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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단신

“내과학교실의 Legacy of Excellence,
우리가 이어가자!”
2019내과학교실 전체 교수회의 개최. 이은직 주임교수 “변화” 강조

2019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전체 교수회의가 이은직
주임교수를 비롯한 내과 교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0일 열렸
다. 이날 전체 교수회의는 이은직 주임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18년도 내과학교실(내과부, 강남 내과부, 용인 내과) 및 주요 위
원회(총무, 연구, 수련, HM)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은직 주임교수는 이날 내과학교실의 ‘변화’를 강조했다. 올해
의료계를 둘러싼 내외부의 환경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어서 내과
학교실도 진료, 연구, 교육 등의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
다. 아울러 교실원들의 가중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재충전의 기
회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내과학교실이 내건 11가지의 ‘변
화’는 다음과 같다.

3

교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생강의

4

임상 실습 3학년 학생 대상 Vision Program 진행

5

전공의 체계적인 수련 시스템, 근무환경 마련

6

전공의, 강사, 교수를 위한 "내과 포럼" 진행

7

Clinical Unmet Needs 해결 Working Group 적극 지원

8

융합 연구 증대를 위한 대외협력 네트워크 확대

9

연구력 증대 위한 실질적 교수 지원책 시행

10

연구력 우수 임상교수에 대한 다양한 프로세스 마련

11

진료 전문화, 특성화 지원책 운영 등 진료 수월성 제고

12

Hospital Medicine / Hospitalist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이날 내과학교실 교육 부문은 Vision Program에서 변화의 강도
1

내과학교실의 Legacy of Excellence 추구

를 읽을 수 있었다. ‘내과수련 3년제’라는 현실 속에서 학생 시기

2

교실원 격려 및 Refreshing 기회 증대

부터 내과에 대한 Vision을 심어주고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찾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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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외부강사 강의, 내과 교수 TED

정준원 교수가 사회를 보고 안신기 교수의 기도, 이은직 주임교

Talk, 내과 교수진 만남,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장 등 다양한 프로

수의 인사말, 장양수 의과대학장의 환영사에 이어 신임교수 22명,

그램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신임강사 69명, 신임전공의 38명에 대한 소개에서 이날 행사의 절

분과 내 복수 교육위원을 위촉(교원수 6인 이상 분과)키로 했다.

정을 이뤘다.

연구위원회(위원장 박용범)는 ‘올해의 내과 교수 상’ 신설 등 우

2부에서는 전임 과장들인 강신욱(신장), 차봉수(내분비), 김영삼

수연구자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올

(호흡기), 안철민(통합), 최준용(감염) 교수에 대한 감사패 증정에

해의 내과 교수 상'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원의 연

이어 ‘2019 올해의 내과교수’인 장혁재, 정보영 교수, 조병철, 김승

구 역량을 증진시키고 의욕을 고취시켜, 내과학교실이 세계적 수

업, 김지현(2019 안광진 올해의 내과교수) 부교수, 이용호, 김혜련,

준의 연구력과 경쟁력을 갖춘 교실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김태훈, 김효송 조교수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2019임상순상

마련되었다. 올해 26회를 맞은 ‘우현학술상’은 상금이 1000만 원

은 한소정 전공의 1년차가 받았다.

으로 인상된다. 이날 내과학교실 2016~2018년 연구업적 보고도

[2019 올해의 내과교수]

진행되었다. 직급별-분과별-교외(정부과제) 연구업적 추이 등 다
양한 자료가 공개되어 교실원들의 연구의욕을 자극했다.
수련위원회(위원장 김범석)는 3, 4년차 전공의 동시 수료, 내과학
회 전공의 평점 의무화, 술기교육 의무화, 주80시간 전공의 특별법,
인턴 수련 관련 등 주요 현안을 발표했다. 특히 3, 4년차 전공의
동시 수료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전
공의 특별법 관련 시간외 처방 등이 집중 거론됐다. 내과 인턴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지원율 저하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제기
되었다. 김범석 위원장은 “변화하는 수련 환경에 우리 내과학교
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
린다”고 말했다.
HM위원회(위원장 김영삼)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한 모델 개발, 입원전담의 교육, 적극적 홍보, 충분한 입원
전담 확보 등을 올해 계획으로 내걸었다. HM위원회의 목표는 주
7일-일 24시간 전문의 병동 상주, 입원부터 퇴원까지 의학적 판단
에 의한 필요 서비스 제공, 입원 전담의 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통
합관리병동, 단기 입원병동 운영 활성화를 통해 환자관리 및 병원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환자 진
료에 대한 전공의 수련 참여를 통해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
점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홈커밍데이는 오는 5월 13일(월) 오후 6시 본관 6층 제4
세미나실에서 열리고, 내과학교실 발전세미나는 6월28일(금) 메
이필드호텔에서 개최된다. 발전세미나에서는 Panel Discussion이
도입되고 외부연자 특강이 추가된다.

[내과학교실 신임교수-강사-전공의 환영회]
2019년 내과학교실 신임교수-강사-전공의 환영회기 3월 20일
백양로 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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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쯤 되니 철이 들더군요.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건강수명의 원동력,
‘영원한 현역’ ‘100세 시대 롤 모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철학계의 거두이자 ‘영원한

70~80년대 청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김형석 교수가 최근

현역’이다.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는 1920년 생으로 올해 우리 나

고(故) 김태길, 안병욱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철학계 1세대 교육

이로 100세를 맞았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1964~1985)에서 정년

자로 손꼽히는 그는 철학서 외에 사색적이고 서정적인 문체로 ‘고

퇴임한지도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백양로 한 가운데 서 있는 느

독이라는 병’, ‘영원과 사랑의 대화’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집필

낌이다.

했다.

그는 평범한 장수 노인이 아니다. 활력은 젊은이 못지않고 열정
은 중년을 능가한다. 99세였던 지난해 165 차례나 강단에 섰고, 신
작 ‘행복예습’을 펴냈다. 100세를 기념해 저서 ‘백년을 살아보니’
(덴스토리) 리커버 한정판을 발간하기도 했다. 지금도 강연, 언론
기고, 저서 준비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김 교수는 분명히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는 전직 교수이지만,
‘은퇴’라는 말을 붙이기가 민망하다. ‘영원한 현역’, ‘100세 시대의
롤 모델’이 바로 김형석 교수이다. 100세 시대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수명’이 화두이다. 90세를 넘겨도 병으로 장기간 누워
있다면 장수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김형석 교수는 언론 칼럼 등을 통해 사회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젊은 사람들도 감당하기 힘든 깊이 있는 글을
매일 쓰고 있다. 정치,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칼럼 집
필은 피를 말리는 작업이지만 이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좌중을 휘어잡는 또렷한 말솜씨와 수려한 문장을 보면 “이 분이
100세?”라며 의문부호를 달기 십상이다. 이제 그의 강연에는 '장
수 비결'이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청중들이 궁금해 하니 짧게라도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비결은 따로 없다. 일주일에 1~2번 수영을
하고 자택 2층 계단을 자주 오르내린다고 한다.
김 교수가 100세를 살면서 깨달은 삶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다
른 직종보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의사 등 전문직도 미래의 삶이 두
렵다. 은퇴 이후 뿐 아니라 지금 당장의 삶도 갈피를 잡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
나는 지금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김 교수처럼 100세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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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김 교수의 ‘돈’에 대한 생각은 어
떨까? 그는 “돈만 끌어안고 살면 인격을 잃게 된다”면서 “베푸는
사람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했다.
“멀리 여행을 떠나기 위해선 최소한의 짐만 챙겨 떠나야 합니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나아가기 위해선 최소한만 남기
고 주위에 베풀어야 합니다”
김형석 교수는 연세의 상징인 백양로를 거닐며 30여 년 동안 후
학을 길렀던 열정이 100세 인생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회고한다.
철학과 현역 교수 시절 방학만 되면 유난히 몸이 아팠고, 70세쯤
잠시 활동을 멈추었더니 몸에서 탈이 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도 활기가 넘치고 존경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김형석 교수가

그런데 다시 예전처럼 강연과 저술 활동을 시작하니 침체됐던 컨

새까만 인생 후배에게 던지는 말 속에는 삶의 여정과 교훈이 고스

디션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장수 비

란히 담겨 있다.

결 중 하나인 셈이다.

김 교수는 “30~60세까지는 일에 열중하면서 자신의 분야에 대

어린 시절 부모님께 늘 걱정을 안겼던 약골이었던 그가 건강수

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시기”라면서 “일을 할 때는 돈을 좇지 말고

명을 누리며 100세 시대의 롤 모델이 됐다. 그는 70~80대 후배 퇴

가치를 좇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들을 만나면 “학교를 떠나 시간의 여유도 있으니, 책을 내

돈을 보고 일하면 돈의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윤이 남지만,

거나 사회에 대해 발언하는 일을 해 달라”고 당부한다.

가치를 추구하면 일이 또 다른 일을 낳아 오히려 수입도 증가한다

김 교수보다 10년 연하로 올해 구순(九旬)에 접어든 최규식(1930

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이익에 파묻혀 소탐대실(小貪大失)

년생) 연세의대 명예동창회장도 매일 환자를 진료한다. 최규식 명

하는 경향이 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사람이 너무

예회장은 큰 규모의 해정의료재단 회장이지만, “수십 년 이상 봐

많다. 100세까지 건강수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에서나

왔던 단골 환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니, 봉사 정신으로 진료를 안

절제의 미덕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면은 물론 음식, 운동 등도 정

할 수 없다”고 했다.

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30~60세는 인간관계에 대한 학습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
의 수많은 사람과 만나기 때문이죠. 현명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남을 헐뜯거나 편 가
르기도 금물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
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김 교수는 '인생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시기를 60세 이후라고
했다.
“60세쯤 되면 철이 들고 내가 나를 믿게 됩니다. 75세까지는 계
속 성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후로도 노력하면 본인이 목표로 한
오늘도 김형석 교수에게는 강연과 기고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 완곡하게 거절도 하지만, 그의 강연을 듣고 싶다는

김 교수는 “친구들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에 대해 대화

인생 후배들의 간곡한 부탁을 마냥 뿌리칠 수가 없다.

를 나눈 적이 있는데, 60~75세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내

김형석 교수가 100세의 나이에도 강단에 서는 것은 후배들의 미

가 만약 환갑 이후에 늙었다고 생각해 지레 (활동을) 포기했다면

래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봉사 활동이기 때문이다.

어땠을까, 지금도 아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60세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선 일을 멈추
지 않고 책도 많이 읽어 새로운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

만나봅시다

“Physician-Scientist (임상의과학자)
양성과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종양내과 조교수 김한상

Q

안녕하세요? 소개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
세의대 약리학교실에서 임상의학자과정 4기 (2013.3-2018.2)로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현재 암전이 및 엑소좀에 대한 중개 연구

장점 및 단점이 궁금합니다.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지면을 빌어 임상의과학자가 어떤

A

과정인지 그 동안 전공의 선생님들께 설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
로 간략히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학문적 관점, 금전적 관점 및 생활 환경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임
상에 있을 때 보다는 한정된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만큼 답답하거

Q

나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Physician-Scientist (임상의과학자) 양성과정이
무엇인가요?

