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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심방세동 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우현학술상 수상
김태훈 임상조교수

● 김태훈 임상조교수(오른쪽에서 2번째)가 시상식에서 이은직 내과 주임교수(왼쪽), 가족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 임상조교수는 “젊은 층의 심방세동 환자가 증가하는 최근 우리

그는 향후 집중할 연구계획과 관련해 “고령화 시대에 심방세동

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기에 적극적으로 고혈압을 관리해야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심방세동의 치료와 예후에 대한
국내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향후 다양한 환자군에
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학문 발전 및 심방세동 치료의 질 향상
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태훈 임상조교수는 심방세동 환
자의 뇌경색 위험도 측정 및 치료, 위험인자 조절을 주제로 지난 2

향후 다양한 환자군에서

년간 6편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였다. 그는 ‘올해의 내과 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김태훈 임상조교수(심장내과)가 우현(于玄)학술상을 수상했다. 우

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

현학술상은 최흥재 명예교수가 연세의대 내과학교실의 학술연구

다. 더욱이 심방세동 환자에 대한 고혈압 기준 및 적정 혈압에 대한

향상을 위해 자신의 아호를 딴 학술기금을 기증하여 지난 94년부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터 매년 5월에시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임상조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수’상도 수상했다.

학문 발전 및

“내과학교실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과별 전문성 및 특수성이 점점
강조되면서, 아쉽게도 내과 내 각 분과들 간의 교류도 적어지는 것

심방세동 치료의

같습니다. 이러한 상을 주신 내과학교실 선후배님들과 타분과 교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님들께 특히 감사 드리며, 향후 활발한 교류를 통한 좋은 공동연구

김태훈 임상조교수는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내과학교실 스

지난 2005~2015년 사이 심방세동을 새롭게 진단받은 29만8374명

승님들 및 교실원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

의 환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혈압 구간 별 예후를 다방면(중대

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

심혈관사건, 사망률, 허혈성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심부전입원)

을 쏟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력 충전과 같은 효과가 있다”면서 “저

년 후에 뒤돌아 볼 때 존경하는 내과학교실 스승님들과 비교해

으로 비교하였다.

보다 더 밤잠을 설쳐가며 노력하는 동기, 후배 선생님들께도 지친

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싶습니다

김태훈 임상조교수는 “학술상 수상은 향후 진료 및 연구에 더 힘

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고 했

연구 결과, 수축기 혈압 ‘140mmHg’기준보다 더 낮은 기준인

다. 그는 “내과학교실이은직 부장님, 심장내과 교수님들께 감사

‘130mmHg’ 기준에 합당한 수축기 혈압 120~129mmHg 의 환자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지난해 9월 미국 심장

드리고 교신저자로 도움을 주신 정보영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군의 예후가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전세계적인 트렌

학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에 게재됐

우현학술상은 연세의대 내과학교실에 재직중인 강사와 교수진 중

을 올린다”고 했다.

드인 엄격한 혈압 조절 기준이 국내 심방세동 환자에도 적용될 수

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

에서 지난 한해 국내외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이를 선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받았다.

하여 시상하고 올해부터 상금은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최근 고혈압 기준 및 치료 목표가 엄격하게 조절 되는 추세를 보
2

와중에 기운을 북돋아 주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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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내과 교수’상이 2019년 신설되어 첫 수상자들을 배출했다. 이 제도는 연세대학교 의과대
학 내과학교실 교원의 연구 역량을 증진시키고 의욕을 고취시켜, 연세의대 내과학교실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력과 경쟁력을 갖춘 교실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수상자들은 모두 9
명으로 장혁재 교수, 정보영 교수, 조병철 교수, 김승업 부교수, 김지현 부교수, 이용호 조교수,

“인공지능, CDM 연구와 함께 외국과
협력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장내과 정보영 교수

김혜련 조교수, 김태훈 조교수, 김효송 조교수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의 수상 소감과 연구 계
획 등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신설된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다양한 연구
기법을 이용하여 부정맥 질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연구팀의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지속적
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빅데이터 연구팀은 인공지능,
CDM 등의 분야 연구로 확대하며, 외국과 협력 연구를 하려

고 합니다. 기초 연구팀도 지속적으로 유전자 조작 심장병 치

“최근에는 영상기술과 이에 관련된
SW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장내과 장혁재 교수
‘올해의 내과 교수’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기에 앞서 훌륭한
선배·동료 분께 누가되지 않을지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
다. 부족하지만 제가 수행해 온 연구주제들은 모두 심혈관 질
환의 조기진단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초기에는 조기 진단 biomarker를 연구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영상기술과 이에 관련

료제 개발에 노력 중이며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
어서 더욱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원의 연구 역량을 증진시키고 의욕을 고취시켜, 연
세의대 여러 교실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력과 경쟁력을 갖춘 교실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원의 가장 중요한 과인 내과에서 우선 수준을 연구력 및 경쟁력 증강에 두고 지속적 메시지를 전달하
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 같습니다.

“이제는 위암 정복을 앞당길 수 있는
연구들을 하겠습니다”
소화기내과 김지현 부교수

된 SW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직접 사망률이 서구
에 비해 아직까지 낮기 때문에 유의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했고, 영상분석을 위한 HW,
SW기술지원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직접 개발을 하다 보니 연구범위가 처음 예상과 달리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가장 가슴 뛰는 순간은 연구비를 수주하거나, 좋은 논문으로 상을 탈 때
가 아니고 새로운 가설로 다른 시간대의 사람들과 밤마다 미래를 꿈꾸며 토론하고 계획을 세웠던 시간이었습
니다. 작은 노력에 큰 상으로 격려해 주셔서 내과학 교실 주임교수님 이하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올해의 내과 교수’상을 주신 것에 대해 교실에 감사 드립니다.
처음 선정 소식을 들었을 때 ‘올해의 내과 교수’상 제도의 제정 취지를 알고 있었기
에 기쁜 마음과 함께 부담감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교실 발전에 이
바지하라는 책임을 실어준 상이기 때문입니다. 소화기내과 상부위장관을 전공하면
서 처음에는 내과 의사가 암에 대해 완치를 논할 수 있는 내시경 절제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내시경 절제를 하면서 임상적 question들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연구 주제를 계획하고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발표하였던 결과들을 모아보니 조기위암의 내시경 절제에서 중요한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
었고 하나의 story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저의 임상 question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연구들을 하였다면
이제는 위암 정복을 앞당길 수 있는 연구들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모교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함과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 감사함에 보답하고자 늘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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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에 주력하겠습니다”
종양내과 김혜련 조교수
먼저 ‘올해의 내과 교수’ 상이라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내과교실원 여
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과학 교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사명감

<내과 vision talk을 마치고>

미래에 내과 선택했을 때 있을
많은 도전들, 제게는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을 가지고 기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양내과 의사로 폐암/두경부암 환

본과 3학년 강선영

자의 항암치료/신약 임상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암환자의 치료에서 새
로운 표적약제/면역항암제가 개발이 되면서 이에 대한 약물내성 기전, 내성극복
전략 등을 밝히는 것이 환자의 생존률 증가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표적약제에 약물내성기전, 면역항암제 예측인자 혹은 저항인자 규명
등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가 임상연구로 진행이 되어 환자 치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전공의 시절 그리고 현재도 내과학교실 선배님들께서 하
신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성장했 듯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
겠습니다.

“주 관심 분야는 신약 임상연구 및
바이오마커 발굴입니다”
종양내과 김효송 조교수
먼저 부족한 제가 2019년 올해의 내과 교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
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주 관심 분야는 신약 임상연구 및 바이오마커 발굴입니다.
최근 암 치료의 화두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치료와 면역치료입니다. 유
전자 분석을 통해 돌연변이가 발견되면 표적치료제를, 발견되지 않으면 면역치료
를 실시함으로써 환자의 생존율 및 완치율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심도 깊은 연구
를 통해 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자 꿈입니다. 이곳 연세의대 내
과학 교실은 제 삶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인식과 지식의 폭을 넓힌 소중한
공간입니다. 연구자들이 진료와 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인프라와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학풍을 만들어 주신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5월 31일 진행된 내과 vision talk은 제가 가지고 있던

통해 내과의 비전에 대해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향후

많은 궁금증들을 해결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본과

내과를 선택하였을 때 정말 많은 도전의 길의 있다는

3학년 실습을 돌면서 학생 교육에 열정적이신 내과

것이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교수님과

교수님들 덕분에 정말 알찬 내과 실습을 할 수 있었

의 식사 시간을 통해서 신동호 교수님께 의대생의 삶

고 학문적인 내용들을 많이 묻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에 힘이 되는 조언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큰 용기가

즐거운 실습을 통해 점점 내과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되었습니다. 새롭게 생긴 통합내과란 어떤 곳인지, 학

그 과정에서 미래에 내과를 지원한다면 나는 어떤 내

생 인턴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와 같이

과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

평소 통합내과에 대해 궁금하였던 점에 자세히 대답

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실습과정 중에는 정해진 주제

해주셨고, 본과 3학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교수

에 대한 티칭 이외에 내과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할 수

님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대생으로서 다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혼자 마음 속에 궁금

양한 분야에 도전해 볼 것을 조언해주셨는데, 교수님

증으로 가지고 있던 찰나 내과 비전톡에서 신의철 교

의 말씀처럼 본과 3학년 특성화 과정에서는 제 자신

수님의 미래의학의 연구방향에 대한 특강과 통합내과

의 comfort zone을 넘어서는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동호 교수님, 감염내과 염준섭 교수님의 Ted talk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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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학전문가’가 필요한 시대…
환자들과의 거리를 더욱 좁히겠습니다”
신동호 임상부교수

입원전담전문의 지원 상황은 어떤가요?

