의에 전경련 허창수 회장과 함께 참석하여 중국 칭다오 세브란
스 병원을 소개하고 관련 발표를 시행하였다.
	9월 6일 연세암병원에서 열린 제 5차 척추류마티스통증센터 학술대회에서 ‘척추류마티스통증센터에서의 노인포괄평
가’ 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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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가 우수임상진료과로 선정되어 상금 100만원을 수여하였다.

<행사>
2019년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박효진 교수가 안식년을 보낼 예정이다.
●	2019년 10월 10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내과 강사 및 전공의와 개원의를 위한 특강이 개최되며 이현웅 교수가
“만성 C형 간염의 변천사와 치료”, 천재영 교수가 “상부위장관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소견 바로 알기”를 주제로 강연
할 예정이다.
● 2019년 10월 19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복부초음파 핸즈온 및 개원의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 2019년 10월 22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중강당에서 대한장연구학회 주관 IBD 건강강좌가 개최될 예정이다.
● 2019년 12월 20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중강당에서 대한장연구학회 주관 대장암 예방 캠페인 환우강좌가 개최될 예정이다.
●	2019년 12월 21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중강당에서 The 7th Gangnam Severance Single Topic Endoscopic Conference
(GSTEC)이 “New Technologies in GI Endoscopy”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 Jikei University의 Kazuki Sumiyama
교수가 초청되어 “State of the ar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upper GI endoscopy: current status and future perspective” 주
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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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뉴스

섹션뉴스

강남통합내과

강남호흡기내과
●	2019. 06. 20

강남세브란스병원 폐암센터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폐암 건강강좌를 개최하였으며, 장윤수 교수가 “폐
암이란?” 이란 주제로, 박혜정 교수가 “항암화학치료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	2019. 06. 22 K-RTI symposium (Korean Respiratory tract infection)에서 박혜정 교수가 “Parenteral Nutrition Support”
주제로 강의하였다.
●	2019.07.23 “호흡기내과 협력의사 세미나”
개최하여 호흡기내과 조재화 과장을 비
롯한 원내 호흡기내과 의료진과 협력의사
총 20명이 참석하였다. 장윤수 교수의 [국
가 폐암검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박혜
정 교수의 [천식의 최신 치료(2019 GINA
strategy)], 김태희 교수의 [잠복 결핵의 진
단과 치료] 강의와 더불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으며, 협력의사들과 함께 학문적으
로 교류하고 서로간 신뢰를 돈독히 하는 시
간이 되었다.
●	2019. 07. 29 유트브 “비온뒤” 프로그램에 박혜정 교수가 “천식의 최신치료” 주제로 출연하였다.

●	2019년 8월 21일 제 1회 Yonsei Hospitalist Faculty Development Symposium 을 개최하였다. 약 80여명의 청중이 참석하

였으며, 타병원 주요 보직자들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관심 있는 이들의 질의응답 시간 및 열띤 토론이 있었다.

용인소화기내과
●

8월 28-31일, 임현철 교수가 리스본에서 열린 European Federation of Internal Medicine에 참석하였다.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감염병조사관을 대상으로 “2019년 서울특별시 감염병조사관 심화교육”
에서 “C형 간염의 이해와 관리”에 대하여 초청 강연을 하였다.
6월 20-22일, 김자경 교수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The liver week 2019에 간행위원으로 참석하였다.

●	7월 19일, 김자경 교수가

●

용인심장내과
●

7월 20-27일, 임의 교수가 베를린에서 열린 The German Society for Biomedical Engineering에 참석하였다.

용인신장내과
강남심장내과

6월 28-30일, 이정은 교수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JSDT(The 64th annual meeting of the Japanese Society for
dialysis therapy)에 참석하였다.
● 7월 11-12일, 이정은 교수가 대한의료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	6월 13-16일,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신장학회 (56th ERA-EDTA congress)에 참석하여 “Efficacy of medium cut-off
dialyzer and comparison with standard high-flux hemodialysis and predilution online hemodiafiltration”이라는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

●	9월 1일부로 이병권 교수가 신임 심장내과장으로 임명되었다.
●	2018년도 진료평가 결과 우수 진료과 및 우수 교수 시상식에서 권혁문 교수가 우수 교수로 선정되었다.
●	이병권교수 연구비 수주 건

보건복지부 /마이크로로봇 실용화 공통기반 기술개발 센터/ 총 4년 총 229억 과제/ 6세부로 구성
총 PI: 전남대 공대 박종오 교수
6세부 PI: 연세대 의대 방승민 교수
6세부 참여( 순환기) PI: 연세의대 이병권 교수 (매년 1억)

강남신장내과
●	2019년 7월 김우정 선생이 동료 및 선후배, 은사님들의 축복 속에 백년가약을 맺었다.
●	2019년 8월 김현욱 선생이 김포시 풍무동에서 ‘연세밝은내과’를 개원하여 진료를 시작하였다.
●	2019년 9월 지종현 교수가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임상조교수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강남내분비내과
●