장점
1. 학문적 다양성 확보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임상분야를
기초연구/중개연구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능

A

2. 금전적 이득
A. 박사학위 학비 없음
B. 연봉 4, 000만원 이상 및 사학연금
(연세의대)

임상의과학자 양성과정은 기초 실험실에서 전일제로 4년의 과정
동안 기초 및 중개 연구를 수행하며 박사학위를 밟는 과정입니다.

3. 대도시에서 근무
서울(연세의대)또는 대전(카이스트)
근무

기초 실험을 할 수도 있지만 예방 의학교실에서 통계를 전공 할 수

4. 가정의 완성
결혼과 자녀 양육에 중요한 30대
초반을 준비 할 수 있음

도 있고 최근에는 시스템 정보 의학, 유전체 분석을 배울 수도 있
습니다.

Q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연세의대 내에 임상의과학자 양성과정 (4년)과 카이스트 의과학
대학원 (4년)과정이 있고 그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3.5년)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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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1. 적성이 맞아야 할 수 있음
단순히 스펙 쌓기로 오면 괴로울
수 있음
2. 논문 압박이 있을 수 있음
임상 논문은 차트 리뷰를 하고나면
논문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초/중개
연구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야
논문이 됨
3.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함
남자: 군대 가는 것보다 최소 1년
추가소요
여자: 최소 3년 추가소요

만나봅시다

Q

지금까지 간략히 임상의과학자 양성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
다. 꼭 실험실에서 기초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4년의 시간을 다른
분야에 대해 탐구하고 임상 분야에 접목할 기회를 찾는 소중한 기

임상에 대해 잊어버릴까 염려 됩니다.

회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박사과

A

정을 하면서 100% 실패해도 괜찮다는 유연한 자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실험의 90%이상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좋은 논문을 내지 못하더라도 좋은 경험이면 그뿐이라는

몸으로 익힌 전공의 시절의 임상 지식이 사라지지는 않고 오히려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넉넉히 배우고 알찬 4년을 보내실 수 있을

4년간 임상 분야 연구 논문을 읽으면서 지식은 깊어질 수 있습니

거라 믿습니다. 임상의과학자 양성과정에 지원하실 전공의 선생님

다. 힘든 전공의 생활을 이겨 내셨기 때문에 임상에 복귀하시는데

들을 응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습니다.

Q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A

현재까지 임상의과학자 양성과정을 마친 선배, 후배님들의 90%
이상에서 현재 임상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개연구
조교수 제도가 신설되어 3년간 주 1-2회 정도 임상을 보면서 기초
혹은 연구전임교수로 갈 수 있게 하는 연구트랙이 시작되었습니
다. 향후에는 임상의과학자 출신이 M.D.출신이 부족한 기초학교실
교원으로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만나봅시다

“연구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바탕에는
Physician-Scientist 프로그램이 결정적인 역할”
권오빈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저는 연세의대 Physician-Scientist 프로그램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능력 뿐만 아니

시작된 첫 해에 참여하여 2015년도 졸업하였습

라 의대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교수요원 확보가 시

니다.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어떤

급합니다.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에도, 한국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르는 상황에서, 참여를 결정

의 의료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스승님들 덕분이었습니

초의학에 대한 인프라가 반드시 확충되어야 하며,

다. 석사과정 지도교수님이셨던 이은직 교수님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인력 수급

으로부터 연구에 대한 씨앗이 심겨졌고, 박사과

입니다.

정 학생으로 받아주신 김철훈 교수님의 연구에

놀라운 것은, 실험 연구를 직접 수행해본 적이 없

대한 열정과 적극적인 지지로 싹을 틔웠다고 하

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노력과 간접적인 경험을 토

겠습니다.

대로 실험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본격적인 실험연구를 경험해본 적이

니다. 의학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

없어서 프로그램 초기에는 연구 도중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이 있는 학문입니다. 기초의학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와 연

연구 기법들이 손에 익을수록 점차 연구 결과가 완성될 때까지

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임상의사가 좋은 연구를 위해 협력하면

완주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임상의사가 의과학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초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자와 협업하는 경험을 통하여 연구에서 시너지를 내는 소중한 경

있지만 이 중에서 인간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연구결과들도 많이

험도 하였습니다. 익숙한 모교에서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있으며, 결국 환자로부터 출발하는 중개연구는 사람에게 직접적

것은 적응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었습니

으로 적용하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

다. 당시에는 박사과정 수료와 군복무를 대체하는 기간을 합쳐 총

합니다.

5년이 소요되는 과정이었는데, 이 시간은 연구를 시작하여 좋은

의과대학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그룹 중 하나

결과를 통해 완성하는 데에 결코 긴 시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현재까지의 배출된 인력이 양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마치기 전에 같은 분야의 실험연구를 지속할 수 있

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로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

는 연구실을 찾게 되어 내분비내과 임상강사 기간에도 실험연구

경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는 단지 저만

를 이어갈 수 있었고, 하버드 박사후과정을 거쳐 현재 연구책임자

의 내부 의견이 아니며, 외부 기관들에서도 동일한 평가를 얻고

로서의 역할을 맡아 새 연구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도약 중에 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인재를 배출하는 프로그램

습니다.

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주신 분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시야를 넓히

께 감사 드립니다.

며 길게 호흡할 수 있는 연구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바탕에는
Physician-Scientist 프로그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

니다.
현재 국내 기초의학 전임교원은 수년 전부터 급격히 감소 추세이
며, 특히 기초의학 교수 중 의사 비율이 50% 미만으로 감소하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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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ian-Scientist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할 모습을 기대”
박철호 (연세의대 미생물학교실)
고민을 하던 중 임상연구 뿐만 아니라 기초연구
에도 매진하고 계신 신장내과 교수님들의 격려와
조언이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총 4년

총 4년 과정으로 구성된 Physician-Scientist 프로

과정으로 구성된

그램은 임상경험 위에 기초연구능력을 더함으

Physician-Scientist

로써 추후 기초 및 임상연구와 더불어 중개연구
능력을 갖춘 임상 의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

프로그램은

니다.

임상경험 위에

지난 세월동안 의학은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
여 다양한 질병을 해결하고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기초연구능력을

러한 발전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각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얻

더함으로써 추후

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한 단계 더 높

기초 및 임상연구와

은 수준으로의 도약에는 항상 기초-임상 중개연구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Physician-Scientist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중개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의과학자가 되고자 합니다.

중개연구능력을 갖춘

이제 Physician-Scientist 프로그램에 참여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임상 의사 양성을

전공의 1년차가 끝나고 막 2년차가 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정신
없이 내과 전공의로서 보낸 1년이 지나갔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목표로 하고

것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답답하고 조바심이 났던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접하고, 익숙해
지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조금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전공의 1년차가 끝났을 때 느꼈던 답답함도 없지 않은 것 같
습니다. 그렇지만 전공의 시절의 이러한 고민과 훌륭한 교수님들
의 가르침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Physician-Scientist 프

전공의 시절 환자를 보면서 아직 해결 되지 않은 문제(unmet

로그램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needs)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환자

끝으로,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의과대학과 끊임 없는 격

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생각을

려와 조언으로 힘을 주시는 신장내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하던 도중 ‘Physician-Scientist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임

드리며,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는 아내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

상 의사에게 기초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

습니다.

어지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선배 혹은 동기들과
는 조금 다른 길을 걷는 것이었기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9

만나봅시다

“내과 physician scientist로서 임상과의
시너지가 가장 큰 분야가 데이터사이언스”
이호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저는 내분비내과를 전공하였고, 현재 예방의학교

physician scientist 과정을 통해 데이터사이언스

실 김현창교수님 연구실에서 physician scientist

기반 중개연구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과정을 시작한지 2년째입니다. 주연구 분야는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뇌혈관·대사질환 역학 및 데이터사이언스이

보건의료 데이터사이언스를 다루는 분야는 예방

며, 대표적인 연구 주제들은 심뇌혈관·대사질환

의학, 보건통계학, 의료정보학 등으로 다양하지만,

빅데이터연구DB설계, 유전체역학코호트-건강

예방의학교실은 특히 연구설계와 DB구축등의 기

보험청구자료 등 빅데이터 연계를 이용한 맞춤

본기를 가장 잘 다질 수 있고, 전국민건강빅데이

(personalized) 심뇌혈관질환 위험 예측모형 개

터, 병원데이터, 지역사회코호트 등 다양한 원자

발,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맞춤 예방의료 기

료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와 협업 체계를 갖추

술 개발 등이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의학은 임상의학과 가장 접점이 많은 분야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의 키워드와 함께 데이터

로, 미국의 경우에는 예방의학 의사가 임상 진료를 겸하는 경우가

사이언스는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이 되었으며,

대부분이고, 내과 출신 physician scientist로서는 임상 경험과의

특히 보건의료에서 그 가능성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너지가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예방의학교실은 현

보건의료빅데이터는분석과 해석은 물론 가공과 생성 단계에서부

재 physician-scientist 1명, 기초연수의 1명, 강사 3명, 전공의 6명,

터 의학 지식이 필수적인데, 반면 임상 전문의는 빅데이터를 다루

그 외 보건학 대학원생포함 약 50명 이상으로 연구 인력이 풍부하

는 first-hand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상전문의와 데이

고, 무엇보다도 임상 경험과의 연속성으로physician scientist 과정

터사이언티스/사이에는 실험과학에서보다 더 많은 unmet needs

에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Physician scientist 과정을

가 있습니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빅데

고려하는 여러 후배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임상 의사의 양성이 절

연세의대의physician-scientist 프로그램은현재까지 졸업생과 재

실하고, 연세의대 physician scientist프로그램이 이를 앞장서야 할

학생 약 40명에 육박하고, 내과학교실 출신이 그 중 30% 이상으

것입니다.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배님들의 좋은 연구성과를

기초의학 분야에서는 physician scientist와 같은 중개연구자 양

통해 그 실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의관에 비하면그 소

성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실험 연구를 하는 임상 전문의가 늘고

요기간이 4-5년으로 길고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존재하는 탓에

있으나, 데이터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연구의 상당부분

선택에 큰 고민이 따르게 됩니다. 임상 training 5년에 이어 다시

을 분석가나 엔지니어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지식의 간

한번 큰 한발을 내딛는 일인 만큼physician scientist 과정 동안에

극이 크고 물리적, 시간적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주원인으로 생각

도 전문의의 연장선에서 경력과 직급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가

됩니다. 저는 의대 진학 이전에 미국에서 학부 교육을 통해 컴퓨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physician scientist 프로그램을

터사이언스, 수학, 통계학을 많이 접했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빅

통해 모교에서 중개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

데이터,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대 학생들은 의예과

시고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 장양수 학장님, 이은직내과주임교수

부전공 제도도 있고 본과에서도 데이터사이언스에 많이 노출되

님, 이병완 내분비내과장님, 그리고 김현창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학생들이 임상 training 후

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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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허브병원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 병원장으로 활동 중인 최동훈 교수(심장내과)
최동훈 교수

신축용인병원은 의료원의 향후 100년을 담보하는 사업이
기에 단순히 세브란스병원의 지역병원, 브랜치병원으로 머
무를 수는 없습니다. 아시아의 의료허브병원이 되겠다는
대망(大望)을 향하여 한걸음씩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은 755병상을 갖춘 경기 남부권역 3
차 의료기관으로 건립됨은 물론, 디지털 병원으로 면모를 일
신할 계획입니다. 개원의 동문 등을 위해 조금 더 자세히 병
원 소개를 해주시죠.