입원전담전문의가 가져야 할 덕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것 같아요. 입원전담전문의는

입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전공의 업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고,

입원환자만 진료하기 때문에 퇴원 후 경과 관찰은 다른 전문의에게

두 번째는 아직 ‘시범사업’이다보니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환자가 불안정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망설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저희

가지는 경우에도 다른 전문의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

연구회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만, 시범사업 부분에서는 걱정을

에서 진료의 연속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에 시범사업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원 시스템 안에서 입원전담전문

내년 초에 본 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

의의 역할을 잡아가는 과정에서도 병원과 각 부서 등 다른 주체들

건복지부, 의료계, 환자단체 등 모든 곳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 전환에는 큰 문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진료 팀이 ‘전문의 팀’으로 업
그레이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져 의사로서 보람이 크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원전담전문의의 길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합니다.

미국에서는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죠?

어떤 입원전담전문의 선생님께서 ‘(입원 환자를 돌보는 게) 전공의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후 재원기간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동기가

감합니다. 외래 환자 진료는 전문의 일이고, 그보다 더 중증인 입원

되었습니다. 재원기간을 줄이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도 병상 회전율

환자진료는 전공의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는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

을 높일 수 있고, 환자들에게도 비용이나 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러 환자나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원전담

방향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최근 미국

전문의 제도는 그동안의 입원진료 팀이 ‘전문의+전공의’ 에서 ‘전문

업무라고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

모교 신동호 임상부교수가 지난 4월 창립된 대한내과학회 입원의

병원을 시작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 서울대

에서는 호스피탈리스트가 입원 진료 전문가로 자리를 잡으면서, 상

의 팀’으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원

학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동호 회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병원 등 다른 병원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어

당수의 대학병원들에서는 내과계 입원환자의 90% 이상을 담당하

전담전문의는 전문의로서의 지식을 가지고 진료에 임할 뿐 아니라,

를 정착시켜 병원의 환자 안전 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지고 효율적으

려움이 있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서로 배우고 있어요. 연구

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호스피탈리스트가 전공의들의 입

병원내 진료 프로세스를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바꾸는 역할도

로 이뤄지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회 내부 공지 뿐 아니라, 입원전담전문의들

원환자 진료 교육도 맡고 있어요. 호스피탈리스트와 전공의가 함

더욱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 수기나 환자 사례 등을 소개하며 홍보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구

께 팀을 이뤄 환자를 보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

인구직 정보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델로 나아갈 것이라 전망하고

연구회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학회로의 전환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만큼 아직

입원의학연구회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착과 입원의학 저변 확대를 목표로 모인 연
문제였지만, 직접 일을 해보니 단순히 전공의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아직까지 입원전담전문의가 의료진 사이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입원전담전문의의 매력을 꼽는다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학회에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는 만족도도 떨어지고,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병동에 상주하며 입원 환자를 책임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큰 장점은 ‘워라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무시

피교육자의 입장으로 참가했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전문적인 프로

사례들을 살펴본 뒤, 입원전담전문의는 ‘누군가의 대체 인력’이 아닌

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형태는

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고 있는데,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도 on-

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

‘입원의학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또한 입원전담

병원마다, 또 국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회원들의 경우만 보더

off를 분명히 하고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매력이 아

는 집담회도 실무 위주에서 가이드라인 및 케이스 공유, 학술 연구

전문의가 아니어도 입원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의사라면 비슷한 고

라도 전문분과의 진료 부담을 덜어주는 분과형부터, 통합내과 혹

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얻는 보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

민과 학술적 수요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에,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

은 종합내과로 독립해 일을 하는 병원까지 다양합니다. 응급실 환

람이 크다는 분들이 많아요. 대학병원은 일반적으로 교수가 하루

해 입원전담전문의의 정체성이나 위치가 견고해지고 평생 직업으

가 아닌 ‘입원의학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연구회

자들을 신속하게 입원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이

한 번 회진을 도는데, 입원전담전문의는 병동에 상주하면서 환자

로 생각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회를 통해

회원들과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착 및 병원 시스템을 안전

겹쳐있는 복합환자의 진료를 중심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를 수시로 진찰하고 바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환자

후배들에게 좋은 롤 모델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서로 고민을 나누고 있

자신의 기관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개입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

들을 돌보니, 그동안 진단하지 못하던 질환을 잡아내는 경우도 종

습니다.

지 찾아내기 위해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밌는 것은, 서

종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복되는 폐렴으로 치료를 받았던 환자에

로 다른 시스템으로 시작했던 병원들이, 인력이 늘고 영역을 확장

서 ALS (일명 루게릭병)를 진단한 사례도 있었지요. 특히 이 부분

하면서는 조금씩 닮아가고 있어요.

은 특정 전문분과 혹은 장기 중심의 진료가 아닌 통합내과의 장점

구회입니다.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는 전공의 인력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갈 길이 멀지만 우선 올해 안에 독립적인 심포지움 개최를 목표로

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담회를 매달 병원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세브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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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동기들 “5일 만에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모금액 100% 달성”
2001년 입국동기홈커밍데이를 마치고
알레르기내과 이재현

서 너무 아쉽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동기들은 board man이 되었고

돌아가면서 고개를 꾸벅이면서 졸았을 것이 분명하다.
2002년 2년차 때의 일이다. 월드컵이 한 창이던 6월, 이중민, 김진

퇴국(후배들이 같은 뜻으로 ‘졸국’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끔 듣는데,

배 선생과 CCU를 담당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기가 있는날 밤,

‘퇴국’이 바른 표현) 이후 15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하게 한 몫을

교수님께 전화가 왔다. 환자들이 경기를 보다가 흥분하면 안되니

하고 있다.

관찰실 안에 있는모든 TV의 전원을 끄라고 하셨다. 환자들의 원성

나는 홈커밍데이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모든 동기들에게 가능

도 문제였지만,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인데, 경기 결과가 궁금한 우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반가운 목소리들

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죄송하지만, 교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니 너무 반갑고 좋았다. 수련시절에는 전화

TV 한 대를 켰다. 의식이 없는 환자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

기 너머로 환자에 대해서 상의하면서 같이 걱정하기도 했고, 우리

는 방이었다. 무음으로 TV를 보며 CCU의 당직 근무를 하다 보니,

파트에 배정된 전공의의 수가 적다고 투덜거리기도 했으며, “중요한

어느새 간호사들도, 당직 강사 선생님도 모두 들어와서 좁은 관찰

데이트가 있으니 당직을 좀 바꿔달라”고 사정도 해보았던 우리 동

실이의료진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아뿔싸, 우리 나라 선수들이 ‘골’

기들, 전화를 받아 준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고 고마웠다. 그

을 넣었다. TV도 ‘MUTE’ 상태, 방 안의 사람들도 ‘MUTE’ 상태,

렇게 연락이 닿은 동기들은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의국발전기금’ 모

서로 눈빛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했다. 그 날의 눈빛 교환으로 커

금에 만장 일치로 동의해 주었고 단 5일만에 모금액의 100%를 달

플이 생겼다는 것은 믿거나 말거나!

성하였다. 15년이 지났지만 우리 동기들 모두의 마음 속에는 지난 4

2003년 3년차가 되었다. 우리도 의국내에서 드디어 ‘고년차’의 위

년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들과 의국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

치가 되었다. 당시, 일요일 11시 30분쯤 오전 회진을 마치고 의국으

었던 것이다.

로 돌아오면 ‘대복장’의 중화요리가 배달되어 있었는데, 고년차는 요
리를 자유롭게 오픈(!)할 수 있었다. 저년차들은 요리보다는 짜장,
짬뽕, 볶음밥 위주로 식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요리 한 접
시’ 그깟 것이 뭐였다고, 같이 의국생활을 했던 선생들에게 좀 미안
한 생각이 든다. 당직도 back-up으로 분국이 아닌 의국에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그 동안 미루어 왔던 ‘청춘사업’에 시간을 투
자하는 동기들도 많아졌다. 뭐니뭐니 해도의국생활의 황금기는 3
년차 시절이었던 것 같다.
2004년 4년차가 되어서 의국을4개월씩 이끌어 줄 세 명의 성

● 벌써 15년…2001년 입국동기들이 홈커밍데이를 마치고 포즈를 취했다.

군(!)을 옹립했다. 신성재, 이상원, 박정탁 선생이 그 주인공이
의약분업의 대란이 끝나고 난 다음해인 2001년에 시작되었던 우

무를 통해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를 경험해 보는 도전적인(!) 생활을

다. 지금 보다도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지만 특유의 포용력

리(2001년 입국동기 일동)의 내과 수련이 끝난 지 벌써 15년이나 지

할 수 있었다. 한편, 지금은 세브란스병원의 모든 내과병동이 훌륭

과 배려심으로 ‘사랑의 의국’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다. 물론 우리

났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겐 조물주

하게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19년 전에는 ‘블랙홀’이

연차의 기준에서 그렇다는 말이고 아래연차 선생들이 어떻게 생각

가 내려 준 ‘기억’이라는 축복이 있어, 그 날들을 추억할 수 있으니

라고 불리는 병동이 있었다. 위치는 당시 별관 11층, 문창모, 이승철

했었는지는 요즘도 종종(!) 사석에서 듣고 있다. 2004년 춘계내과

그 날은 리모델링한(사장님은 그대로)‘ 우리이동갈비’에서 모였는

얼마나 다행인가 싶다.

선생과 함께 분국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다. 사실 누가 당직이

학회는 전주에서 있었다. 모처럼 모든 동기들이 같이 내려가서 즐

데, 이상원 선생이 의국에서 준비해 준 선물을 대표로 받았고, 박정

그러나 그 기억도 세상의 풍파를겪으며 퇴색하기 마련이지만, 교

고 오프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도전적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거운 시간을 보냈다. 맛집 투어가 주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탁 선생은 의국발전기금을 주임교수님을 통해 전달하였다. 20명의

실과 의국에서 마련한 홈커밍데이를 계기로 여러 동기들의 기억의

여튼 그날은 이 친구들과 ‘쌍투베이션’했던 날이다. 주치의도 다르

벽소령에서 전주한정식을 시작으로, 삼백집의 콩나물국밥과 한

동기 중 75%가 참석했고, 참석하지 못한 동기들에게는 전화와 카

단초를 모아 다시금 그날들을 추억해 보고 기억을 선명하게 하는

고 병명도 달랐지만, 2인실에 같이 입원하고 있는 두 명의 중환자,

일관의 전주비빔밥까지… 체중을 많이 불려서 귀경했던 기억이 난

톡을 통해 현장의 분위기와 같이 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했다. 10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즐거웠다. 지면을 통해서 자랑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호흡부전이 생겼고 혈압도 떨어졌다. 우리 3

다. 1년간의 치프 전공의의 마지막은 전문의시험 이었다. 교수님들

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언제 5개월을 기다리나?’하는

스러운 2001년 입국 동기들에 대해 나의 선명해진 기억 몇가지를

명은 두 환자에게 기도삽관을 나란히하고, 쇄골밑정맥 도관도 나란

과 1, 2, 3년차 전공의 선생들의 배려(!)로 11월부터는 이중민 선생

아쉬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5월의 행복한 저녁이었다.