2019.6.7–11 강신애 교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당뇨병학회에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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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추적금 원장님께서 클래식 기타 연주를 선보여 모두의 마음

Old chart에서 이름만 알던 선배들을
직접 뵈었던 시간

영동/강남세브란스병원

제2회 세영회 홈커밍 행사

모임인 세영회는
박승교 강남세브란스병원 통합내과

이 촉촉해졌다. 정연수 원장님은 통기타와 하모니카 연주, 노래를
함께 하시는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를 보여주셨는데 다재다능한 선
배님들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공연 후 경품 추첨을

내과 의국출신들의

통해 다시 한 번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다음날 골프, 등산, 워터파
크 등 각자 원하는 비발디파크 액티비티를 즐기며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발족 시부터 지금까지

세영회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내과학 교실에 자발적인 후원을 하고

의국원들의 든든한

있다. 2018년 내과학교실 연구발전기금으로 2750만원의 정성이 모

등대였으며,

였으며, 2005년 이후 누적 액수는 총 1억 9650 만원이다. 이 기금
은 내과학 교실의 연구 장려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모교

재직 중인 교수들의

병원을 뜻 깊게 생각하는 선배들의 마음이 모여 단단한 강남세브란

따뜻한 추억의

스병원 내과학 교실이 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나도

동료였음이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영동/강남세브란스병원 내과 의국 출신들의 모임인 세영회는 발

분명히 느껴졌다.

족 시부터 지금까지 의국원들의 든든한 등대였으며, 재직 중인 교
수들의 따뜻한 추억의 동료였음이 분명히 느껴졌다. 전공의 시절
들이닥치는 신환들의 이전 의무기록을 리뷰하면서 빼곡이 적힌 선
배들의 차트를 읽느라 벅차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선
배들께서 각자의 근황 및 자기소개를 하실 때 “아. 저 분이 꼼꼼히
차트 정리하시던 그 분이시구나”’라며 고개를 절로 끄덕거리 기도
하였다. 내과 환자 파악의 반 이상은 의무기록 리뷰라고 생각하는

현재

데 기록 속의 선배들을 직접 만나고 인사드리며, 이런 저런 이야기

세영회 정회원은

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참 뜻깊었다.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동기 내과 부장님, 박민찬 교수님, 정준근 원장님, 김정환 전회장
님, 김수영 원장님, 정재한 회장님 및 세영회 기수장님께 지면을 빌

내과 의국에서

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음 홈커밍 행사 때는 더 많

수련을 받은 이들로
2019년 6월 15일 화창한 토요일 홍천 비발디파크 토파즈 홀에서

명이다. 이어서 세영회 고문단과 기수장 소개가 있었다.

제2회 세영회 홈커밍 행사가 있었다. 2017년 10월 제 1회 세영회 홈

이동기 부장님의 건배사를 시작으로 만찬이 시작되었다. 만찬 후

커밍 행사 후 1년 4개월 만의 만남이었다.

행사에 참석한 세영회 회원들의 간단한 인사말 및 근황 소개가 있

33기의 기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의 명MC 추적금 선배님의 유쾌한 진행으로 행사를 시작했

었다. 송영구 부원장님, 박민찬 교수님의 격려가 있었으며 인하대

2019년

다. 이동기 내과부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셨다. 정재한 세영회 회

에 계시다가 2018년 모교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신 조재화 교수님

현재 236명의

장님께서 인사 및 현황 보고를 하셨다. 현재 세영회 정회원은 강남

의 소회가 뜻 깊었다. 최의영 교수님께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조

세브란스병원 내과 의국에서 수련을 받은 이들로 33기의 기수로 구

교수로 부임 당시를 회상하시며 행사를 격려하셨고 정재한 회장님

성되어 있으며 2019년 현재 236명의 정회원이 등재되어 있다. 영

은 세영회에 대한 애정을 듬뿍 보여주셨다. 셋째딸이 생긴다면 그

동/강남세브란스병원 내과 의국 출신은 아니지만 강남세브란스병

아이는 이름을 ‘정세영’ 이라고 지을 것이라고 하여 모두를 웃게 해

원 교직원으로서 세영회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강남세브란스

주셨다. 모두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그 시절 추억과 강남세브란스병

병원 내과 교직원은 현직 54명, 전직 52명으로 준회원의 합이 106

원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28

은 회원들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회원이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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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내과, ‘강남 지역
최우수 혈액투석기관’ 명성 이어가

년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번 대한혈액투석여과 연구회, 대
한전해질학회 등과 공동 주최로 국내외 저명한 인사들을 초빙하여
다양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 4월 21일에도 “투석 환