지난 3월부터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 병원장으로 활동 중인
최동훈 교수(심장내과)는 “지금까지 세브란스의 모든 교직원이
함께 품어 온 환자경험의 가치를 신축용인병원에서 풀어내겠다”
면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안전한 병원이 되겠다”고

경기 남부권역 3차 의료기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용인

말했다.

시의 성장세와 세브란스라는 브랜드가 지닌 역량을 보았을 때 당

지난 2월말까지 연세의료원 건설사업단 용인동백개원준비
본부장을 역임하셨는데요. 먼저, 건설 상황 및 개원 준비 상
황을 말씀해 주시죠.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은 오는 11월
완공 예정이죠?

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시기를 얼마나 앞당기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본원보다도 훌륭하고, 경기
남부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하는 아시아의 허브병원을 비전으로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재 공정률은 약 56%
까지 도달하였고, 11월에 (신축)용인병원이 무리 없이 완공될 것
으로 보입니다.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103만 용인
시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되기 위한 소프
트웨어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진의 확보가 필수인데, 우선 선채용 교원 34명과 임상과장 23
명을 선발하였고, 임상교원 정원 심의 일정을 4월로 앞당겨 우수
한 임상교원들을 조기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1일부터는
개원준비본부에서 병원체계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서 성공적 개원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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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이 우리 의료원의 선도적 지능형 디지털
대표 병원으로써 Test Bed 역할을 넘어, 전공의 없는 병원에서 국
내 최초 미래 디지털병원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
겠습니다.

건설 및 개원 과정에 어려움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병원장 임기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을 다지
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초대 병원장
으로서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고민해
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우수한 의료진 및 직원들을 확보하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정

기 위해서는 기숙사 건립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용적률의 제

했습니다. 먼저, 환자가 감동하는 안전한 병원이 될 것입니다. 교수

한으로 기숙사 등 추가 건축물 신축이 불가한 상황이지만, 도시첨

와 전문간호사가 환자의 모든 진료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모든 진

단산업단지의 인허가가 완료되면 용적률이 상향되어 기숙사 등

료 과정이 표준화된 환자 중심의 안전한 병원으로 만들 계획입니

추가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승인을 앞당길

다. 다음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병원입니다. 제한된 자원 속에

수 있도록 의료원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

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추구하되 미래성장동력

보다 (신축)용인병원이 성공할까 하는 주변의 우려가 가장 힘이

이 될 수 있는 분야에는 과감한 투자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듭니다. 물론 병원 건립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또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세브란스의 정신을 바탕으로 구성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윤도흠 의료원장님도 저도 (신축)용인병원

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

은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개

막으로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과 환자 안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

원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털병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디지털병원이라는 개념이 아직 체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
떻게 디지털병원을 구현하실 계획인지요?
디지털병원의 목표는 크게 의료진의 불필요한 잡무를 최대한 경
감함으로써 의료진이 환자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안
전을 극대화 하는 등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혁신ICT솔루
션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입원환자의 안전과 의료진 업무경감
을 위해 음성 인식을 통해 EMR이 자동으로 입력된다거나, 의료기
기 간에 데이터가 자동 연계되어 기록지를 입력, 관리하는 등 다
양한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병원의 전체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환자 병목 현상을 개선할

병원장님은 연세의료원 심장혈관병원장을 역임하셨는데요.
다소 이르지만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의 경영방침은?

수 있도록 Patient Tracking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할 계획이며,
5G시대에 맞춰 초고속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도 기획하
고 있습니다.

심혈관병원장일 때도 제가 늘 강조해왔고, (신축)용인병원에서도

이러한 혁신적인 ICT기술들을 병원에 적용함에 있어 의료진의 참

마찬가지이지만 환자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의

여는 필수이기에 의료진의 이해도를 높이고,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료 서비스와 환자경험을 제공, 환자를 감동시키는 병원을 만들 것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서 (신축)용인병원 교원들을 대상으로 디지

입니다. 또한 환자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더 행복해지는 병원을

털 의료산업 감수성 증진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들기 위한 조직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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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초기지이자 세계적인 의료 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은 이러한 신성장 플랫폼의 중
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들은 병원에서 생산한 지식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첨단 의료 기술 및 제품을 임상에 적
용함으로써 다른 병원들보다 한발 앞서 미래 의료에 발을 내딛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용인 연세 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
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축)용인세브란스가 성공적으로 개
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병원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다양하고 방대한 임상 데이터가 축적될 때 입주 기업들에게 우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신성장 모델이 기능을 발휘할 수

분야를 집중 지원하면서도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도 발

있을 것입니다.

굴하여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개원의 동문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하여 총 5만평 규모의 “용인연세 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의 역할이 더
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해 주시죠.

친애하는 개원의 동문 여러분, 연세의료원은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신축)용인병원은 물론 이후 칭다오병원, 중
입자 미래관, 송도국제병원까지 거대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
다. 그 첫발로서 (신축)용인병원이 성공해야만 연세의료원의 미래

용인 연세 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제약, 의료기기, IT,

가 밝을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 사랑하는 모교의 이름이 드높아

BT, 인공지능 등 최첨단 테크놀러지 산업을 유치하여 산·학·연·

질 수 있도록 (신축)용인병원의 건립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

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ICT, AI 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함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써 4차 산업혁명의 의료분야 신성장 모델 육성을 통해 미래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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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습적
간섬유화
측정기술의
역할강화”

● Table 1. Diagnostic performance of transient elastography in predicting
significant fibrosis (≥F2) and cirrhosis (F4) in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C and B.

소화기내과 김승업 교수
원인과 관계 없이 만성간염에서 간세포 염증 및 괴사가 지속되면
간섬유화가 발생하고 더욱 진행되면 결국 간경변증으로 이행합니
다. 간경변이 생기고 나면 간세포암(이하 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만성간질환에서 간경변증으
로 진행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B형 간염으로 인한 만성간염은 최근에 entecavir, tenofovir
disoproxil fumarate (TDF), tenofovir alafenamide (TAF) 등과 같

이 내성 장벽이 높고 강력한 항바이러스 약물이 염증을 막고, 간

● Figure 1. Cumulative incidence rates of HCC based on stratified liver stiffness
value by transient elastography. The cumulative incidence rates increased signifi-

섬유화를 줄여서 간질환의 진행을 막는데 사용이 되고 있고, C형

cantly in association with higher liver stiffness value (log-rank test, P<0.001).

간염의 경우에는 기존에 부작용이 많았던 인터페론+리바비린 치
료는 사라지고 최근 간단하게 먹는 약인 Direct Acting Antivirals

더 단단함을 시사하며 간접적으로 간섬유화가 상대적으로 진행

(DAA)을 이용해서 거의 부작용 없이 2~3개월 치료하면 99% 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FibroScan의 장점은 통증이 없고, 비침습

치를 통해 간섬유화가 진행이 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

적이며, 쉽고 빠른 검사가 가능하며, 약 5분 만에 즉시 결과를 얻

성간질환의 진행 과정에서 간섬유화를 평가하는 것은, 간질화의

을 수 있고, 재현성이 높으며, 의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며, 최근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항바이러스 약물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에는 간에 지방이 축적된 정도도 controlled attenuation param-

판단하고, 간경변증을 진단하고, 간암의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간

eter (CAP)이라는 모델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변증의 합병증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 B형 간염뿐만 아니라 만성 C형 간염,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

간조직생검은 간섬유화를 직접적으로 검사하는 최종 진단방법

에서도 단면적인 평가를 했을 때, 의미 있는 간섬유화(F2 stage

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침습적으로 간섬

이상)또는 간경변(F4 stage)을 진단하는 area under the receiver

유화를 예측하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Transient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UROC)가 0.75~0.9까지 보고가

elastography (FibroScan, EchoSens, Paris, France)를 이용하여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acceptable 하게 간섬유화 단계를 예측하

측정된 간탄력도(liver stiffness)의 정도로 간섬유화를 예측하는

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Table 1). 단면 평가뿐만 아니라 예후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간의 조직병리 상태에 따른 탄력도

예측, 특히 간암의 발생 위험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

를 압력의 단위인 kilopascal (kPa)을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검사

니다. 최근 본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8 kPa 이하는 기준으로 했

용 탐촉자에서 만들어진 저진동수의 탄력파가 피부표면을 통과

을 경우 23 kPa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3년째 간암의 발생 위험

하여 간으로 전파되고 다시 돌아오는 초음파의 이동속도를 변환

도가 약 6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Figure 1). 바이러

기(transducer)를 통하여 측정합니다. 이동속도가 빠를수록 간이

스성 간염에서 항바이러스 치료 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 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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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의해야 할 임상적 상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간염이 너
무 심한 경우, 복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간수치의 상승이 있을 때
에 FibroScan을 측정하면 간섬유화가 실제의 간섬유화 정도에 비
해 높게 측정이 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문
헌에 따라면 약 200 IU/L 이하에서 정도만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
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복수의 경우에는 음파가 간
과 복벽 사이의 물을 통과히지 못해서 정확히 간탄력도를 증정하
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장부전으로 울혈성
간질환이 있는 경우, 임산부의 경우 등 FibroScan 검사를 정확하
지 않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 7월 간섬유화스캔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세브란스병원
은 2006년 6월 28일 간섬유화스캔 검사실을 개소하여 2017년 3
월약 5만례 달성하였습니다. 2018년 4월에는 늘어나는 검사로 인
하여 간섬유화스캔실2호를 개설하였고 2018년 12월에는 7만례
의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처럼 원활한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 이정일, 김승업 교수가 최근 홍콩에서 FibroScan의 유용성에 대해서 웹강의를
하는 모습

만족도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임상 자료를 이
용해서 세브란스에서 출판된 국제 논문이 100여편이 되는 등 성