회상해 보려고 한다.

히 해 두고는 인공호흡기가 병동으로 올 때까지 두 명의 인턴 선생

을 교장으로 모시고 모두 의국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산

마지막으로 즐거운 상봉의 기회를 만들어 준 의국과 교실에 감사

2001년 1년차 때의 일이다. 당시에는 전공의 특별법, 주80시간 근

들과 함께 앰부백을 돌아가면서 짰다. 엇박으로 짜던 앰부백의 소

정호수로 슬라이드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그 때 봤던 슬라이드

드리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무와 같은 법이나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쉽게 주120시간 근

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다. 메트로놈과 같았던 그 소리에 우리는

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동기들과 찍었을 사진 한 장을 찾지 못해

‘홈’으로 항상 그렇게 그 자리에 있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0

● 2001년 입국동기들이 이은직 내과 주임교수(오른쪽)에게 발전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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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교실

Toward and Beyond Precision
Medicine
4월 18일 내과포럼 J. Larry Jameson 초청강의 후기
내분비내과 홍남기 조교수

에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의료의 모습을 담지하고 있는 듯 했다.

정밀의료라는 단어를 이제는 국책과제공고문 뿐 아니라 대중매체

한 subgrouping 을 통한 진단과 치료 전략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다시 만났을 때, 여전히 그는 느릿느릿한 말투로, 그러나 명쾌하게
내분비영역에서의 정밀의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와 뉴스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Dr. Jameson 은 이런 정밀의료의 한 예시로, CAR(Chimeric Anti-

접근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며, 이를 위해 이미 진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임상의사들은 막상 그 정의가 모호하고 직관적으로 와

gen Receptor)-T cell (환자의 T cell 을 프로그래밍하여 악성종양세

‘All of us’ initiative 등이 이러한 새로운 접근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

NGS 와 bioinformatics 의 도약 속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온 정밀

닿지 않는 느낌을 받는 것은, 아마 일상의 진료에서 실제 정밀의료

포를 인지하고 공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치료법) 임상시험을 통

할 것이라는 가슴 뛰는 전망을 들으며, 강한 도전과 영감을 받을

의료를 향한 변화의 바람에서, 환자 중심으로 임상적 미충족 수요

를 적용해나가는 좋은 예시를 아직 우리 의료환경에서는 찾기 어려

해 급성백혈병으로 고통 받던 한 아이가 극적으로 회복한 사례를

수 있었다.

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가

운 점도 한가지 원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밀의료의 선두에 서

보여주며, 의료의 개념이 기술과 만나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나가는 J. Larry Jameson 선생님을 내과포

역설하였다.

럼을 통해 만난 것은 매우 인상적이고 귀중한 경험이었다. 강의에

이제는 개인의 유전체 데이터와 환경요인, 임상정보 등 기존 단편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학생들,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Dr. Jameson이

적으로 수집되던 정보들을 시스템 내에서 다층구조로 융합하여,

눈높이를 맞추고 쉽게 천천히 풀어나가는 정밀의료의 개념은 미래

개별화된 정보에 기반하여 ‘one-size-fit-all’ 접근이 아닌 매우 정밀
12

이러한 개념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잘 수집된 유전체, 임상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보와 함께, 임상의사의 관점에서는 명확한 phenotype 을 구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임상코호트를 미리 잘 구축해나갈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분주해 지기도 하였다.
대한내분비학회에 Plenary lecturer로 초빙되어 온 Dr. Jameson 을
13

교실단신

교실단신

“우수인력 확보 분위기 만들고,
협진 시스템 개선해야 내과 살아난다”
3개 병원(신촌, 강남, 원주) 내과 운영 Workshop 개최
3개 병원(신촌, 강남, 원주) 내과 운영 Workshop이 6월 14일(금)-15

원환자 관리) △ 평생 헌신할 수 있는 우수 인력 확보”라면서 “전공

일(토) 양일간 열렸다. 첫날 오후 5시부터 내과 이은직 주임교수, 강

의의 역할이나 당직을 대치하는 목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안

남세브란스 이동기 내과부장, 연세원주의대 심광용 내과주임교수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가 하는 잡무를 줄이고 협진시스

의 Opening remark를 시작으로 김영삼 교수(HM 위원회 위원장)

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평생 헌신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

의 ‘Hospital Medicine; 현재와 미래’, 강신애 강남 수련위원장의 ‘3년

는 방법은 ‘연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터 1년 동안 연세 의대의 SRI 프로그램 지원으로 현재 내과 입

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분명한 signal 또한 필요하

수련에 따른 내과 입원 환자 진료 대처’. 이미영 교수(내분비)의 ‘뉴

김 교수는 이날 3개 병원 Hospitalist를 위한 교육을 제안했다. 내

원전담전문의로 근무 중인 남기헌 교수 역시 미국 뉴욕의 Clinical

다”면서 “전반적인 병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직종의 의사

노벨 프로젝트-2019 겨울방학 기간 의대학생들 연구 참여 경험’ 등

년 2월, 3일 간의 교육과정(목–토, 금–일)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을

Scholars Program에 참여하고 있다. 김영삼 교수는 “연세대학교

들이 모두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의 발표가 이어졌다. 다음날인 15일에는 골프팀과 관광팀으로 나

포함하여 3개 병원에서 접근하기 쉬운 병원 밖의 장소를 정해 실무

Hospital Medicine의 비전은 입원전담의를 최고의 임상의사, 최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분비내과 이미영 교수는 “2019 뉴노벨

누어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미국 코넬 의대와의 교류가 본 궤도

의 교육자, 최고의 의학자, 환자 안전의 리더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프로젝트는 글로벌 100위권 의과대학 비전을 목표로 학생 우수연

김영삼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Hospitalist) 안착을

에 올라 올해 7월 내과학교실 지원으로 내과 입원전담전문의 3명

밝혔다.

구자 발굴, Physician-Scientist 육성, 우수 교수 연구력 확대 등 3개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 지위의 안정성 △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이 미국 뉴욕 Weill Cornell Medical Center에서 진행되는 Clinical

강신애 수련위원장은 ‘3년 수련에 따른 내과 입원 환자 진료 대처’

의 전략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뉴노벨 프로젝트는 2017년 여

△ 학회나 휴가 지원 △ PA 혹은 간호 인력 지원(다학제 회진 및 재

Scholars Program에 4주간 참가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7월

발표에서 “3년제 하에서는 분과 specific한 환자에 대한 임상 경험이

름방학 때 연세원주의대 재학생 6명(의학과 5명, 간호학과 1명)이 모
인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2019년 겨울방학에 연세원주의대 의학과
3학년 20명이 모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
부한 후 건보공단의 ‘대사증후군 환자에서의 심혈관질환 및 사망률
의 추이' 자료를 토대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미영 교수는 “올해 2월 건보보험공단에서 조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과생이나 간호학과 학생들보다 임상실습을 마친
본과 3학년들의 분석이 좋은 결과를 냈다”면서 “하지만 4주간의
실습만으로는 논문 완성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기 중이라도
추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배정해 추가분석 중에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뉴노벨 프로젝트에 발맞춰 올해 4월 빅데이터 동아
리 Query, 빅데이터 기반 만성질환연구소 (Big data institut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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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fellow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입원환자 업무 일부가 fel-

chronic disease, BDICD )가 개설되어 앞으로도 건보공단 빅데이터

low에게 일부 올라가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업무를 fellow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뉴노벨 프로젝

에게 올리는 것만으로는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는 big data summit”이라며 “연구가설로 분양받은 자료를 바탕으

강신애 위원장은 “전공의 매뉴얼이 도움될 수도 있는데, 강남세브

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좋은 학생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

란스의 경우 인계장 작업 및 철저한 전공의 조기 교육을 실시하고

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했다. 타지역에서는 시행하기

있다”고 했다. 그는 “PA, 입원전담의 제도 등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어렵지만 건보공단이 가까운 원주에서는 큰 강점으로 생각한다고

전공의들에게 3개년차 근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그들의 근무 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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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환자에서 증상 완화제로
속효성베타2항진제 보다
ICS-formoterol 우선 권고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최용준 강사
천식은 전세계적으로 3억명 정도의 환자가 존재하며, 2017년 기

던 치료가 바로 필요시 SABA 단독흡입요법이었는데, 처방의 바탕

준으로 국내의 천식환자는 약 142만명정도 보고되고, 발생하는 의

에는 급속한 증상 개선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와 비교적 저렴하다

료이용비용은 약 3,473억원으로 사회적 부담이 큰 질환이다. 또한

는 경제적 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SABA 를 규칙적으로 사용하거

2015년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 인구 10만 명당 천식 입원은

나, 자주 사용할 경우 베타수용체의 하향조절(downregulation) 및

94.5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46.6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천

반동기관지과민성(rebound hyperresponsiveness), 그리고 기관지의

식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10만명 당 4.2명으로, OECD평균인 1.4

염증반응을 일으켜 천식의 급성악화를 유발하고, 사망률을 높이

명 비하여 월등히 높아 OECD 가입국 중 천식 사망률 2위를 기록

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증 천

하고 있다.

식환자에서 SABA단독요법외의 여러가지 치료에 관한 시도들이 있

기존의 SYGMA trial 이 STEP 2의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면,

서 필요시 SABA 단독흡입요법보다 ICS-formoterol을 우선권고하

었다.