강남세브란스병원

자 치료의 최신 지견”을 주제로 제8회 연수강좌를 개최하였으며 약

신장내과에서는

250여명의 개원의 참석 하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환자 진료만이 아닌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한
진료분야

대가 추가로 운용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는 급성 및 만성 신부전증, 당뇨병성

또한 2010년에 보건복지부 보험심사평가원 혈액투석적정성평가

신증을 포함한 사구체신염, 고혈압, 다낭성 신증, 전해질 및 산 염

에서 1등급을 획득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1등급

기장애의 진단과 치료 및 말기신부전 환자들의 투석치료를 담당하

을 유지하여 명실공히 강남 지역 최우수 혈액투석기관으로 명성

의료 서비스를

고 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는 1984년 3월 하성규 교수

을 얻고 있다.

제공하고 있다.

가 당시 전임강사로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여건상

영양교육, 건강 강좌 등을
시행하여 부가적인

‘인공신장실’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으로 말기신부전증 환자의 진
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991년 1월 19일 정식으로 ‘인공신

●

강남 세브란스 병원 만성신부전 영양교육

장실’이 설치되어 혈액투석기 8대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
년 6월 17일 현재의 본관 3층으로 확장 이전, 이후 꾸준한 환자의

란스병원 신장내과 진료를 담당하다가 2002년 3월부터 박형천 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에서는 환자 진료만이 아닌 만성신부전

증가로 2013년 8월 침상 증설 공사를 통해 현재 24대의 혈액투석

수가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1

환자를 위한 영양교육, 건강 강좌 등을 시행하여 부가적인 의료 서

기를 운용하고 있다. 혈액투석 건수는 2010년에 총 10,000 건을 돌

년 3월부터 최훈영 교수가 강남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지종현 교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만성신부전 환

파하여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림 1), CRRT 건수 또한 지

수는 2018년부터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말

속적으로 증가하여 (그림 2)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이동식 혈액투

2019년 9월부터 강남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2016년 8월 하성규

기신부전으로 인해 신대체요법을 시작하는 환자들에게는 개별적

석기 4대와 지속적 신대체 요법을 위한 기계 PrismaflexⓇ system 6

교수가 정년퇴임을 맞이하였으며, 2019년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

으로 투석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2010년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기념

신장내과에는 박형천 교수, 최훈영 부교수, 지종현 조교수, 박해열
임상강사, 정권수 임상강사, 이문형 임상강사가 재직 중이다.

●

그림 1. 최근 9년간 강남 세브란스 병원 혈액투석 건수

●

그림 2. 최근 4년간 강남 세브란스 병원 CRRT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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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향

기타 주요 행사

하성규 교수가 1984년 3월 전임강사로 부임한 이후 혼자 강남세브

2012년 제1회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연수강좌를 시작으로 매

● 2019년9월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의료진

● 2019년 제 8회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수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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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소식

총동우회

개원을 축하합니다.

1. 제7회 총동우회 친선모임 개최: 6. 23(일) 푸른솔 GC

남문석(86졸, 남문석내과)

2019.06

김현욱(99졸, 연세밝은내과) 2019.08

이종인(86졸) 영식

2019.06

정수진(03졸)		2019.06

이찬주(05졸)

2019.06

2. 내과총동우회 이사회 : 7. 2(목) 19:00 티원(서울역)

결혼을 축하합니다

내과학교실
1. 신촌, 강남,원주 3개병원 내과운영워크샵 : 6. 14(금)~15(토) 17:00~오크밸리 아잘리아
2. 2020 내과학 교실 발전세미나 : 6.28(금) 15:00~ 메이필드호텔 볼룸

조의를 표합니다
내과학교실 발전세미나

최규헌(81졸) 부친상

2019.06

이은직(84졸) 빙부상

1. 일시 : 2019. 6. 28 (금) 오후 3시~

이진헌(89졸) 모친상

2019.06

윤영섭(89졸) 빙부상		2019.06

2. 장소 : 메이필드 호텔(메이필드 볼룸)

김수경(93졸) 부친상

2019.07

김세화(94졸) 시부상

윤기태(00졸) 모친상

2019.06

이기병(05졸) 부친상		2019.08

조세희(10졸) 부친상

2019.06

내과학교실 학술연구비 증서전달
교수 부문

이상훈 조교수, 이희승 임상조교수, 김다함 진료교수

			

안성수 진료교수

강사 부문

이민영 임상연구조교수, 문성우 임상연구조교수

			

김성렬 임상연구조교수, 김인수 임상연구조교수

			

김영민 임상연구조교수(강남), 이기쁨 강사

전공의 부문

전세연 전공의(강남R4)

협동과제 부문

김범경 조교수, 김윤덕 진료교수(강남)