중 감량에 따라서 FibroScan으로 측정된 간섬유화가 호전이 되

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는 것을 보는 연구들도 활발합니다. 최근에 FibroScan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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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내과장 | 세브란스 신장내과
저는 이번에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장을 맡게 된 김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교 신장내과의 책임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 매우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
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장내과는 신촌과 강남을 합쳐 6분의 전임교수와 3분
의 임상교수를 주축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원수에도 불구하고진료, 연구, 교육 분야
에서 모범적인 노력을 통해 국내 의료분야를 선도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신장내과의 자산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저희과 구성원의 발전
과 화합을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진료 분야에서는 최근 환자의 고령화와 만성질환화, 중증
질환 비율 증가에 따라 신장내과의 병원내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먼저, 교수진 분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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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를 만들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는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연구 인프라를 바탕
으로 지속적인 성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신장
내과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신장내과 교수진 및 구성원의 세부 전문성 및연구력
함양과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원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로 경험을 나누고 향
후 산학협동의 가능성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신장내과의 강점인 강사, 전공의 및 학생의 교육 및 수련에도 그동안
쌓아온 명성에 누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내과의 발전은 세브란스병원의
모든 구성원, 특히 내과 가족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내과 및 세브란스병원의 발전에 기여
하는 신장내과가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창오 내과장 | 세브란스 통합내과
2019년 3월부터 통합내과 과장을 맡게 된 김창오입니다. 기존 노년내과도 맡고 있지만, 전공
의 수련환경 변화 및 내과 3년제, 입원전담전문의의 도입 등으로 통합내과의 역할과 책임이 더
욱 중요해진 터라 충실한 자세로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내과에는 신동호 부
교수가 임용되어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통합내과 소속의 입원전담전문의
로서 이한성, 남기헌, 한송이, 전미영, 허수진, 최은아 선생님이 각자 전문분야의 내과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본관 및 암병원에서 성실히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Hospital medicine 위원회
를 맡고 계시는 김영삼 교수님께서는 병원 전체의 입원전담전문의의 체계 및 교육과 질 향상
을 위하여 애써주실 것이며, 특히 내과학회와의 연결고리를 잘 이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통합내과 과장으로서
내과병동의 입원전담전문의 역할 확립과 이를 통한 후배 양성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 외에 응급실과
외래 더 나아가 재택에까지 이르는 포괄적인 내과환자 케어시스템의 구축과 발전에 온 힘을 다하고, 향후에는 전공의
수련 및 학생 교육에도 통합내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과학교실 발전을 위해 통합내과
가 기여할 수 있도록 주임교수님과 선후배 교수님들 및 교실원들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통합내과의
시작과 기반을 갖추도록 많은 기여를 해주신 장양수 전 주임교수님과 안철민 전 과장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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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석 내과장 | 세브란스 호흡기내과
2019년 3월 1일부로 세브란스병원호흡기내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무석입니다. 현재 세브란스
병원 호흡기내과는 호흡기 본래의 질환인 기도질환 및 간질성폐질환, 결핵 및 감염성폐질환,
폐암 및 폐종양 뿐만이 아니라 중환자의학 및폐이식을 포함하는광대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
으며 임상, 연구, 교육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호흡기내과는
전통적으로교직원들간의 소통과 화합이 돋보이던 과로 초대 김기호교수님을 비롯하여, 이원
영교수님, 김성규교수님, 장준교수님, 김세규교수님, 그리고 바로 전 과장이신 김영삼교수님까
지 모든 이전 과장님들이 소통과 화합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도 선대 과장님들의 전통을 따
라 과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이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배 교수들에
게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현재의 작은 씨앗을 찾아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미래와 소통할 수 리더
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세브란스병원에서 내과 전공의 및 전임의 교육을 받고 2005년부터 전임강사로 발령
을받은 이후로 계속 호흡기내과에서 일해 왔습니다. 저에게 호흡기과장의 역할을 명하여 주신 여러 교수님들에게 감
사합니다. 그동안 제 개인의 발전만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호흡기내과 전체와 중환자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내과가 의료원 안과 밖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1-2년 동안 호흡기내과 교수님들의 건강과 과로 누적이 큰 힘든 점이었습
니다. 올해부터는 호흡기내과 모든 과원들 및 병원 내 모든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염준섭 내과장 | 세브란스 감염내과
세브란스병원 신임 감염내과장으로 임명된 염준섭입니다. 감염내과는 1994년 감염내과 분과
로 독립하게 된 이후 김준명 교수님(초대 과장)과 최준용 교수(2대 과장)가 오늘의 모습으로
과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과를 이끌어 주셨던 김준명 교수님께서 2018년8월 정
년 퇴임 하셔서 이제 저를 포함한 후학들이 힘을 합쳐 과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
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제가 과를 이끌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고 이를 허락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현재 저희 과에는 5명의 교수와 4명의 임상강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힘을 합쳐 감염질환에 대한 진료, 연구, 교육은 물론 감염관리실과 함께 병원
의 다양한 감염관리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등과 같은 새로운 감염질환의 유행 증가, 병원의 감염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된 현재 감염내과에 기대하는 역할은 더 크고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
응하기 위해 더 많은 훌륭한 감염내과 의사/교수들을 배출하는 과로 발전해야 합니다. 국내 HIV 연구와 진료를 선도
하고 있는 전통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분야의 성장동력을 마련하여학계/병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
는 감염내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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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완 내과장 |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금년 3월 1일부로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제 6대 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병완 입니다. 내분비 내
과는 11명의 스텝과 7명의 펠로우가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및 골대사 분야로 나뉘어 임상,
연구, 교육 측면에서 연세의대 및 세브란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세브란스 내과에 부임 한지 10년이 지난 11년 차가 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10년을 시작
하는 시점에서 과장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이며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시
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과장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위치이지만 저
를 믿고 따라 올 내분비 과원들을 생각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임 과장
으로서 생각하는 첫번쨰의 역할은 세브란스의 연구, 진료, 교육 전통 계승과 미래 지향적인 발전입니다. 두번째로는 새
로운 환경의 변화와 구성원의 여러 생각의 다양성을 통합해서소통해야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분비 내과는 늘
innovation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고 이를 수용 및 실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내분비 내과 내적 그리고 외적이
networking과, 내분비 내과 과 구성원의 자발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브란스 내분비 내과의 청체성 확립을 더욱

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조재화 내과장 | 강남세브란스 호흡기내과
지난 12월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장으로 선임된 조재화입니다. 전임 변민광 조교수가
해외연수를 가면서 임명되었습니다. 강남 호흡기내과는 김형중, 장윤수, 변민광, 박혜정 교수
와 금년부터 근무하는 김태희 진료교수 그리고 2명의 전임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폐암, 만성
폐쇄성폐질환, 천식, 폐렴, 호흡부전, 중환자의학 등 분야별로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상명하달
이 아니라 과원들 간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소통하여 과 내외 협력에 주력하겠습니다. 신
촌세브란스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의 호흡기내과뿐만 아니라 타 병원에 근무하는 동문들 과
도 매년 모임을 갖고 연구, 진료 협력을 통하여 의료원 내부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중추적
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동문들과 주변 개원의들과의 소통, 교류 협력
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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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엽 교수 | 세브란스 소화기내과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박정엽입니다. 먼저 승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과학교실과 세브란스
병원에 봉사하고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소화기
내과 췌장담도 분야의 진료와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더욱 발
전시키고 나누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교수가 되었지만
항상 밑바닥부터 천천히 올라간다는 각오로 조급해하지 않고 강사 임용되었을 때 가졌던 초
심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새로운 의료기기와 췌장 담도암의 진단과 치료 방법을 개
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성과에 매달리고 단순히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기 보다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 걸맞은 새롭고 창의적인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서 언
제나 저를 응원해준 부모님과 아내, 아들과 딸에게 고맙고 충분히 신경쓰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심지영 교수 | 세브란스 심장내과
2019년 3월로 내과학교실 심장내과 교수로 승진한 심지영입니다. 2008년 전임강사로서 교원
으로 임용 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기회를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선후배,
동료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주 진료 분야는 심장판막질환과 심
부전, 고혈압이며, 심장초음파 및 심장영상에 기반한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역동적
인 신체 기관인 심장을 전공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분야인 심장초음파 및 심장영상 분
야에서 일하고 있음에 항상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루하루가 많은 자극과
도전이었지만, 돌이켜 보면 언제나 재미있고 발전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퇴행성 판막질환의 급증과 함께 최신영상기법을 이용한 정확한 진단과 계획, 그리고 치료 중 실시간
가이드가 치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있으며, 좌심실 이완기능 장애로 인한 심부전은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이제
는 극복해야 할 문제들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어, 앞으로의 10년, 20년 동안에도 임상과 연구 모두에 있어서 흥미롭고
보람된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권 교수 | 강남세브란스 심장내과
이번에 교수로 승진하게된 심장내과 이병권 입니다. 먼저 주임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분과과
장님들과 선, 후배, 동료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늦게나마지금에 이르기까
지 시작부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기다림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혁문 교수님과 송영구 교
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심장내과에서 임상적으로는 중재시술을 담당하고 있으
며, 관동맥질환은 물론, 말초혈관 질환의 중재시술과 선천성 심질환의 구조적 심장질환의 중
재시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술적 주 연구 분야는 혈류 순환의 유체역학적 역할에 대한 연
구입니다. 또한 강남세브란스체크업 건강 증진 센터를 맡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대량의 데
이터 및 대규모 의료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및 이를 이용한 진단 및 질병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 기관 국책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적이고 융합의학적인 연구를 지
속하여 연구가 연구와 논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임상에 응용되도록 성과를 내려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교수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보스로서의 모습보다 선 후배 동료 및 학생, 전공의에게 리더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늘 스스로 되물으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신실한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내어 되돌아 보아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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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수 부교수 | 세브란스 감염내과
이번에 내과학교실 감염내과 부교수로 승진하게 된 구남수입니다. 우선 부족한 점이 많은 제
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회를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저는 2002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2013년부터 신촌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에서 교수요원
으로서 다양한 감염 질환 및 패혈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으며 또한 원인 불명의 발열 환
자의 진료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선배 교수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내과학교실의 위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구철룡 부교수 |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먼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배려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진료교수로 발령받은 이후, 내분
비대사내과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의 세부 전공은 신경내분비 및 뇌하수체 질환입
니다. 과거에는 희귀 질환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건강검진의증가로 새롭게 진단되는 환
자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만, 당뇨, 골다공증과 같은 다빈도 내분비 질환의 원인이기도
하며, 만성 피로 및 부종과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환자의 외형 및
과거력으로 의심이 된다면 조기 진단을 통해 완치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먼저 접하는 일
차 의료기관 선생님들의 관심이 절실한 질환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뇌하수체 종양 센터는 신경외과 김선호 교수님과
내분비내과 이은직 교수님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적인 치료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할에 맞는 책임감과 사명
감을 가지고 연구, 진료, 교육에 매진함으로써, 뇌하수체 종양 센터와 저희 의료 기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리 부교수 | 강남세브란스 혈액내과
부교수라는 이름이 너무 어색합니다. 부교수가 처음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조교수를 너무
오래 해서인 것도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부교수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저는백혈병을 비롯하여그 어렵다는모든 혈액 질환을 진료하고 있으며, 주 관심분야는 림
프종과 다발골수종입니다. 조교수 때는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혈액내과를 셋업하기 위해 시
간을 보냈다면, 앞으로는 림프종의 생존률을 끌어올리는 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 위해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바쁘고 또 바쁜 가운데서도 항상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시는 혈액내과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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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승훈 부교수 | 세브란스 종양내과
이번에 종양내과 임상부교수로 승진하게 된 범승훈입니다. 2014년 연세암병원 개원과 함께,
내과학교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으로 부여 받았는데, 연세암병원의 지속적인 성장
에 발맞추어, 개인으로서도 승진을 하게 되어 더욱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저는
현재 대장암, 비뇨기암 환자의 항암치료를 전문으로 진료 하고 있으며, 종양내과 의사로서 표
준 항암치료와 함께, 최근 종양내과 치료 영역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많은 신약 치료의 기회
또한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지내온 것이, 기관 내 선,
후배, 동료 뿐 아니라, 기관 밖의 여러 동문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료와 연구 등 제가 부여 받은 소임에서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더
욱 도모하여, 저에게 치료 받는 암 환자분들에게 가장 최신의, 빠른, 그리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치료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임용 받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환자의 고통받는 육체뿐 아니라 아픈 마음까지 어루만
지는 종양내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명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우 부교수 | 용인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용인세브란스 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임상부교수로 승진한 이승우 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용
인세브란스 병원 진료 교수로 시작하였는데 어느새 흐른 시간에 감회가 새롭고, 기쁨보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 진료분야는 췌장 담도 질환 및 소화기 치료내시경이며, 내시경 치료관
련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한 기구 및 장비 개발이 주 관심분야로, 초심을 잊지 않고 늘 한결같
이 환자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이자리에 있게 해주신 은사님과 저희 병
원의 선배님, 동료 교수와 후배님, 췌담도학회의 선배님과 동기들에게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
로도 교실의 발전과 진료/연구/교육에 정진하는 내과학 교실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정민규 부교수 | 세브란스 종양내과
부교수로 승진하게된 종양내과 정민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여러
교수님들, 선생님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3년 연세 의
대를 졸업하고, 2014년 조교수로 발령받아 위암 및 흑색종 환자 치료 및 연구를 하고 있습니
다. 현재는 2017년 8월부터 뉴욕에 있는 코넬의대에서 암 면역치료 [CAR (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 therapy)를 연구하고 있고, 올 8월에 복귀 예정입니다. 2018년도 노벨 의학상