이 연구는 STEP 1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필요시 budesonide-

고 있다. 아직은 경증 천식 환자에 있어서 ICS-formoterol의 필요시

천식은 만성적인 기도질환으로, 가급적 조기에 진단하고, 꾸준한

● 그림 2. 치료군 간 급성악화비교(NovelSTARTtrial)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천식의 치료와 관리는 증상의

첫번째 경증 천식환자의 치료에 관한 개정에 근거를 제시한 임상

formoterol 흡입요법이 필요시 SABA 단독흡입요법보다 증상조절

사용은 허가외 용도(off-label)지만, 이번 개정을 통하여 곧 FDA의

조절, 삶의 질 향상, 폐기능의 개선, 급성 악화 및 사망률 감소를 목

시험은 SYGMA trial(O’Byrne et al., NEJMed 2018, Bateman et al.,

및 악화예방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여(그림 2), Step 1

승인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도 현재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

표로 하고 있다.

NEJMed 2018)이다. 이 연구에서 STEP 2 환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환자의 치료에 ICS-formoterol을 흡입하는 것에 관한 직접적인 근

회에서 2014년 천식진료지침 이후 5년만에 개정판을 준비중으로,

현재 국내 천식치료지침의 근간은 Global Initiative for asthma

budesonide-formoterol를 흡입하는 경우가 필요시 SABA 단독으로

거를 제시하였다.

진료지침이 개정되면, 보험기준등의 변경으로 경증천식환자의 진

(GINA)에서 매년 발표하는 report를 따르고 있다. 최근 2019

흡입하는 경우보다 증상 조절 및 급성악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

GINA report가 발표되었고, 천식환자치료에 주요한 변화가 있어

는 결과를 발표하였다(그림 1). 이로 인하여 STEP 2 치료에 있어 필

소개하고자 한다.

요시 budesonide-formoterol흡입요법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

위 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2019 GINA report 에서는 경증 천식에

료에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할 수 있었고, STEP 1의 필요시 ICS-formoterol흡입요법에 관한 간

오랜 세월동안 GINA 에서는 성인 및 12세이상 청소년기의 경증
천식환자에 있어서, 필요시 속효성 베타2항진제(short acting beta2

접적인 근거도 마련하였다.

agonist(이하 SABA): 벤톨린)를 증상 완화제로 사용하도록 권고해

두번째는 최근NEJM 에 게재된 Novel START trial (Richard

왔다. 하지만, 2019 GINA report 에서는 증상완화제로서 SABA보

Beasley et al. NEJMed 2019)로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다 필요시 저용량 흡입용코르티코스테로이드(이하 ICS)와 지속성
베타2항진제(특히, formoterol제재)의 복합제재 사용을 우선 권고
하고 있다. 그동안 Step 3 이상의 환자에서만 증상완화제로 SABA
와 동일한 수준으로 저용량 ICS와 formoterol를 증상 완화제로 사
용하도록 권고해왔으나, 이를 Step 1-2의 환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적
용하고, 또한, SABA 보다 우선 권고하게 되었다.
경증 천식은 심각한 천식의 합병증 및 사망에 있어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한다. 전체 급성 천식의 30~37%, 치명적인 천식(near-fatal)
의 16%, 그리고 천식으로 인한 성인 사망의 15~20%를 경증 천식
환자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경증천식 환자에서 거의 50년간 초기 치료로 권장되어 왔

● 그림 1. 치료군 간중등도 이상의 급성악화 비교(SYGMA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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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홍역의 현황과 전망

홍역 유행국가 현황(58개국)
대륙별

요하다. 일부 연구에서 리바비린(ribavirin) 투여를 고려하지만 아직

으로 감염인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쉽게 전파되는 질환이다. 홍역은

출 처

아시아 (8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스라엘, 필리핀, 태국, 카자흐
스탄

유럽 (29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로루시,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
나,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코소보,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네
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스페
인,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체코

아메리카 (5개국)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미국(뉴욕주(록클랜드카운
티), 뉴욕시, 미시간, 캘리포니아(버드, LA, 새크라멘토 카운티),
조지아,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아프리카 (16개국)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 민주 공화국, 에티오피
아, 기니, 케냐,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셔스, 나이
지리아, 튀니지, 잠비아, 남수단, 앙골라

감염내과 김준형 강사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유행성 감염병

유행국가

Measles and Rubella monthly reports to WHO by 20 March
2019/ 각국 보건부

1. 캐나다 보건부 “Travel health notices”
2. 미국CDC “Travel Health Notices”에서 홍역유행국으로
지정한 국가(위험수준 Level 1*)기준

데이터가 부족하다.

전염력이 매우 높아 불현 감염이 거의 없으며 감수성이 있는 사람

1963년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홍역은 소아 사망의 주

이 노출 되었을 때 90%가 홍역으로 이환된다. 발열, 발진, 기침, 콧

요 원인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2백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

물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하며 10일 정도의 경과 후 대부분 회복되

다. 1980년대 들어서 홍역 약독화 생백신이 널리 보급되면서 홍역

나 폐렴, 뇌염과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주의가

발생률과 사망률은 크게 감소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 건

가 발생한 소규모 유행이 있었다. 당시 주로 1세 미만의 면역력이 없

1967년 이후 출생자는 여행 출발 2-4주전 최소 1회 예방접종을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1965년 백신 도입, 1983년 정기예방접

수는 2000년과 2017년 사이에 853,479명에서 173,330명으로 80%

는 영아를 통해서 병원 및 지역사회 내 전파가 이루어졌다. 11건의

해야 하며 귀국 후 라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 2014년 면역

종 도입, 2000-2001년 대유행 후 국가적 홍역 퇴치사업을 통해 크

감소하였고 발생률은 인구 100만 명당 145건에서 25건으로 83%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모두 D9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국내에서 처

도 조사 결과에서는 1990-1994년, 1995-1998년, 1999-2001년 출

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유행이 계속 보고 되고 있으며 최근

감소하였다. 추정된 홍역 사망은 2000년 545,174건에서 2017년

음 확인된 해외 유입 유전자형이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주변

생자의 홍역 항체 양성률이 각 69.6%, 48.5%, 66.0%까지 떨어져 있

집단 발병으로 문제가 되었던 홍역의 현황과 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109,638건으로 80% 감소하였다.

국가의 대규모 환자 발생으로 해외 유입과 관련된 환자가 대부분이

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연령의 인구가 홍역 해외 유입과 원내 전파

었다.

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 홍역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홍역 환자에

국내에서도 1965년 홍역 백신 도입 후 매년 감소하였다. 1983년

자 한다.
홍역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은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을 동반

홍역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었고, 1997년 홍역 2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29일까지 대구와 경기(안산) 지역

노출된다면 노출 72시간 이내에 예방 접종을 하면 홍역을 예방하

한 홍반성 반점 구진 양상의 발진이다. 초기 감염 후 잠복기, 전구

차 접종이 도입되어 이후 홍역은 연간 100명 이하로 발생하였다. 하

을 중심으로 30건의 집단 발생이 있었고, 10건의 개별 사례가 확인

거나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면역글로불린은 노출 6일 이내에

기, 발진기로 나뉘는데 7-21일까지 잠복기이며 이 기간 바이러스 혈

지만 2000-2001년에는 홍역 대유행이 발생하여 55,707명의 사례

되었다. 집단 발생 지역에서 백신 미 접종의 12개월 미만 영유아와

생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산모나 면역 저하자, 12개월 미만의 영아

증을 거쳐 전구기로 넘어간다. 전구기는 2-4일간 발열을 동반한 기

가 발생하고 7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시행한 홍역 퇴치 사업은 1)

20-30대의 성인을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환아의 보호자와 접촉 의

에서 투여한다.

침, 콧물, 결막염 등이 나타나며 발진이 발생하기 1-2일 전에 대구

2001년 당시 2차 홍역 예방접종률이 낮은 8-16세의 초중고생(1985

료인에서 발생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홍역 바이러스 유전자형은 B3

치 맞은편 구강 점막에 회백색의 작은 반점인 Koplik 반점이 나타

년 3월-1994년 2월 출생자) 570만 명에게 따라잡기(catch-up) 일제

와 D8으로 해외 유입 유전자형이었다.

나기도 하여 임상적으로 홍역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발

예방접종 실시, 2) 초등학교 입학 전 2회의 홍역 예방접종 확인을

2019년에도 해외 유입과 관련된 홍역 감염이 대부분이며 해외 방

의가 필요하며 면역저하자의 경우 질병의 전체 기간 동안 격리가

진기는 발열 발생 후 2-4일에 시작하여 홍반성 반점 구진 양상 발진

통하여 입학 전 예방 접종률 95% 이상 유지, 3) 사례 및 실험실 기

문력은 베트남(28), 필리핀(15), 유럽(1), 대만(1), 마다가스카르(1), 우

필요하다. 홍역 면역력이 없는 의료관련 종사자는 홍역으로 확인되

이 대칭적으로 발생하며 주로 귀 뒤나 얼굴에서 시작하여 몸통과

반의 홍역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사업 이후 홍역 발생

크라이나(2), 캄보디아(1), 태국(4), 키르기스스탄(1), 우즈베키스탄

거나 홍역이 의심되는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사지로 퍼진다. 발진은 나타났던 순서대로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심

률은 인구 100만 명당 1건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6년

(1), 싱가포르(1)으로 동남아시아가 주된 해외 유입의 원인 지역이며

확진 혹은 의사 환자와 접촉한 경우 노출 후 5-21일까지 업무에서

한 경우에는 피부 박리가 나타날 수 있다.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국가 홍역 퇴치를 선언하였다.

현재 홍역 유행 국가 현황은 다음(table 1)과 같다.