2019.06
2019.07

내과학교실 학술상
제1저자 분야 최우수

장혁재 교수

책임저자 분야 최우수

강은석 교수

최다점상

한승혁 교수

다작상

이상원 부교수

최우수 분과상

류마티스내과

최고향상분과상

류마티스내과

강남 우수 연구자상

박헤정 임상조교수

전공의 논문상

안병철 강사

기부금 내역 2019. 6. 1 - 2019. 8. 30
강남세브란스병원 내과 발전기부금

박효진(85)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발전기부금

유관호

1,000,000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발전기부금

박종훈(87)

7,5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구철회(83

3,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안광진(86)

12,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백성원

10,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심장내과

이태우

1,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알레르기

문일주(09)

5,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호흡기내과

박재민(89), 백승(82), 안강현(89), 이강석(82), 이장훈(81), 장상호(81), 조철호(83), 천선희(86)

4,4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우현학술상 기부금

윤창연(07)

의과대학 소화기병연구소 연구기부금

이병학

15,000,000

30,000
10,000,000

32

33

2019 연세의대 내과총동우회
총회 및 송년회 개최
일시 : 2019년 12월3일(화)
장소 : 더플라자 다이아몬드홀 (22층) 참가비 : 5만원(강사, 전공의 3만원)

회비 내역 2019.6.1~2019.8.30
강석민, 강신애, 강신욱, 강영애, 강은석, 강인숙, 강현주, 고광일, 고영국, 고준상, 구남수, 구철룡, 권용환, 권혁문, 김건영, 김광준, 김대식, 김도영, 김미르, 김범경, 김범석, 김병극, 김성민,
김송이, 김수정, 김승민, 김승업, 김영삼, 김원호, 김윤덕, 김인영, 김종윤, 김주영, 김중선, 김지현, 김진민, 김진석(95졸), 김진석(96졸), 김창규, 김창오, 김창훈, 김태일, 김태훈(01졸),
김태훈(11졸), 김태희, 김형중, 김효송, 남지선, 노태웅, 라선영, 류현민, 민유홍, 민필기, 박경희, 박무석, 박성하, 박수정, 박승우, 박승정, 박영숙, 박영아, 박용범, 박재준, 박정엽, 박정탁,
박정환, 박종숙, 박준용, 박준철, 박중원, 박지수, 박진용, 박찬신, 박형천, 박효경, 박효진, 박희남, 방승민, 배기선, 배형미, 백순구, 백예지, 범승훈, 손승환, 손주혁, 송시영, 송영구, 송정식,
신동엽, 신상준, 신성관, 신은택, 신 철, 심정한, 심지영, 안광진, 안상훈, 안신기, 안중배, 안철민, 안철우, 엄재선, 염준섭, 오재원, 원욱희 , 유성환, 유시옥, 유태현, 유희태, 윤영원, 이관식,
이귀순, 이만우, 이명식, 이문형, 이병권 , 이병완, 이상길, 이상원, 이상학, 이상훈, 이성우, 이시영, 이용찬, 이용호, 이유미, 이재현, 이정일, 이찬주, 이혁우, 이희재, 임세중, 장성일, 장윤수,
장 준, 장지은, 장혁재, 전세연, 정경수, 정다현, 정대호, 정보영, 정수진, 정재복, 정준원, 정지예, 정현철, 정희철, 조병철, 조영석, 조재용, 조한선, 조현욱, 차봉수, 천재희, 최경훈, 최규헌,
최동훈, 최소래, 최승원, 최아림, 최의영, 최준용, 최혜진, 최훈영, 하장우, 하종원, 한광협, 한상훈, 한승혁, 한정우, 현종훈, 홍그루, 홍명기, 홍민희, 홍범기, 홍성진

내과총동우회 임원진

회장

한민희

수석부회장

주승행

부회장            

김원호, 김용범, 김원중, 장일중

이사장

이은직

이사

장양수, 이동기, 임호영, 최승옥, 김영수, 천상배, 한승희, 김한수, 김중영,

내과총동우회

김범수, 송영득, 박기호, 정준근, 정윤석, 박현영, 신석균, 손승환, 최 원

02-2228-1937 / 010-8703-1937
www.yumcima.com

감사

김용진, 최우창

총무

정준원

부총무

이유미, 박준용

재무이사

신상준

총무이사

천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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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브란스 내과
발행인

이은직

분과별 위원

편집인

정준원

소화기내과

정다현

종양내과

홍민희

감염내과

안진영

강사대표

이승준

호흡기내과

임아영

내분비내과

신동엽

류마티스내과

정승민

내과의국

김경원

편집위원회
위원장

박준용

심장내과

유희태

신장내과

박정탁

노년내과

김광준

강남내과

최의영

부위원장

최의영, 심지영, 정지예, 김광준

혈액내과

정해림

알레르기내과

김성렬

통합내과

전미영

용인내과

이정은

주소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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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