은 암 면역치료를 연구하신 일본 교토대학의 Tasuku Honjo교수님과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의
James Allison 교수님이 받으셨는데, 그 만큼 암면역치료가 최근 암치료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

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문 선·후배님들께서 위암 및 흑생종 환자를 보내주시면, 내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치
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약 치료 및 임상연구를 통해 환자들에게 최적의 맞춤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뿐만 아니
라, 연수하면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암면역치료 연구를 지속하여, 암환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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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예 부교수 | 세브란스 호흡기내과
내과학교실 호흡기내과 부교수로 승진한 정지예 입니다.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
고 도와주셨던 은사님들, 선배님들, 동료들, 후배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저에게 처음 교원의 기회를 주셨던 고 김세규 교수님은 늘 저의 마음 한 구석에서 든
든한 지원군으로 계십니다. 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에 대한 진료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미세먼지의 문제가 해가 지날수록 심

각해지고, 더 이상의 감소를 보이지 않는 흡연율, 그리고 고령화 사회 속에서 COPD는 증가하
고 있으나, 진단부터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열악한 국내 의료 현실에서는
약물 요법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OPD는 만성질환으로서 꾸준한 비약물적 치료를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
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진료와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4년 졸업 이후, 떠나보지 않았던 세브란스병원
에서 때로는 환자의 보호자로서, 때로는 환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
침을 주셨습니다. 진료, 연구, 교육 분야에 있어, 먼저 떠올려지는 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혜진 부교수 | 세브란스 종양내과
그동안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신 내과학 교실 교수님들과, 동료, 후배들에게 감사를 먼저 드립
니다. 2009년 임상조교수로 발령받고 현재까지 암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암, 췌장
암, 담도암, 뇌종양,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의 항암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에
대한 신약임상연구를 진행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환자의 통증 조절 등 완화의료도
전문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종양내과를 선택할 때 느꼈던 내가 가야할 길이고 내가 필요
한 길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느낍니다. 이제 부교수에 맞는 역량을 가지고, 교실을
빛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진료, 교육,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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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경 교수 | 용인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저는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소화기내과 간분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김자경입니다. 세브란
스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후 소화기내과 전임의 2년차에 교실에서 단기연수를 지원해 주셔서
일본에서 세포치료와 줄기세포 분야를 접할 수 있었고, 이후 세브란스병원 세포치료센터의
임상전임강사를 거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2018년
3월부터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알코올성, 지방간질환 뿐만
아니라, 원인 미상의 간질환, 무증상의 간경변, 간이식이 필요한 간경변, 간암 환자나 급성 간
염 환자까지 간질환의 모든 분야에 의뢰가 필요하실 경우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암
치료, 세포 치료와 관련된 임상연구, 알코올과대사성 간질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면역학적 기전에
기반한 치료와 병태생리에도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의 치료를 적용한 최선의치료를 위해 항상 깨
어있겠습니다.

김지형 조교수 | 강남세브란스 종양내과
2019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 병원 종양내과 임상조교수로 발령받은 김지형입
니다. 저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 내과 전공의, 강사 수련을 마치고 1년간 연세암병원 종양내
과 진료교수로 근무하였습니다. 저의 주요 진료 분야는 유방암의 항암치료와 신약 임상연구
입니다. 그 중 최근 암 치료의 화두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개인맞춤치료와 면역치료, 임상연구
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좋은 울타리 안에서
배우고 진료하면서 많은 선배님들의 가르침과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후배들의 도움으로 지금
에 이를 수 있었음을 잘 알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
느님과 여러 선생님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선배님들이 걸어가신 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진료와 연구, 교육에 전
념하겠으며, 내과학교실의 발전, 나아가 기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과 조언부탁드
립니다.

김한상 조교수 | 세브란스 종양내과
내과학교실 종양내과 임상조교수로 근무하며 대장암과 간암의 항암 약물치료 및 신약 임상
연구 관련 진료를 맡은 김한상입니다. 2008년 연세의대 졸업 후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 전공
의 과정을 마쳤으며, 종양학 석사 후 약리학교실 기초 연구실에서 이학박사를 졸업하였습니
다. 1년 반 동안 미국 코넬의대 소아과학교실에서 리서치 펠로우로 근무하며 암 전이 기전 및
엑소좀의 기능 연구에 대해 연구하며 Nature Cell Biology, Cancer Cell, Cell 을 비롯한 주요 논
문에 공동저자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선배님들께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과학 교실의 일원으로 진료, 연구 및 교육에 임하게 되어 무한
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환자분들께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진료, 연구에 대해서는 열심히 탐구하고 새로
운 발견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임하여 모교의 위상을 높이고 부끄럽지 않은 일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과의 발전과 후학들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며 특히 의과학자 양성과정에 관심있는 후학들에게 많은 조언을 드릴 수 노
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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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찬 조교수 | 강남세브란스 류마티스내과
2019년 3월부터 강남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임상조교수로 일하게 된 권오찬입니다. 저는
2012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이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 내과 레지던트, 그
리고 류마티스내과 임상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저의 진료 분야는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
수염, 골관절염, 통풍, 루푸스, 근육염, 전신경화증, 혈관염, 기타 자가면역질환들로 류마티스
질환을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 질환 중에서도 특히 루푸스와 혈관염에 관심을 가
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일원으로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료, 연구, 그리고 교육 모
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준 조교수 | 세브란스 소화기내과
2019년도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조교수로 임용된 박재준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및 의과대학을 각각 1999년, 2003년 졸업하였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전임의 수련까지 마친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후 2013년부터 2018년 까지 강남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임상조교수로 근무했습니다. 무엇보다고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던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의 일원으로 진료, 연구 및 교육에 임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주요
진료 분야는 대장암, 대장폴립, 염증성장질환 등 이며, 특히 대장의 치료내시경 시술을 담당하
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대장암 고위험군, 장내 세균총 관련 중개 및 기초연구, 의료 인공지능 및 새로운 내시경
기구 개발 등 입니다. 앞으로, 진료, 연구 및 교육 영역에 힘을 기울여, 모교의 위상을 높이고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호 부교수 | 세브란스 통합내과
저는 2011년에 심장내과 임상조교수로 임용되면서 처음 신촌에 온 뒤로, 2016년까지 심장혈
관병원에서 주로 심근경색, 협심증환자들을 진료하며 관상동맥중재시술을 했었습니다. 2017
년에 노스캐롤라이나 듀크임상연구소로 연수를 다녀온 뒤 2018년, 신설된 통합내과에 합류
하였습니다. 지난 1년은 새로운 과에서 새로운 역할들을 경험하며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하
는, 쉽다고 만은 할수없지만, 또다른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통합내과는 입원전
담 전문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환경에서 환자,
전공의 뿐아니라 여러 교수님들께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원환자 진료
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배우는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24

신임교원 인사말

이수환 조교수 | 세브란스 호흡기내과
2019년 3월부터 내과학 교실 호흡기내과 조교수로 발령 받은이수환입니다. 저는 세브란스병
원에서 인턴, 전공의, 강사 과정을 마치고 지난 2년간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임상 조
교수로 근무했었습니다. 내과학 교실의 일원으로 존경하는 여러 스승님과 선배님들을 모시
고 다시 일할 기회를 갖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공의 시절부터 중환자의학에
관심이 깊었습니다. 호흡기내과 분과 전문의 수련 동안, 세부 전공으로 중환자 의학을 전공하
였으며, 지금껏 내과계 중환자 전담의로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중환자 관련 연구를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이 신임할 수 있는 의사로,
동료와 학생들이 존경하는 선생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진료와 연구,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하겠습니다.

이찬주 조교수 | 세브란스 심장내과
올해 내과학교실 심장내과 임상조교수로 발령받은 이찬주 입니다. 저는 2005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수련의, 내과 전공의를 거쳐 5년동안 군전문연구요원으로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심장내과 강사로 수련을 받고 세브
란스체크업 건강의학과 임상조교수로서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주신
스승님들과 선배님, 그리고 항상 응원을 마지 않았던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주요 진료 분야는 심부전이며, 약물 치료 및 심장 재
활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부전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숨쉬기 편한 삶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연구 분야는 심부전 환자들의 예후에 관련 위험인자들의 발굴이며, 이
외에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꿈꿔
왔던 내과학교실의 일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에 감사드리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적인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많
은 가르침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윤해룡 조교수 | 세브란스 신장내과
올해 내과학교실 신장내과 임상조교수로 임용된 윤해룡입니다. 저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 내과전공의 수련을 마친 후에 신장내과에서 3년간 강사수련을 받았고 현재 동대학원에
서 박사 과정을 수료중에 있습니다. 1년간 신촌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에서 임상조교수로 근
무 후에 2020년부터 동백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연구와 진료에 대한 열정을 보여 주시고, 특히 환자의 진료에 많은 가르침을 주신 강신욱교수
님과 신장내과 교수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 진료분야는 급,
만성신장병, 사구체질환, 투석치료분야입니다. 또한, 중재신장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신장내과 의사가 혈액투석환자의 혈액투석접근로의 관리와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세대학교 신장내과가 이끌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의 소중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1년
후 개원하는 동백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에게 전인적인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건강과 의료복지향상을 도모하
며 연세의료원의 창립정신을 계승한 사회적공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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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조교수 | 세브란스 호흡기내과
호흡기내과 임상조교수로 임용된 이은혜 입니다. 저는 200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하고,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 내과 전공의, 호흡기내과 강사 수련을 마치고 2018년 기초
학 교실에서 기초연수프로그램을 수료하였습니다. 올해 2019.3월부터 호흡기내과 임상 조교
수로 신촌에서 1년간 일할 예정이며, 2020년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자리를
옮겨 용인세브란스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폐결절 및 폐암 진료에 주로 참여하
고 있으며, 폐렴, 결핵, 기도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겠
습니다. 모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환자분들께 최선을 다하
여 진료하고, 연구 및 교육에도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지수 조교수 | 세브란스 호흡기내과
올해 내과학교실 호흡기내과 임상조교수로 발령 받은 최지수입니다. 저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에서인턴, 내과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2017년부터 호흡기내과 강사 수련을 받던 중 작년 9월
부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진료교수로 6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년 동안 신
촌에서 근무 후 내년에 개원 예정인 용인세브란스의 중환자실에서 전담전문의 생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수련 받은 병원에서 계속하여 일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새로 개원하는 신
축 병원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급상황이 많은 중증 급성기환자
의 진료에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여러 선생님들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정수진 조교수 | 세브란스 감염내과
2019년 3월부터 내과학교실 감염내과 조교수로 일하게 된 정수진 입니다. 저는 2003년 연세
의대 졸업 후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 전공의 과정을 마쳤으며,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
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014년 3월부터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감염내과 임상 조교수로 근무
시작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를 이어 왔습니다. 주요 진료 분야
는 고형장기이식환자, 고형암 환자의 면역저하자 감염과 예방접종 그리고, 여행의학 이며, 이외
에도 감염과 관련된 여러 질병에 있어 적극적으로 진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를 이끌어 주셨던 스승님과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선을 다해 내과학
교실의 일원으로 진료, 연구 및 교육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