배제해야 하며 노출 72시간 이내에 홍역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감염 관리를 통한 홍역 예방이 필요하다. 입원 환
자에게 홍역이 발생한 경우 발진이 발생하고 4일까지 공기 전파 주

홍역 통제를 위한 국가적 노력으로 낮은 홍역 발생률이 유지되었

백신 접종은 홍역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에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외래 진료실에서 발진을 동반한 발

홍역의 진단은 홍역과 비슷한 임상 증상 및 징후를 보일 때 의심

으나 주기적인 유행이 반복되었다. 2007년에는 서울, 경기 지역을

홍역 발생률이 낮은 나라에서는 첫 번째 접종을 12-15개월에 하도

열 환자가 발생한 경우 홍역 의심 환자는 별도의 외래 격리 공간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홍역 발생 지역 여행력이나 발진을 동반

중심으로 주로 예방접종력이 없는 24개월 미만의 소아에서 발생하

록 권장한다. 충분한 군집 면역 도달을 위해 2차 접종이 필요하며 2

로 보내야 한다. 진료 중 의료진은 홍역의 면역력과 관계없이 N-95

한 발열 환자와의 접촉력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홍역에 대

는 소규모 유행이 발생하여 194건(확진 환자 180명)의 환자가 발생

차 완료 후 항체 생성률은 99%까지 나타난다. 국내에서는 12-15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환자가 귀가할 경우 발진 발생 4일까지 자

한 면역력 정보도 중요하다. 의심환자에서 혈청 검사, 유전자 검사,

하였고 확진 환자 180명 중 81명 이 병원 내 전파를 통해 발생한 것

월에 1차 접종 후 만 4-6세에 2차 접종을 하도록 권고한다.

가 격리를 하도록 설명하고 환자가 머물렀던 공간은 공기 중 홍역

바이러스 배양 검사 중 최소한 한 가지에서 양성이 확인될 경우 진

이 밝혀졌다. 분석한 유전자형 대부분이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국내 성인 중 2회 백신접종 기록이나 홍역 병력이 없거나 검사상

단이 가능하다.

H1으로 해외유입 및 해외유입 연관 사례가 유행과 관련이 있었던

항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1967년생 이후 출생 자에 한해 최소 1

것으로 추정된다.

회의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국내 홍역 유행은 해외 유

경우 일주일 내에 회복한다.

치료는 해열제 투여와 수분 보충 같은 보존적 치료이다. 합병증으

2011년에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42명(확진 환자 39명)의 환자

로 세균성 폐렴이나 중이염이 생기면 이에 대한 항균제 치료가 필
18

바이러스가 유지될 수 있는 2시간 동안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입 사례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확인되지 않은
19

동우회소식

동우회소식

20년 선후배가 모여
함께 외친“세브란스의 힘!”
제7회 내과동우회 친선모임 개최

나란히 버디상을 받았다. 김원중 동문은 모교 개원내과동우회 회

<참석자>

장으로 활동하며 동우회원들의 단합과 친선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1

이상인

1972

소화기

차움의원

있다. 대한검진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원중 부회장은 “개원가

2

최경훈

1973

심장

최경훈심장클리닉

에서는 진료를 두 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임상진료, 또

3

정우제

1974

소화기

정내과

4

김주항

1976

종양

분당차병원

5

정재복

1976

소화기

일산병원

6

장상호

1981

호흡기

연세내과

7

김원중

1983

소화기

김원중내과

8

장일중

1983

소화기

장일중내과

9

천상배

1986

소화기

천내과

10

박기호

1988

소화기

박기호내과

11

박중원

1988

알레르기

알레르기내과

12

정준근

1988

소화기

정준근내과

13

강석민

1990

심장

심장내과

14

남재현

1990

내분비

프렌닥터내과

15

박현영

1990

심장

질병관리본부

16

김성남

1991

신장김

성남내과

17

변기현

1991

심장권

선연세내과

18

김장영

1994

심장

원주기독병원

19

이상길

1994

소화기

소화기내과

20

한재용

1998

소화기

서울본내과

하나는 검진”이라며 “두 개의 축을 조화롭게 해 나가는 게 과제”라
며 개원의 동문들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수상자 명단>

제7회 내과동우회 친선모임이 6월 23일 푸른솔포천에서 개최되

메달리스트

최경훈, 김장영

우승

남재현

준우승

정준근

롱기스트

이상길

니어리스트

장상호

다파상

정재복

다보기상

이상인

버디상

김원중, 장일중

과동우회 모임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남 동문은 “세브란스 선후배들이 친선을 다지는 자리에서 우승까

었다.

지 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내과동우회 모임에 열심

세브란스 내과 출신의 단합과 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열리는 모
임으로, 이날 20명의 내과동우회원들이 참석했다. 오랜만에 만난

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세브란스 동우회원들은 최경훈(1973년졸, 최경훈 심장클리닉) 동

메달리스트는 공교롭게도 20년 선후배 사이인 최경훈, 김장영 동

문부터 김장영(1994년졸, 원주기독병원) 동문까지 20년의 간격을

문이 나란히 수상했다. 참석자들은 “맨 위, 아래 동우회원이 메달

뛰어넘어 선후배들의 끈끈한 정을 과시했다.

리스트가 됐다. 동우회의 ‘허리’ 학번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분발해야 한다”는 기분 좋은 농담을 주고받았다.

이날 우승은 최근 방송 출연으로 성가를 올리고 있는 남재현 동

내과총동우회 김원중(1983년졸) 부회장은 동기인 장일중 동문과

문(1990년졸, 프렌닥터내과)에게 돌아갔다. 남재현 동문은 지역 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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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홍완기교수님을 기리며

故 홍완기교수님을 기리며

“曙園(서원), 새벽의 동산”을 기리며
종양내과 정현철 교수

가 주도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다학제진료팀(Multidisciplinary

절 없이 무너졌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미국과학학술원회원

Team)”, 현재의 개념으로는 “One-team”을 만들어, 팀 접근 방식 이

으로 추대된 홍 동창은, 2001년 외국인 출신의학자로서는 최초로

라는 암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여셨다. “One-team”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세계 최대 암연구 학회인 미국 암학

사용하시던 표현이 “Not my patient, but our patient”로, 리더는 아

회(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회장으로선출된다.

이디어와 함께 모든 사람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같이 일을 잘 할

2016년 미국암학회는홍동창의 업적과 지도력을 기려 학회역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이해조정능력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

상 최초로 생존인물의 이름으로 ‘홍완기교수 암연구상(AACR-

는 대목이다. 장기기능보존 치료 개념은 여성에서는 유방 보존, 직

Waun Ki Hong Award for Outstanding Achievement in Traditional

장암 환자에서는 항문 보존으로 발전하여, “삶의 질 치료 (Quality

and Clinical Cancer Research)’을 제정하였다. 이 상은 매년암 연구

홍 완기교수님은 새벽 5시에 출근하셔서 1시간 동안 업무 처리를

살벌한 미국 사회에서 그

care)”라는 개념을 정립하셨다. 다학제 진료시스템을 개척하고 체

와 치료, 예방에 기여한 만 46세 미만의세계 각국 암연구자를 대상

하신 다음, 6시부터 공적 업무를 시작하셨다. 따라서 전임의들과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

계화시킨 업적으로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Anti-Cancer

으로 시상하며, 홍 동창은 우리 내과학 교실원과세브란스 동문이

면담 일정은 일상적으로 새벽 6시에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연수오

는 성공을 할 수 있었던

Treatment(ICACT)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을 2번이나 수상하셨고,

꼭 수상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셨다. 홍 동창은 세계 암 연구 학회와

거나 MD Anderson Cancer Center에 임용된 사람들과의 면담도

비결은, ‘자긍심을 가지고

성대보존 후두암 치료법은 미국 암협회의 100대 희망 스토리중 3

기관으로부터 17개의 학술상을 수상함으로서 종양학 분야의 천하

이 시간에하셨고, 기자들의동행 취재도 당연히 새벽 5시부터 시작

혁신적인 생각을 꾸준히

번째로 등재되어 있다.

통일을 하였고, 더 이상 받을수 있는 상이 없게 되었다. 세브란스와

되었다. 홍 완기교수님이 ‘서원’을 아호로 정하신 정황을 어느정도

추구하면서 열심히 일한

1993년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의 내과부장이

대한민국 출신의 의학자가 전 세계로부터 학문업적으로 인해 이처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것뿐’이라고 주저없이 얘

MD Anderson Cancer Center의내과부장으로 발탁되면서, 선생님

럼 존경받는다는사실은 더 할 수 없이우리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

기하셨다.

은두경부암과 폐암분과과장으로 초빙되어 더 큰 역할을 맡게 된

고있다.

모교를 떠나 타국으로 가신 선배

종양학의 새로운 분야를

다. 한 광협 전 주임교수께서 홍 완기 선생님께우리 교실의명예교

안타깝게도 홍 동창은 지난 1월2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향년

홍 완기 선배님은 1942년 경기도 청평에서 태어나 1967년 모교를

개척한 학문적 도전정신,

원을 제안하셨을 때, 한 순간의 주저도 없이 허락하시고, ‘학문에는

76세로 소천하셨다. Pacific View Memorial Park & Mortuary, 3500

졸업하시고, 월남전에서 대한민국 공군 의무장교로 복무하신 후,

전 세계 암센터와의협력

지름길이 없으므로, 모두가 win-win 하기 위해서는 내과학 교실원

Pacific View Drive, Corona del Mar, CA 92625에 영면하고 계시므

1970년 도미하셨다. 의과대학 시절은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 열

연구를 가능하게 한 지도력, 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 교

이 각자독불장군이 아닌 팀플레이어가 되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

로 캘리포니아로 연수를 가는 우리 교원들은 꼭 방문하여 헌화하

심히 공부해야 할 특별한 동기가 없었다고 하신다. 가장 닮고 싶

육시킨 한국의 의학자와 의과학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교육자 정신

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셨다. ‘연세의료원의 600여명 교수가 각자 활

기를 바란다. 미국 암학회는홍동창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2019

은 모델이었던 맏형이 모교 교수 (홍 석기 교수)로 재직하다가 하와

을 기리기 위해, KBS는 해외동포상을, 호암재단은 호암의학상을 시

동하면 600개의 클리닉에 불과하지만, 서로의 역할로서 협력하면

년 4월 시행한제 110회 미국 암학회에서홍동창 추모 session을 마련

이 의대 교수로 임용되자, 보다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도미를 결심

상하였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명예의학박사와 연세의학대상을

2600 (≈infinitiy) 임을 잊지말라’고 말씀하셨다.

하였다. 필자를 포함한 발표자들이 모두 자신과 홍동창과의 개인

하셨다.뉴욕 Bronx-Lebanon Hospital과 보스턴보훈병원 (Veterans

수여함으로서, 홍 완기 선배님은 모교로 돌아오셨다. 이 후, 홍 교

Affairs Medical Center) 에서 인턴과전공의 과정을 수련하던1970

수님은 암센터 자문위원회 의장으로서 암센터 건물 신축과 비젼 설

세브란스동창, 세계 암전문가들의 리더가 되다

청중들의 울먹임은 두 번 다시는 재현될 수 없는 현장이었다. 인간

년대 초반, 보스턴 보훈병원 환자의 10%가 암환자였다. 외상후증

정에 조언을 하시어 연세 암센터를 단기간에 세계 정상급으로 발

베테랑들이 흡연으로 유발된 후두암과 폐암으로 사망하자, 선생

은 망각의 동물이지만 누구에게나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기억이 있

후군을 술과 담배로 잊고자 하다 암이 발생한 배테랑들의 사망이

전시켜 주셨다. 최근까지도 연세대학교 특별자문위원직을 맡아 틈

님은 “중개 종양연구학(Translational Cancer Research)”을 개척하

다. 홍동창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우리 내과학교실, 세브란스, 대

계기가 되어 뉴욕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에서 종

날 때 마다 모교를 방문하셔서 연세대학교와 연세의료원의 중장기

신다. 흡연력 혹은 폐암 전력이 있는 환자들이 기관지내시경 검사

한민국 의료계, 세계 종양학계는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홍 완기

양내과 전임의 과정을 이수하셨다. 보스턴 보훈병원의 종양내과장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심은 우리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를 하여전암단계 병변이 관찰되면, 레티노익산을 투여하여 폐암발

선배, 스승, 그리고 세브란스동창의 환자에 대한 헌신, 종양학 연구

생을 예방하는 “암예방 치료 (Chemoprevantion)”라는 개념을 세계

에 대한 협력과 개척정신의 고귀한 유산을 우리 내과학 교실에서

으로 9년간 재직하면서 시행한 임상연구 업적이 세계적으로 인정

적 인연과 관계를 서두에 밝히고 감사하면서 발표하였고, session중

받자, 1984년M.D. Anderson Cancer Center의 교수로 초빙되셨다.

무한대를 보신 스승

최초로 학문적으로 정립하셨다. 21세기들어 유전체 연구가 급격하

주도적으로 이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생전에 항상 강조하시던 말씀

1992년까지 두경부 및 흉부 종양내과장(Chief), 1993년부터 2005

보스턴 보훈병원의종양내과 과장시절, 후두암 환자들이 수술로 성

게 발전하자, 각 환자별 유전자 변화에 맞추어 적합한 항암제 치료

을 마지막으로 소개한다.

년까지 주임교수 (Chair),2001부터2014까지 Division of Cancer

대를 잃고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항암 약물치료와 방사

를 시행하는 임상연구 (BATTLE Trial)를 세계 최초로 기획하고 시

Medicine의 부장(Head)으로 재직하셨다. 당시 Division of Cancer

선치료로 암을 완치시키고 성대를 보존하는 “장기기능보존암치료

행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지만, 환자들의

Medicine은 17개 학과에 소속 교수가 350명 이 넘는 MD Ander-

법(Organ Preserving Cancer Treatment)”의 연구결과를 New Eng-

적극적인 참여로연구결과는 예정보다 빠르게 발표되었다. 이 연구

son Cancer Center의 최대 부서로,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land Journal of Medicine의 표지논문으로 발표하여 세계의 주목

결과는 “개인별 맞춤치료 (Personalized Treatment)”라는 새로운 개

상징이었다. 35년간을 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 연구와

을 받기 시작했다. 이 연구의 기획시에 당시 보수적이던 이비인후과

념을 정립하게 되었으며, 현재의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으

진료 및 후학 양성에 공헌을 하신이후, 연구총괄 부총장 직을 수행

전문의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난관에 부딪혔다. 하지만 한 사람

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었다. 홍 동창의 획기적인 발상으로 암 치료

하면서 세계적인 기관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셨다. 경쟁이

한 사람 무작위화 임상연구의 중요성을 학문적으로 설득하여 모두

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기존의암치료 위계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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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ot important who starts first,
but rather, who finishe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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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소식
소화기내과
●	2019.03.05

소화기내과 안상훈 교
수가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	2019.03.15 소화기내과 안상훈 교
수가 EGS ‘명의’ <건강검진이 보
내는 경고–지방간> 프로그램에 출
연하였다.
●	2019.03.29 소화기내과 송시영/방
승민 교수가 EBS ‘명의’ <증상이
없는 췌장혹, 수술해야 할까?> 프
로그램에 출연하였다.
●	2019.04.26 소화기내과 김태일 교
수가 EGS ‘명의’ <대장의 혹, 암일
까?>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	2019.05.17 <2019 지방간 환자와 일반인을 위한 지방간 교실>이 세브란스
병원 본관 6층 제2-4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고, 소화기내과 김승업 부교수,
이재승 임상연구조교수가 각각 “지방간이란 무엇인가”, “지방간과 대사증후
군에 대하여” 주제로 일반인에 대
한 강좌를 시행하였다.
●	2019.05.22 소화기내과 이상길 교
수가 KBS ‘생로병사의 비밀’ <무
증상 위암을 찾아라>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	2019.05.23 소화기내과 송시영 교
수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장 위
촉되었다.
●	2019.04.30 제 1회, 2019.05.27 제
2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공개토론
이 대한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개최되어 소화기내과 송시영 교수
가 좌장으로서 참여하였다.
●	2019.03.01 세브란스병원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로부터 2019년 소화기내시경 세부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었다. (기간: 2019.03. 01-2020.03.01)

●	2019.04.26 2018년 하반기 의료이익액부문 우수임상부서로 소화기내과가 선정

되었다.
●	소화기내과 박준용 교수가 2019년도 대한간학회 GSK학술논문상을 수상하여,
2019년 6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19 LIVERWEEK에서 수상식 참여 예정
이다.
<행사>
●	(예정) 2019.07.14 201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학 연수강좌가 연세대학교 내 에
비슨의생명연구센터 (ABMRC) 유일한 홀에서 개최 예정이다.

호흡기내과
●	제14회 폐암심포지엄 과제 127차 춘계학술대회 및 2019년도 제48차 Workshop이 2019년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평창

에서 개최되었다. 교수, 강사 및전공의들이 함께 참석하여 심도있게 정보를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ATS (The American Thoracic Society) Congress 2019가 Dallas에서 2019년 5월17일부터 5월 22일까지 개최되었으며 강
영애 교수, 이은혜 교수 및 용승현 강사가 참가하여 연구발표 및 토론을 통해 학술적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이상훈교수와 문성우강사가 2019년 제20회 내과학술연구 비연구부문에 선정되었다.
●	호흡기내과가 2018년도 하반기 재원환자 관리부문 우수임상부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심장내과
2019.3.1. 강석민 교수가 내과학교실 심장내과장(유임)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다.
● 2019.3.1. 심지영 교수가 심초음파실장으로 신임 보직 발령을 받았다.
●	2019.3.1. 이찬주 조교수가 진료를 시작하였다. 이찬주 조교수의 전문 분야는 심부전, 고혈압, 고지혈증 및 심장재활 등
이다.
●	2019.4.1 엄재선 조교수가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부실장으로 신임 보직 발령을 받았다.
●	2019.4.5. 심장혈관병원에서 Medtronic Endovascular Severance Cardiovascular Intervention 워크숍이 열렸다. 본 워크숍
에서는 복부대동맥류 시술에 대한 강의 및 라이브를 하루 코스로 집중하여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석자들의 많
은 호응을 얻었다.
●	2019.5.1. 심장내과 멘토-멘티 산행이 있었다. 교수, 강사, 전공의 30여명이 모여 안산 자락길을 돌며 담소를 나누고 우의
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19.5.20. 백양로플라자 최영홀에서 열린 제26회 우현학술상 시상식에서 김태훈 조교수가 수상하였다. 김태훈 조교수
는 지난해 미국 심장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에 게재된 ‘심방세동 환자의 이상적인 혈압 관
리 구간Ideal Blood Pressure in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연구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

종양내과
●	3월 1일자로 종양내과 김한상 임상조교수, 김민환·천유진 진료교수, 이충근·안병철・이가든・이기쁨・김슬기・함아롱 강

사, 이서영 전공의(4년차)가 발령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다.
●	3월 29일~4월 3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개최된 『2019 AACR Annul Meeting』에 종양내과 교수, 강사가 참여하였다. 정
현철 교수는 「Pembrolizumab after two or more lines of prior therapy in patients with advanced small-cell lung cancer
(SCLC): Results from the KEYNOTE-028 and KEYNOTE-158 studies.」의 주제로 구두 발표하였다.
●	4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보건의 날 유공자 표창식』에서 故 홍완기 교수가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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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장양수 의과대학장, 금기창 병원장, 정현철 교수, 이유미 국장 등이 참석하여 故 홍완기 교수를
추모하고 업적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	5월 31일~6월 4일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2019 ASCO Annual Meeting』에 종양내과 교수, 강사, 전공의가 참여하
였다. 조병철 교수는 「Safety and preliminary clinical activity of repotrectinib in patients with advanced ROS1 fusionpositive non-small cell lung cancer (TRIDENT-1 study).」 주제의 Abstract를 구두 발표하였으며, 홍민희 교수는 「A phase
II trial of preoperative chemoradiotherapy and pembrolizumab for locally advanced esophageal squamous cell carcinoma
(ESCC).」 라는 주제로 Poster Presentation 하였다.