신임교원 인사말

천재영 조교수 | 강남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올해부터 강남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임상조교수로 발령받게 된 천재영입니다. 저는 2005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턴, 내과 전공의, 소화기내과 임상강
사를 마친 후 위장관 분야 조교수로 5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진료 분야는 위장관 질환 및 소화
기 내시경이며, 하부 위장관, 특히 염증성장질환의기초, 중개 및 임상 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염증성장질환의 동물 모델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기술의 탐색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단
및 심평원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내 크론병과궤양성 대장염의 역학, 위험인자, 동반질환, 치료
패턴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염증성장질환 환자의 임상 정보와 검체를통합적
으로 활용하여 환자 기반 예후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맞춤화된 정밀 의료를 임상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직 미
지의 세계로 생각되는 소장 질환의 진단 및 새로운 치료 기술의 개발에도 관심이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캡슐내
시경영상의 판독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내과 동문의 일원이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
으로 소화기내과의 진료, 연구 및 교육에 힘쓰는 모범적인 세브란스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남기 조교수 |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2019년 3월부터 내과학교실 (내분비내과) 조교수로 일하게 된 홍남기 입니다. 저는 2009년 연
세의대 졸업 후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 내과부 전공의 과정을 마쳤으며, 내분비내과 임상연
구조교수로 근무해 왔습니다. 모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너무나 가슴 벅찬
영광과 기쁨입니다. 저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여러 스승님들, 선생님들의 배려와 가르침
에 대한 감사함을 마음에 늘 새롭게 새기며, 내과학교실의 일원으로 진료, 연구, 교육에 적극적
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제 주요 진료분야는 골무기질대사로, 일차성 골다공증 및 스테로이드,
호르몬억제제 등에 의한이차성 골다공증, 칼슘-인산 대사 질환, 근감소증, 내분비희귀질환이
며, 골대사 관련 여러 질환에 있어 언제든 의뢰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진료하며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함께 협력하며 꾸준히 정진하여 연세의대 내과학교실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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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전공의 인사말 <세브란스>
강은미

고예은

국우람

2019년도 내과 신입
전공의 강은미입니다.
세브란스 내과에서
좋은 교수님들과 선배
님들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
어 기쁩니다. 내과를 전공하면서 많
은 것을 배우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
과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긴장도 많이 되지만, 초
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배우는 전공
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과 신입 전공의 고
예은입니다. 학생 때
부터 세브란스 내과
전공의 교육 열의에
대해 익히 들어왔지만 픽턴 때 전공
의 교육에 열심이신 선배님들을 보
며 실감할 수 있었고 세브란스 내과
의국원이 된 것에 더욱 감사했습니
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지
도편달 부탁드립니다. .

내과 전공의 1년차 국
우람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과 의국에서
수련받게 되어 영광으
로 생각합니다. 소통을 잘하며 성실
히 임하는 내과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현

김지훈

김현욱

신입 내과 전공의 김
규현입니다. 의대 시
절부터 흔들림없이 바
라 왔던 내과 의사로
서의 첫걸음을 세브란스의 훌륭하신
교수님과 선배님들 틈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아직 한없이 부족하지만 항상 배우
는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내과 1년차 전공의 김
지훈입니다. 세브란
스 내과 의국의 일원
으로서 근무하게 되
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존경하는 교
수님, 선생님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배우고 일하겠
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성실하
게 수련과정에 임하며 한 걸음씩 성
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
경하는 선생님들께 가르침을 받으며
훌륭한 실력과 동시에 따뜻한 마음
으로 환자를 보는 훌륭한 내과의사
가 되겠습니다.

신입 내과 전공의 김
현욱입니다. 내과 의
사로써의 첫 걸음을
세브란스병원에서 시
작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 걱정도 많이 되고 떨리기
도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수련에 정
진하여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수

류수정

2019년도 내과 신임
전공의 김혜수입니다.
세브란스 내과 선생
님들과 같은 길을 걷
게 되어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습니
다. 많이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환자
를 잘 보는 내과의가 되기 위해 계속
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제 역할을 해내며 동기들에게 믿
음직스러운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를 사랑하
는 마음을 늘 유지하겠습니다.

2019년 신임 전공의
류수정입니다. 환자
들을 내 가족처럼 생
각하고, 게을리 하지
않고 배움을 귀하게 여기며 항상 최
선을 다하는 내과 의사가 되겠습니
다. 훌륭한 교수님과 선배님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
니다. 세브란스 내과의국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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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연

박정현

2019년도 신입 내과
전공의 명지연입니다.
의사의 꿈을 키우면
서부터 치료의 처음
과 끝을 맡는 내과의가 진정한 의사
의 꽃이라고 생각하며, 내과의가 되
는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그 길의 출
발선상에 서있는 지금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세브란스 정신을 이어 받
아 봉사하며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
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진
2019년 내과 신입 전
공의 박한진 입니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선배님 밑에서 세브란
스의 일원으로, 학생 때부터 꿈꾸던
내과 전공의로 일하고 배울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배우며 환자에게 믿음을 주는
내과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오재현
2019년도 신입 내과
1년차 오재현입니다.
내과의사의 첫 출발
을 세브란스에 계신
모든 훌륭하신 교수님과 선배님들
옆에서 시작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
다. 'No pain No gain' 항상 배우기 위
해 노력하겠습니다. 꼼꼼하고 든든
하며 똑똑한 내과의사가 되어 세브
란스에 도움이 되는 일원이 되겠습
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2019년도 내과 신입
전공의 박정현입니
다. 연구와 임상분야
를 아우르며 활약하
는 내과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내
과의사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성실히 배워
나가겠습니다. 의사로서 항상 환자
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최우선으로
공부하고 실력 항상을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세브란스 내과의 일원으로
써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혜진

신동환

2019년도 신입 내과
전공의 박혜진입니다.
바이탈을 다루는 내
과의사로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환자 입장에서, 좋은
의사란 어떤 의사일지에 대해 고민
하며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배움
에 임하겠습니다.

내과 1년차 신동환 입
니다. 아무것도 모를
떄부터 막연히 꿈꿔
오던 내과의사가 되었
습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무섭지만
한편으로는 성장할 내 모습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설레기도 합니다. 선생
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각오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윤지훈

이기성

신입 내과 전공의 윤
지훈입니다. 꿈꿔왔던
내과 의사로서 세브
란스에서 배우고 성장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배워서 환자에게는
좋은 의사, 내과의 모든 선생님들께
는 든든한 동료이자 믿음직한 후배
내과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과 1년차 이기성입
니다. 본과 2학년 내
과과목을 처음 접할
때부터 내과의사의
꿈을 키워왔고, 이제 그 첫 걸음을
내딛으려 합니다. 학생때부터 봐온
존경하는 교수님들, 선배님들과 함
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실력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
는 전공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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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2019년도 신입 내과
전공의 이동기입니다.
학생 때부터 꿈꾸던
내과의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어 설레고 기쁩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선배님들로부
터 많이 배워 훌륭한 내과의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직 부족함이 많지만 세브란스 내과
의 일원으로 부끄럽지 않고 믿음을
주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이승철
2019년 내과 1년차 이
승철입니다. 전통과
최첨단이 공존하는
환경의 일원이 되어
영광입니다. 쉽지 않은 전공의 생활
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식 앞에 겸손
하고 환자에게 따뜻하며 동료 의사
들에게 신뢰 받는 내과 의사로 성장
하겠습니다.

이요한
신입 내과 전공의 이
요한입니다. 학생 때
부터 생각해오던 내
과를 전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많은 환자들에
게 도움을 주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아

이진혁

내과 1년차 전공의 이
정아입니다. 내과의사
를 보며 참의사같다
는 생각을 많이 했었
는데 막상 제가 내과를 전공하려니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다른 의국원들에게, 그리
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내과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2019년도 세브란스
내과 전공의 1년차 이
진혁입니다. 학부시절
부터 인턴을 거치면
서 바라본 교수님, 전공의 선생님들
을 보면서 내과의사로써의 길을 걷
고 싶었습니다. 비록 아직 많이 부족
하지만 존경하는 교수님, 선배님들
의 지도하에 부끄럽지 않은 내과의
사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
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이현진

임정현

정희윤

2019년도 내과 신입
전공의 이현진입니다.
훌륭하신 교수님, 선
배님들과 세브란스 내
과 의국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
만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의사
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과 1년차 임정현입
니다. 학생때부터 바
라던 내과에 입국하
게 되어 본격적으로
의사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에 감사드
리며, 존경하는 교수님과 선배님들
께 하나라도 더 보고 들으면서 배우
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내과 1년차 전공
의 정희윤입니다. 항
상 꿈꿔왔던 내과를
전공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
사합니다. 훌륭한 교수님과 선생님들
의 가르침을 받아 열심히 수련하여
내과의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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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최현규

홍문기

2019년도 신입 내과
전공의 최서윤입니다.
이곳 신촌 세브란스에
서 오래 전부터 꿈꾸
던 내과 전공의가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의 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훌
륭하신 교수님들과 선배님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매순간 노력하고 극복
하는 전공의가 되겠습니다.

신입 내과 전공의 최
현규입니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끝까
지 곁을 지키는 선생
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과의 꿈을
꾸었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선배
님들과 함께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
련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
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
히 수련하여 훌륭한 내과 의사가 되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과 신입 전공의 홍
문기입니다. 저는 인
턴을 마치고 군대에
바로 입대하게 되어
올해 4월 말에 전역 예정입니다. 군
의관으로서 근무하며 졸업 동기들보
다는 더 늦게 전공의가 되었지만 환
자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해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시작하게 된 만큼, 뒤처지지 않
도록 항상 배우는 자세로 매사에 임
하겠습니다.

황진호
2019년도 신입 내과
전공의 황진호입니다.
가장 다양한 군의 환
자를 manage하는 세
브란스 내과의 의국원이 되어 감사
하고 기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훌륭하신 선배님, 교수님들의 지도
하 환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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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전공의 인사말 <강남세브란스>
김성민

김창화

노태길

내과 1년차 김성민입
니다. 학생 때부터 항
상 꿈꾸던 내과 의사
로서 시작을 세브란
스에서 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지금 마음 그대로 항상 고민하고 환
자를 생각하는 내과의사가 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신입 내과 전공의 1년
차 김창화입니다. 훌
륭한 교수님들 및 전
공의 선생님들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영광스
럽게 생각합니다. 내과 의사로서 배
워나갈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첫걸음
을 내딛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고
나아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아
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자를 돌보
는 마음과 훌륭한 내과의사가 되겠
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수련받는 전
공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입 내과 전공의 1년
차 노태길입니다. 내
과의사로서의 첫발걸
음을 세브란스 병원에
서 시작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
니다. 훌륭하신 교수님과 여러 선배
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환자에게 도
움을 줄 수 있는 마음 따뜻한 내과
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수련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박주영

유지희

윤현강

2019년도 강남 세브
란스 내과 신입전공의
로 입국하게 된 박주
영입니다. 학생 때부
터 막연히 꿈꿔왔던 내과 의사의 길
을 걸을 수 있게 되어 기쁘고도 조심
스럽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선
배님, 동기들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
으로 생각하고 저 또한 많은 것을 배
우고 다른 분들 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초
심을 잃지 않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2019년 1년차 전공의
유지희입니다. 하나님
의 선하신 계획 아래
내과의사가 되기로 결
정하였고, 훌륭한 의술로써 복음을
전하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련받게
되어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헛된 시
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강남세브란스병원 내
과 1년차로 입국한 윤
현강입니다. 오랜 역
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내과전공의로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훌륭
하신 교수님들과 선배님들로부터 많
은 가르침을 받아, 실력과 인성을 두
루 갖춘 멋진 내과의사로 성장해 나
가겠습니다.

이시영

조정연

홍성현

내과 전공의 1년차 이
시영입니다. 훌륭한
교수님과 선배님들 아
래에서 수련을 받으
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
지 않고 수련에 정진하여, 실력 있는
내과의사, 환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
음 따뜻한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내과 1년차 조정연입
니다. 의사는 내과의
사, 내과의사가 아닌
의사로 나뉘어진다는
말은 제가 내과의사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내과 신입 전공의 1년
차 홍성현입니다. 오
랜 시간 꿈꿔온 내과
의사를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작하게 되어 설레고 기
쁜 마음이 큽니다. 제가 맡은 역할들
을 실수 없이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고 긴장도 되지만 강남세브
란스 내과 의국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며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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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길 교수
정년퇴임 만찬 진행

임승길 교수(내분비내과)의 정년퇴임 만찬이 지난 2월 이은직
주임교수를 비롯한 많은 내과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승길 교수는 이날 “무사히 정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실
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후배 교수들이 제가 못 이룬 의학
의 큰 흐름과 변화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골다공증 연구의 태두로 국내 처음으로 골
밀도 측정기를 도입해 진료의 초석을 다졌다. 모교에서 내분비내
과 과장, 의과대학 교학-연구부학장을 지냈고 대한골다공증학회
회장, 대한남성갱년기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대한
내분비학회 이사장, 국제골다공증협회(IOF) 한국대표, 한국여성
건강 및 골다공증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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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or thanks & feeling for training
Imelda Rey, MD, Faculty of Medicine, Universitas Sumatera Utara,
Medan, Indonesia

My great appreciation to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for this great opportunity to learn
from this excellent institution. I feel honored and grateful for the
support from Internal Medicine educational fun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I applied to professor Jun Chul Park,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for the advanced therapeutic endoscopy training course

(especially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 for 4 months
(September 1st - December 29th, 2018). I have experienced and
learned many new skill and knowledge. I attended a lot of advance endoscopic and liver procedures that were performed by
amazing professors from upper & lower GI endoscopy, pancreatobiliary and liver units in gastroenterology division. I attended
most of the time in upper GI unit especially ESD procedure, due
to my previous application. I learned a lot from outstanding professors that performed more than around 204 ESD, 41 EMR, 52

ERCP, 54 upperGI EUS, 7 pancreatobiliary EUS, a lot of upper GI
and colonoscopy diagnostic procedures, more than 30 probe
confocal laser microendoscopy, over 30 stent insertion and balloon dilatation cases, 7 PEG , 6 APC, 1 FMT, 2 endoscopic vacuum
therapy, 1 POEM, 4 PTCS, more than 9 EGD hemostasis cases,

1liver biopsy, and 2 pancreas biopsy cases. I learned from several
professors while doing ward rounding and outpatient clinics. I
learned a lot from several upper GI research meetings, gastric
cancer conference, case conferences, liver case conference and
esophageal case conference.
During my stay in Korea, I attended several events and conferences inside and outside Severance hospital included Practical
Disaster Preparedness Seminar, International Robotic Surgery
Live 2018, 5000 LDLTs at AMC, EUS Summit 2018, Asian Pacific
Digestive Week (APDW) 2018, 2018 Alumni Association of Internal Medicine General meeting & Year-End party, and Gastroen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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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y great appreciation to the chairman of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professor Eun Jig Lee and professor Yong Chan
Lee, chief of gastroenterology division and staffs.
My great gratitude and appreciation to all amazing professors
from upper GI, lower GI, pancreatobiliary and liver part of gastroenterology division for your kindness, your precious time,
knowledge, and guidance that you have given me. All of great
experience, knowledge, skill and technique that you all had given
me, literally have a significant role in my long life learning path in
improving my competency, that is very helpful for the management of our patients in our institution, also for sharing knowledge
to our colleague in faculty of medicine, Universitas Sumatera
Utara, Medan, North Sumatera, Indonesia.
Thank you very much for all nurses, staffs in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and i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Mr Jeon
Beomjin, Miss Suui Park and the others that I can not mention
here one by one. Thank you very much for all my fellow friends
in gastroenterology division for your warm friendliness and so
much help during my training.
Especially for my amazing supervisor professor Jun Chul Park,
terology Division Farewell dinner.

thank you very much for everything. Thank you very much for

My great gratitude to president and CEO of Yonsei University

believe in me more than I believe in myself. Now I understand

Health System Doheum Yoon and staffs for this great opportunity.

when people say “A truly great mentor is hard to find, difficult to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in your excellent institution.

part with, and impossible to forg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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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부 전공의 수료식
2019. 2. 18 세브란스병원 내과부 전공의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고희동, 곽세현, 금지영, 기민서, 김경현, 김남은, 김민지, 김중민, 김형수, 남유주, 성민동, 성민제, 안병철, 용승현,
이가든, 이기쁨, 이선영, 이승연, 이신행, 이운지, 이지영, 임재현, 전혜연, 전호수, 정혜인, 최연직, 최은주, 하재형,
하주형

강남내과부 전공의 수료식
2019. 2. 27 강남내과부 전공의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강민석, 강순현, 권다은, 권도선, 김기성, 김민재, 라연주, 이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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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소식
소화기내과
 018.12.07 제28회 대한소화기암학회 학술집담회 개
2
최, 연세암병원서암강당
● 
2019.01.19제23회 소화기병연구소 심포지엄 개최 (연세
대학교 ABMRC)
● 
2019.02.16대한췌담도학회ERCP/EUS Live 2019
	한양대학교 HIT 빌딩 대회의실 개최, 방승민 교수 지정
토론자로 참여, 이희승 교수가 악성 담도 폐쇄 환자를
대상으로 양측 및 단일 금속 스텐트 삽입을 통한 담도
배액술 각 1례를 본원 소화기내시경실에서 시연 및 실
황 중계.
●

<행사>
● 
2018.12.21 소화기내과 송년회 (케이터틀, 구 거구장)
● 
2019.01.03 소화기내과 신년 하례식 (본관 4층 내시경센터회의실)

●

2019.02.13 소화기내과 전체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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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19.02.16 2019 세소회신년모임
2
(더플라자호텔 4층 오키트 홀)
2019.02.21 제 28회 하부위장관 SIRC 개최
2019.02.23 소화기내과 교수-강사 업적시상 및 강사(전임의) 오리엔테이션과 환송회 (본관 4층 영상의학회의실)

호흡기내과
●

●
●

●

 3th Congress of the Asian Pacific Society of Respirology 가 Taipai 에서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개최
2
되었으며, 박무석 교수 및 윤보라, 설창환 강사가 참가하였다.
2019.1.23 세호회 신년회가 한일관 압구정점에서 있었으며, 선후배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1.31 호흡기내과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여 2019년의 호흡기내과 발전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교수, 전공의, 강사
들이 함께 토의하며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2019.2.21 삼성병원에서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과 함께는 호흡기내과 5개 병원 Orientation 시간이 있었으며, 강영애 부교수, 이상훈 조교수 및 강사들이 참여하여 교육 및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심장내과
●

●

2018.12.6 의생명연구센터 유한홀에서 Stroke Prevention of Atrial Fibrillation Symposium이 열렸다. 영국 University
of Liverpool의 Gregory Y.H. Lip 교수를 비롯하여 국내외 석학이 모여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을 위한 항응고
치료의 최신지견을 나누었다.
2018.12.13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새심회 송년모임이 있었다. 100여명의 심장내과 동문이 모여 그간의 소식을 나
누고 우의와 친선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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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19.1.15 최동훈 교수가 용인동백 개원준비본부장 및 신축 용인 세브란스병원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다.
2
2019.2.18 심장내과 단체사진 촬영 및 강사 환송회가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렸다. 1-3년간의 강사 수련을 마치고
본원 및 외부 병원으로 교수 발령받은 강사들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이루어졌다.
2019.2.22-23 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 및 심장혈관병원 3층 중재술실에서 CTO camp Seoul 2019 행사가 열렸다. 국내
외 석학이 모여 다양하고 난해한 CTO 환자에 대한 라이브 시연 및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2019.2.28 강석민 교수가 심장내과장으로 유임, 심지영 교수가 심초음파실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다.