알레르기내과
●	2019년 3월 26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제 24회 알레르기내과 연수강좌를 열었다. 191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

적으로 연수강좌를 진행하였다.
●	세브란스병원이 지역의약품 안전센터로 재선정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12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방

문하여 세브란스병원의 약물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재선정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병석병원장님과
이진우부원장님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혈액내과
●	2019년

05월 조혈모세포이식병동, 영양팀과 상반기 부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제기준에 따르는 혈액암환자 식사가이
드라인을 논의하였다.
●	2019년 05월 혈액암 환자 교육상담 프로그램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를 준비하여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내분비내과
제10회 당뇨병 공개강좌가 2019년 5월 29일 (수)에 진행되었다.
● 제24회 세브란스 당뇨병 연수강좌가 9월 1일 (일)에 예정되어 있다.
● 이은직 교수가 The 92nd Annual Meeting of the Japan Endocrine Society (JES 2019) 에서 plenary lecture 를 하였다.
●	구철룡 임상부교수, 홍남기 조교수가 The 92nd Annual Meeting of the Japan Endocrine Society (JES 2019) 한-일 Young
investigator session 에서 plenary oral presentor로 선정되었다.
●	홍남기 조교수가 The 7th Seoul 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SICEM 2019) 에서 endocrine neoplasia 부문 우수구연상을 수상하였다.
●	이민영 임상연구조교수가 제 50차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구연발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정혜인 강사가 The 7th Seoul 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SICEM 2019)에서 Plenary oral
award를 수상하였다.
●	김경원 전공의가 The 92nd Annual Meeting of the Japan Endocrine Society (JES 2019)에서 Travel grant winner로 선정
되었다.
●

●	2019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안전한 약물 사용 주간 행사’를 진행하였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 사용과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성공적
으로 행사를 마쳤다.

신장내과
●	2019년 4월 18일 “신장질환연구소-비뇨기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2019년 5월 1일부터 김형우 강사, 류근우 강사가 군복무를 마치고 강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	2019년 5월 14일 “신장질환연구소-장기이식연구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2019년 5월 23일부터 5월 26일 까지 “제39회 대한신장학회 학술대회”가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하였으며, 한승

●

혁 교수가 대한신장학회 최우수 학술 상과 KRCP 최다 인용 상을 수상하였다.
2019년 6월 27일 2019년도 상반기 “세신회” 정기 모임을 시행하였다.

<광고>
세미나: 2019년 6월 26일, 세브란스병원 암병원 B3F 서암강당에서 치료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부
작용 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임.

●	지역의약품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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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24일, 5월 23일에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세미나실에서 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관절염 및 루푸스에 대

감염내과
●	2019년 3월 염준섭 교수가 감염내과과장으로 신임 보직 발령을 받았다.

3월 16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열린 대한감염학회 전공의와 전문의를 위한 춘계 감염학 연수강좌에서
구남수 부교수가 ‘항균제1: 주요그람음성균 치료제’라는 연제로 강의하였다.
●	2019년 3월 17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장에서 열린 제 20회 연세의대 내과 연수강좌에서 염준섭 교수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감염병’ 이라는 연제로 강의하였다.
●	2019년 3월 28일, 엘타워에서 열린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제26차 연수과정에서 안진영 조교수가 ‘폐렴감염관리
번들’ 이라는 연제로 강의하였다.
●	2019년 4월 4일 청주 그랜드 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감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염준
섭교수가 ‘Malaria’라는 연제로 강의하였다.
●	2019년 4월 11일 더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내과 신임교원 승진교수 축하연에 참석하여 구남수 부교수와 정수진 조교
수의 승진과 임용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	2019년 4월 19일, 성혜 임상연구조교수가 득녀하였다.
2019년 4월 23일, 세열회 학술 모임을 가졌다.
●	2019년 5월 1일, 김준형 강사가 근무를 시작하였다.
●	2019년 5월 10일,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김준명 명예교수와 세열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친
분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다
●	2019년 5월 18일,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당에서 열린 2019 대한에이즈학회 연수강좌에서 구남수 부교수가 ‘NNRTI, PI
내성’이라는 연제로 강의하였다.

한 건강강좌를 개최하였다.
●	2019년 5월 14일 차의과대학 이수곤 교수님을 모시고 스승의 날 모임을 가졌다.

●	2019년

통합내과
●	2019년

3월, 본원에서 코넬의대 Hospital Medicine 1차 교육이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강남, 신촌의 입원전담전문의
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음파 프로그램 (POCUS), Clinical reasoning, Safety and quality assurance에 대하여 교육이 진행
되었다.

●	2019년

류마티스내과
●	2019년 4월 1일 박용범 교수가 의과대학 교육부학장으로 보직발령을 받았다. 보직 임기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이다.
●	2019년 4월 3일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세미나실에서 류마티스내과 발전세미나를 진행하였다. 2018년 한해 동안 류마

티스내과의 연구/교육/진료에 대해 살펴보고 2019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19년 5월 16일-18일에 Seoul Dragon City 에서 제39회 대한류마티스학회 춘계 학술대회가 있었다. 정승민 조교수가
Young Investigator Award 를 수상하였고, 박용범 교수 지도하 원주세브란스병원 표정윤 조교수가 우수포스터상, 문진희
연구원이 우수 구연상 및 Young Investigator Award 를 수상하였다.
●	2019년 5월 1일 류마티스내과 야유회가 있었다. 외래와 연구실이 모두 참석하여 북악산 산행을 하면서 친목도모를 위
한 시간을 가졌다.

28

3월, 김영삼, 신동호, 남기헌 교수와 강남세브란
스병원 박승교 교수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Hospital
Medicine 2019 학회에 참석하였고, 이후 워싱턴의 조지
타운대학병원과 뉴욕 코넬대학병원을 방문하여 미국
Hospitalist의 근무 경험을 공유하였다.
●	2019년 4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내과학회 춘계학술
대회에서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 창립 총회 및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입원의학연구회 회장으로 선
출된 신동호 교수를 비롯해 전국의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참석하였으며, 설립 취지 및 창립 경과를 보고하였고 향
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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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문희선 교수 (심장내과 전문의)가 통합내과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를 시
작하였다.
●	2019년 5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 중인 입원전담전문의들 (통합내과, 종양내과, 외과, 산
부인과 및 정형외과 등)이 모여서 입원전담전문의의 현황과 근무경험을 공유하고 현재 정
책 방향을 소개하였으며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Medstar Southern Maryland
Hospital에서 Hospitalist로 근무중인 성주환 (연세의대 2011 졸)이 참석하여 미국의 Hospitalist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19년 5월,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2019년 6월, 남기헌 교수가 뉴욕 코넬의대 Hospital

Medicine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1년간 연수를 떠나 The Weill Cor-

nell Hospital Medicine Clinical Scholars Program에 참가할 예정이다.

강남소화기내과
●	2019년 4월 10–1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The

International Liver Congress 2019 가 개최되어 이관식 교수가 참가하
여 “Statin use on development and progression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A nationwide cohort study” 연제를 발표

하였다.
●	2019년

4월 11-13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KINGCA 2019 (Korea International Gastric Cancer Week 2019)
에서 강남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윤홍진 임상연구조교수가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for the prediction of invasion depth in early gastric cancer”라는 주제로 우수구연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강남세브란스 소화기내
과 김영민 임상연구조교수가 “Sarcopenia and sarcopenic obesity as novel risk factors for gastric carcinogenesis: a health
checkup cohort study”라는 주제로 우수구연상을 수상하였다.
●	2019년 4월 12-14일 중국 시안에서 개최된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Magnetic surgery에서 이동기 교수가 “Magnet compression anastomosis for total obstructed benign biliary strictures: Overcoming the difficulties” 주제로 강연하
였다.
●	2019년 4월 1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내과부 2019 개원의와
함께하는 연수강좌에서 이현웅 교수가 “어려운 지방간염, 진부한 치료”, 천재영 교수가 “대장내시경에서 발견되는 다양
한 대장염증의 감별진단 및 치료”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9년 4월 30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중강당에서 개최된 강남교수회의에서 소화기내과 장성일교수가 우수임상교수상을
수상하였다.
●	2019년 5월 9-13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Immunology 2019가 개최되어 이현웅 교수가 “Serum IL-6 level
may differentiate immune inactive phase from other phases in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 virus infection” 연제를 발
표하였다.
●	2019년 5월 17일 대한복부초음파 연구회(KORUS) 창립총회 및 1차 증례집담회를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하였다.
1대 위원장으로 이현웅 교수가 선출되었다.
●	2019년 5월 18-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Digestive Disease Week 2019가 개최되어 윤영훈 교수가 “Abnormalities of distension-contraction profile during swallow-induced peristalsis in patients with functional dysphagia” 연제를
구연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천재영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Increased risk of ulcerative colitis in patients with periodontitis: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연제가 구연으로 발표되었다.
<행사>
●	2019년 6월 8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중강당에서 The 20threcent update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symposium
이 “Esophageal dysphagia and reflux disease”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대만 Kaohsiung Medical University의 Chiang Liang Lu 교수,일본 Keio University의 Hidekazu Suzuki 교수를 초청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2019년 6월 13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미래의학연구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소화기내과-협력의사 세미나가 개최되어 천재
영 교수가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치료”, 이현웅 교수가 “간질환의 초음파 감별진단”의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강남호흡기내과
●	2019.03.01~03.03

일본중환자학회에서 김태희 진료교수/조재화 교수가 “Current status of Analgosedeation on noninvasive mechanical ventilation in Korean Intensive Care Units : a multi-center observational study”를 주제로 구연 발표를 하
였다.
●	2019.3.30 “제3차 비침습양압환기 심포지움”이 조재화 교수가 참여하는 NIV study group의 주최하에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고 약130여명 참석하였다.
●	2019. 5. 16. 박혜정 조교수가 홍혜걸 의학전문기자가 진행하는 유투브 ‘비온뒤’ 채널에서, “COPD와 천식의 차이점과
공통점,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주제로, 라이브 방송하였다.
●	2019. 5. 21. 박혜정 조교수가 유투브 ‘흉부학개론’ 채널에서, ‘어렵고 힘든 폐암의 항암치료 함께 시작해요’ 주제로 방송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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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뉴스

섹션뉴스

강남심장내과

강남류마티스내과

●	4월 3일 (수) 심부전의날 행사를 대강당에서 진행하여 100명이상의 환자 및 일반인들에게 교육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

다. (임세중교수, 최의영교수, 김우정영양사 강의)

●	2019년

5월 16일-18일 제39회 대한류마티스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권오찬 임상조교수가 Young Investigator Awardee
에 선정되었다.