혈액내과
●
●
●
●

 진석 교수가 대한혈액학회 총무이사로 취임하였다.
김
장지은 조교수, 원주의과대학 현신영 조교수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KAIST 의과학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조현수 선생이 의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김수정 임상부교수가 용인세브란스병원 기획정보부실장으로 발령받았다

종양내과
●

●

 2월 27일 광화문 더 플라자 도원에서 『2018년 종양내과 송년회』가 개최되었다. 종양내과 교수, 강사, 외래 간호
1
사 등이 참석하여 2018년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월 19일 연대 동문 로프트에
서 『2019년도 종양내과 입퇴
국식』이 개최되어, 종양내과
교수, 외래 간호사, 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2018년 한 해 동
안 재직하신 김지형 진료교수,
김한상, 김민환, 최은아 강사,
고희동 수석전공의의 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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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리고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였으며, 3월부터 새롭게 임용되는 김한상 임상조교수, 최은아 입원전담전
문의, 김민환, 천유진 진료교수, 이충근, 안병철, 이가든, 이기쁨, 김슬기, 함아롱 강사, 이서영 수석전공의의 힘찬 포
부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내분비내과
●
●

 월 16일 15시 세종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세당연 모임이 있었습니다.
2
임승길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교원퇴임식 (2월 20일 의과대학 강당), 내과학교실 정년모임 (2월 21일 백양누리), 내분
비내과 저녁식사모임 (2월 26일 한우리) 을 통해 여러 내과학교실, 내분비내과 교실원이 모여 함께 축하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임승길 교수님의 정년을 축하드리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신장내과
2019년 1월 24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신장내과 신년회” 모임을 가졌다.
2019년 2월 1일 남기헌 강사가 신촌 세브란스병원 통합 내과 진료 교수로 발령 후 근무를 시작하였다.
●	2019년 2월 윤해룡 강사가 용인 동백 세브란스 신장내과 임상 조교수로 채용 되었으며, 3월 1일부터 신촌 세브란스병
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	2019년 3월 1일 이창현 강사, 김주환 강사가 1년간의 신장내과 전임의 과정을 수료 후 제주도 “서귀포 의료원”, “김포
우리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 2019년 3월 1일 이지영, 남유주, 이선영 전공의가 신장내과 강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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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내과
●	2019년

1월 18일, 세브란스병원
QI종합학술대회에 알레르기내과
의 조영제 안전관리실팀이 참여
했다. 이재현교수, 박경희교수, 김
성렬강사 등이 참여하여 세브란
스조영제안전관리실 시범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영제 이상반응
의 재발방지, 감소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동상을 수상했다.
●	2019년 2월 1일, 세브란스 알레르기내과와 서울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가 The 1st SS Joint Conference를 가졌다. 흔하지 않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토의하는 장이 되었으며 이후 친목도 도모했다.
●	2019년 2월 15일, 세브란스 알레르기내과 세민회신년회 모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세브란스 알레르기내과에 1억원을 후원하기로 약정한 문일주
원장(다스람 요양병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감염내과
 018년 12월 12일, 세열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모임을 하였다.
2
● 
2018년 12월 17일, 감염내과 송년회 모임을 하였다.
● 
2019년 1월 3일, 내과 시무식에서 이정인 감염내과 외래 간호사가 우수직원으로 시상을 받았다.
● 
2019년 1월 25일–2019년 1월 27
일,일본NationalCenter for Global Health and Medicine (NCGM)
의 AIDS Clinical Center(ACC)와
한일 공동 HIV 심포지움이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다.
●
2019년 1월 31일, 감염내과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수,강사, 전
공의가모두 참여하였으며 한해
동안 과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
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류마티스내과
●

●

●

 018.12.12 이화원에서 류마티스내과 전체 송년회
2
가 있었다. 신촌과 강남의 의료진 및 연구원이 모두
참여하여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1.2 류마티스내과 시무식을 가지고, 2019년 업
무를 시작하였다.
2019.2.28 송정식 부교수 환송회를 가졌다. 송정식
부교수는 2019.3.1부터 1년간 카이스트에서 국내연
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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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내과
●
●
●
●

김창오 교수-통합내과장 임명 (2019/2)
김창오 교수-노인코호트 연구 (Korean Urban Rural Elderly cohort) 지속과제 선정 (2019-21년 3년간, 총 20억)
김광준 교수-의료정보표준화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18/12)
김광준 교수-과학기술정통부 설명가능인공지능경쟁 과제 선정 (2019-21년 3년간 총 9억)

통합내과
●

 018년 12월, 병원 스카이라운지에서 통합내과 송년모임이 있었다. 통합내과 교원들 뿐 아니라 그동안 통합내과
2
와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전공의들도함께 모여, 즐거운 식사와 함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힘찬 새해를 약속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양수 학장님, 김영삼 hospital medicine 위원장님, 정준원 내과총무님께서 함께 해 자리를
빛내주셨다.

●

 018년 12월, 신동호교수가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 초대 회장에 당선되었다. 이한성 교수는입원의학연구회
2
대외협력위원장에 위촉되었다. 입원의학연구회는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확립과 입원의학의 발전을 위해 창립되었
으며, 2019년 4월 내과학회춘계학술대회에서 창립총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이다.
2019년 2월, 남기헌 교수 (신장내과 전문의)가 통합내과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2019년 3월, 신임 통합내과 과장에 김창오 교수가 임명되었다. (노년내과 겸임)
2019년 3월, 최은아 (종양내과 전문의), 한송이 (호흡기내과 전문의), 전미영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입원전담전문의
로 근무를 시작한다.
최은아 교수는 암병원
종양내과 16병동에서,
한송이/전미영 교수는
본관 통합내과 172병
동에서 입원환자를 진
료하게 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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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호흡기내과
●
●

●

●

 018.12.14 박혜정 조교수가 강남세브란스병원 내과 교수상(논문 부문)장려상을 수상하였다.
2
2019.02.01 박혜정 조교수가 제 1회 연세대학교-서울대학교 (연서)알레르기내과 연합 심포지움에서“Review on cryopyrin associated periodic syndrome (CAPS)”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2019.02.22~02.28 박혜정 조교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merican Academy of Allergy, Asthma & Immunology”학회에 참석하였다.
2019.03.01~03.03 김태희 강사와 조재화 교수가 교토에서 개최된 “Japanese Society of Intensive Care Medicine”에
참석하여 “Current status of pain and sedation therapy on noninvasive mechanical ventilation in Korean ICUs”를 주
제로 발표하였다.

강남신장내과
●
●
●

 019년 4월 21일 “투석환자 치료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신장내과 연수강좌 개최 예정
2
2019년 3월부터 김석형선생이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신장내과에서 임상조교수로 근무를 시작
2019년 3월부터 김태훈선생이 용인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에서 진료교수로 근무를 시작

강남소화기내과
●

이동기 교수

	February 14-16, 2019, DDSI (digestive disease & surgery institute week)2019, Cleveland Clinic 8th Annual Gastro-

enterolgy and Hepatology symposium. Advances in biliary endoluminal stenting, Marriot Harbor Beach, Fort Lauderdale, Florida, USA (invited lecture)

●

February 22, 2019. 10th Meeting of Japan study group for early diagnosis of Pancreatic cancer (JEDPAC). Brand
new immunological markers for early detection of pancreatic cancer; proposal for multi-national and multi-center
study. Toshi-Center Hotel Tokyo, Japan (invited lecture)
 ebruary 24, 2019. 2019 DEST (Digestive Endoscopy Society of Taiwan) Certification of Therapeutic ERCP. EndoF
scopic management of high level benign biliary stricture including LDLT cases. Taipei National University, Taipei,
Taiwan.
강남 내과 연구비 및 논문상 시상식: 12월 14일(금)
박효진 교수: 2018년도 강남세브란스 내과부 교수논문상 대상 수상
장성일 교수: 2018년도 강남세브란스 내과부 교수 연구비상 대상 수상
김지현 교수: 2018년도 강남세브란스 내과부 교수 연구비상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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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소식

총동우회

연구년

내과총동우회 이사회 2018. 1. 29.(화) 19:00 마리한정식

김원호 교수		

2019. 1. 1-5. 31

장 준 교수		

2019. 3. 1-8. 31

내과학교실
1.	내과학교실 발전위원회 및 장양수 학장 축하모임 : 12. 17(월) 18:30
밀레니엄힐튼(타이판)

결혼을 축하합니다

2. 2019 내과부 시무식 : 2019. 1. 3(목) 12:30 은명대강당 로비
| 2018년 내과부 모범직원 수상자 |
박근애 간호사

종양내과

박대성 사무원

내과부

이정인 간호사

감염내과

지현경 간호사

내분비내과

황지영 간호사

소화기내과

이관우(85졸) 영식		

2019. 1

조민호(10졸) 강사		

2019. 2

탄생을 축하합니다

3. 2018 내과부 전공의 수료식 : 2019년 2월 8일(금) 18시 / 알렌관 무악홀

라연주(전공의4) 득남

2019. 2

이정은(임상연구조교수) 득녀

2019. 2

4. 임승길 교수 정년퇴임 기념만찬 : 2. 21(목) 18:30 백양누리 최영홀(더 라운지 내)

조의를 표합니다

5. 내과학교실 운영위원회 workshop : 2. 28(목) 12:00 교수회의실 / 형제갈비

남동기(85졸)

내과학교실 행사 예정 사항
1. 제8회 Home Coming day : 2019. 5. 13(월) 본관6층 제4세미나실 오후 6시
2. 내과부 사진촬영 : 2019. 5. 15 (수) 오후1시
3. 우현학술상 시상식 : 2019. 5. 20(월) 백양누리최영홀
4 신촌,강남,원주 3개병원 워크샵 : 2019. 6. 14-15 오크벨리
5. 내과동우회 친선모임 : 2019. 6. 23(일) 푸른솔 골프클럽포천
6. 내과학교실 발전세미나 2019. 6. 28(금) 메이필드호텔

승진을 축하합니다
교수

박정엽(소화기) 심지영(심장)

조병철(종양)

이병권(심장/강남)

임상교수

안철민(심장)

부교수

구남수(감염)

정민규(종양)

임상부교수

범승훈(종양)

구철룡(내분비) 이승우(소화기/용인)

정지예(호흡기) 최혜진(종양)

임용을 축하합니다
임상교수

김자경(소화기/용인)

임상부교수

신동호(통합)

조교수

박재준(소화기) 이수환(호흡기) 홍남기(내분비)

		

정수진(감염)

임상조교수	이찬주(심장)

김한상(종양)

천재영(소화기/강남),

		

권오찬(류마티스/강남)

이은혜(호흡기/신축용인)

		

최지수(호흡기/신축용인)

김지형(종양/신축용인)

윤해룡(신장/신축용인)
진료교수

정해림(혈액)

		

김태희(호흡기/강남)

김민환(종양)

김태훈(신장/용인)

		

남기헌(통합)

한송이(통합)

최은아(통합)

천유진(종양)

안성수(류마티스)
전미영(통합)

국내·외 연수 출발
변민광 조교수

2019.2.1 - 2020.7.31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SA

송정식 부교수

2019.3.1 - 2020.2.29

KAIST 의과학대학원

김혜련 조교수

2019.3.1 - 2020.2.29

Emory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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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황의석(97졸, 모친상)

2018. 12

김기환(57졸)

		

2018. 12

정인현(98졸, 빙부상)

2018. 12

최규식(54졸, 부인상)

2018. 12

최광준(85졸, 모친상)

2018. 12

장일중(83졸, 빙부상)

2019. 1

유태현(95졸, 부친상)

2019. 1

교실소식

기부금 내역 2018.12.1 - 2018.2.28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구철회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알레르기내과

문일주

3,000,000

5,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호흡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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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호흡기내과

황의동

10,000,000

강남병원 내과 발전기부금

하정복

200,000

강남병원 신장내과 발전기부금

배기선
이상훈

강남병원 심장내과 발전기부금

장해일

세브란스 내과부 발전기부금

2015입국 전공의 일동

암병원 종양내과 발전기부금

김학관

의과대학 내과기념사업발전기부금(고 강진경)

김은숙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연구기부금-심장내과(정덕재단)

조규옥

20,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우현학술상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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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00

5,900,000
3,000,000

이영재

김기중
박종원

20 000,000

5,800,000
3,000,000

김영진

심성록

10,000,000

3,000,000
100,000,000
3,000,000
100,000

50,000,000

김성순

10,000,000

회비 내역 2018. 12.1 - 2019. 2. 28
김관우, 김동현, 김성규, 김성남, 김영신, 김용진, 김주항, 김현승, 박영환, 윤금석, 윤수지, 이수곤, 이우형, 이현철, 조승현, 허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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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김용진, 최우창

www.yumcima.com

총무

정준원

부총무

이유미, 박준용

재무이사

신상준

동우회비 연회비 납부안내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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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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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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