강남내과부
●	4월

14일 (일) 강남내과개원의연수강좌에 300명 정도의 협력의사 및 개원의선생님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과 소통장
이 되었다.
●	6월 16일-17일 (토/일) 홍천비발디파크에서 제2회 세영회홈커밍데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6월 21일 (금) 대강당에서 내과강사와 전공의, 개원의를 위한 특강이 17:00-20:30까지 진행된다.

●	춘계심장학회 에서 (부산벡스코), 홍범기교수가

“이첨대동맥판막에서의 경피적 대동맥치환술” 강의하였다.
●	4월 7일 (일) 경희심초음파 연수강좌에서 최의영 교수가 - “대동맥판막협착증 및 승모판협착증” 강의하였다.
●	4월 14일개원의와 함께하는 강남내과연수강좌에서 이병권교수와 최의영교수가 각각 “하지부종의 진단과 치료” 및 “심
부전약물의 최신 치료”에 대해 강의하였다.

강남신장내과
●	2019년 4월 21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연수강좌가 300여명이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용인소화기내과
●	김자경 교수가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 진료협력센터소장으로 발령받고 주변 병원들과의 진료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업

무를 시작하였다.

용인내분비내과
●	5월부터

박석원 교수가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 내과부장으로 발령받고 현재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주 2회(월,금) 진료
를 시작하였다.

강남감염내과
●	송영구 교수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제 13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본인정보 활용(MyData) 지원사업에 강남세브란스 연구팀 (책임연구자: 송영구 교

수) 이 선정되었다.

용인신장내과
●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김태훈 강사가 3월부터 진료교수로 발령받아 용인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근무를 시작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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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소식

총동우회

결혼을 축하합니다

내과총동우회 중앙위원회 발족식 2019.4.9.(화) 18:00 더플라자

주승행(79졸) 영식		

2019.05

강민석(11졸) 강사

2019.05

내과학교실

김미령(15졸)		

2019.05

1. 2019 연세의대 내과 연수강좌 : 3. 17(일) 08:00∼은명대강당

정수진(03졸)		

2019.06

2. 2019 내과학교실 전체교수회의 : 3. 20(수) 17:50 서암강당
3. 2019 내과학교실 신임교수, 강사, 전공의 환영회 :
3. 20(수) 17:00 백양로프라자 그랜드볼룸

조의를 표합니다

4. 내과총동우회 중앙위원회 : 4. 9(화) 18:00∼더플라자 메이플홀

이관주(13졸) 부친상		

2019.03

5. 2019 내과학교실 신임 및 승진교수 환영회 : 4. 11(목) 18:30 더플라자

이명래(87졸) 모친상		

2019.03

6. 내과부 특강 : 4. 16(화) 12:00 의과대학 B102호
연자 : 이화무 교수
제목 : “How To Interpret P value and Confidence Interval?” & “Statistics Essentials”

김지현(00졸) 부친상

2019.03

신장열(96졸) 빙부상

2019.03

김도영(96졸) 빙부상		

2019.04

7. 내과부 1차 포럼
일시 : 4.18.(목) 오후12시 서암강당
	연자 : J. Larry Jameson (Vic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for the Health
System & Dean of Perelman School of Medicine)

박성곤(92졸) 부친상		

2019.04

박종관(01졸) 부친상		

2019.04

이혜리(74졸) 모친상		

2019.04

신계철(74졸) 부친상		

2019.04

8. 2019년 제8회 홈커밍데이 : 5. 13(월) 19:00 우리이동갈비

박형천(92졸) 모친상		

2019.04

9. 2019년 내과부 사진촬영 : 5. 15(수) 13:00 본관계단

박시훈(84졸) 빙모상		

2019.04

10. 명예(퇴임)교수 초청 신촌,강남,용인 과장단 간담회 :
5. 15(수) 18:30 밀레니엄서울힐튼 타이판

김정환(93졸) 빙부상		

2019.04

김선용(04졸) 모친상		

2019.04

11. 2
 019년 우현학술상 시상식 : 5. 20(월) 18:00 백양누리 최영홀(더 라운지내)
수상자 :김태훈(2005연세, 심장내과)
수상제목 : Ideal Blood Pressure in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September 2018)

남기헌(09졸) 빙부상		

2019.05

이 석(91졸) 모친상		

2019.05

12. 내과 Vision Program 1회차 : 5.31(금), 18시/백양누리 국제회의실(IBK기업은행 홀)
특강 : 신의철 KAIST 교수 / 미래의학의 연구방향
TED Talk : 신동호 통합내과 교수 / 염준섭 감염내과 교수

내과학교실 행사 예정사항
1. 내과 Vision Program 2회차 : 7.26(금), 17시30분 / 김순전홀
특강 : 남수연 대표
TED Talk : 김창오 노년·통합내과 교수 / 이충근 종양내과 강사

기부금 내역 2019.3.1 - 2019.5.31
세브란스 내과부 발전기부금(2001.3∼2005.2 수련동기)

김병창, 김소헌, 김원호, 김지현, 김진배, 문용화, 문창모, 박소영, 박정탁, 신성재, 신소연
심지영, 이상원, 이승철, 이재현, 이정은, 이중민, 장태익, 최성훈, 황상연

10,000,000

세브란스 내과부 발전기부금(1991.3∼1995.2 수련동기)

라선영, 박승우, 안중배, 원욱희, 조재용

5,000,000

세브란스 내과부 발전기부금

신성재

10,020,77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신진교수

구남수, 김유리, 김자경, 박석원, 박정엽, 박재준, 심지영, 안철민, 이병권, 이수환, 정수진
정지예, 최헤진, 홍남기

14,6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우현학술상 기부금

윤창연

9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혈액내과

한을식

1,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호흡기내과

박재민, 백 승, 안강현, 이강석, 이장훈, 장상호, 조철호, 천선희

4,800,000

강남병원 신장내과 발전기부금

황학진

3,000,000

강남병원 신장내과 발전기부금

박종훈

2,500,000

강남병원 심장내과 발전기부금

추성이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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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내역 2019. 3. 1. - 2019. 5. 31.
강동선, 강동훈, 강병승, 강보영, 강성기, 강한걸, 고병휘, 고 완, 고은희, 공지현, 곽서연, 구철회, 국혜원, 권건호, 권석호, 권성찬, 권혁준, 권혜란, 김강준, 김경규, 김경년, 김경원,
김경원, 김경철, 김경희(79), 김기용, 김기중, 김나혜, 김다함, 김대중, 김동립, 김두식, 김똘미, 김명수, 김문규, 김문현, 김미령, 김미진, 김성남, 김수경, 김수빈, 김승규, 김승태,
김 억, 김영우, 김영은, 김영준, 김영준(93), 김영진, 김용범, 김용진, 김원중, 김윤아, 김은영, 김익성, 김인철, 김재덕, 김재영, 김재웅, 김재헌, 김정민, 김정환, 김종현, 김중영,
김지원, 김지혜, 김진석, 김진석(95), 김창규, 김충기, 김한상, 김한수, 김현수, 김현수(88), 김효정, 나상규, 나호균, 남재현, 노성갑, 노지웅, 도현수, 문병수, 문영명, 박광인, 박근희,
박기호, 박상우, 박상진, 박석원, 박선영, 박성삼, 박세은, 박수영, 박승호, 박연정, 박용준, 박재민, 박정국, 박종관, 박종훈, 박지훈, 박진아, 박찬수, 박필규, 박현성, 박현영, 배병석,
배한준, 배현경, 배희동, 백경권, 백 승, 백종열, 변영섭, 변주원, 서재용, 서정기, 서준혜, 서창희, 설창환, 손유진, 손희영, 송광선, 송민경, 송영득, 송윤아, 송준현, 송창호, 신계철,
신동석, 신동호, 신용준, 신현승, 심대근, 안강현, 안상민, 안용정, 안재범, 양동규, 오세창, 오수현, 우명숙, 원희관, 유정선, 유효민, 윤금석, 윤도식, 윤민성, 윤병윤, 윤상현,
윤영남, 윤영진, 윤용석, 윤지열, 은성호, 이강석, 이경미, 이경희, 이공명, 이광은, 이규철, 이기현, 이대연, 이동일, 이두희, 이명래, 이상기, 이상인, 이상종, 이상철, 이상학,
이상협, 이서영, 이선화, 이세정, 이솔재, 이수곤, 이승근, 이승용, 이승준, 이승현, 이신영, 이연희, 이영롱, 이영수, 이영채, 이용섭, 이욱용, 이원동, 이원호, 이은영(06), 이은주,
이은화, 이정호, 이종민, 이종영, 이종화, 이준규 , 이중근, 이지현, 이찬호, 이창규, 이창률, 이철호, 이충렬, 이충원, 이태희(우리연세), 이혁희, 임성찬, 장성열, 장시환, 장일중,
장지영, 장지훈, 장진원, 장혜진, 전승민, 정경섭, 정규식, 정남식, 정동균, 정배기, 정상미, 정성모, 정세용, 정소영, 정연수, 정윤석, 정은기, 정을순, 정익주, 정장한, 정재한,
정준근, 정준표, 정찬영, 정춘희, 조미애, 조민호, 조성준, 조세행, 조승연, 조승훈, 조원지, 조재식, 조철호, 주승행, 지정현, 지현우, 진범식, 천상배, 천선희, 최강운, 최광준,
최병기, 최석훈, 최수인, 최 원, 최윤종, 최 일, 최자연, 최조영, 최지연, 최진혁, 최홍준, 추적금, 하장우, 하정하, 하현수, 한기준, 한기중, 한대석, 한민희, 한소정 한승희, 한재용,
한재현, 한창훈 한현정, 허가영, 홍천수, 홍천수, 황상연, 황성오, 황성준, 황세나, 황영남, 황영웅, 황윤아, 황태현

내과총동우회 임원진
회장

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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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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