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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가장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하종원 신임 세브란스병원장 인터뷰

병원장이 되자마자 코로나와 전공의 관련된 일들이 생겨
서 별도로 취임식 행사를 열지 않았어요. 취임하면서 교직
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꽤 있었는데, 첫 번째 병원장
경영서신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안과병원 사태의 상황과 대
처방안을 말씀드려야 했어요. 병원 발전을 위한 저의 포부
나 계획을 모든 교직원들과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
었는데, 병원장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위기상황
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말씀 드릴 기회가 없었어
요. 추후 사태가 안정되면 제 임기 동안에 하고자 하는 몇
가지 일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세브란스병원을 위한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의 애정과 헌신은 참으로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병원장님은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면 연

조직이나 체계를 다듬고 더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구해 반드시 찾아낸 세심한 심장내과 의사이십니다. 세브란
스병원장의 중책을 맡으셨는데, 원장님이 어떤 리더십을 발
휘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하종원(심장내과) 신임 세브란스병원장은 ”디테일한 부

취임 직후 우리 병원의 규모 등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여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이 우리 기관을 위해 굉장히 많은 노

분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하면서 병원을 변화시키는 것이

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 마음의 준비를 했습

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노력들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

병원장님이 생각하는 세브란스병원의 가치는 “가장 신뢰받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며 ”가장 좋은 병원은 환자로부

니다. 하지만 ‘태풍급의 바람’이 잇따라 몰려와서 상당히 힘

될 수 있도록 조직이나 체계, 관리를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

의료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 교직원들과의 신뢰

터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8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매일 수많은 회의와 고민이 이어졌

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한 사람의 머리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월1일 제34대 세브란스병원장으로 취임한 하종원 병원장

지만, 다행히 많은 들이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회의에서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발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가급적

은 연세의료원 발전기금부국장-대외협력처장을 역임했으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어 어려운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판

며, 현재 대한심장학회 혈관연구회 회장, Editorial Board-

다.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전

단하는 게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uropean Heart Journal Cardiovascular Imaging,

공의 관련 사태나 코로나에 대처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교

Senior Advising Editors-Clinical Hypertension, 대한

수된 지가 올해로 25년째입니다. 모교에 몸담을 때 정말 영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된 변화가

않는다면 환자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

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나름대로 열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꼭 큰 부분에서

죠.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가장 믿을 수 있게 만들면 좋은

심히 일해 왔는데 기관의 수장까지 되어 더욱 큰 영광과 함

변화가 일어나야 좋은 변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

병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진뿐만 아니라

께 엄청난 부담을 받는 자리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 작은 부분부터 굉장히 큰 결정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일반직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좋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과 전공의 파

올바른 판단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

수술, 만족스런 치료를 받았지만 원무팀에서 진료비를 정

업 등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셨습니다. 험난한 취임 초기를 보

심을 갖고 얘기를 경청하면서 변화시키는 것이 제가 추구

산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믿을 수 없다면 좋은 병원이 될 수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병원’은 환자로부
터 가장 신뢰받는 병원입니다. 환자들은 건강은 물론 자신
의 생명까지 병원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신뢰가 전제되지

내신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병원장 취임 소감도 함께

취임 초기 강조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짚어 주시죠. 앞으

하는 방향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없거든요. 이처럼 모든 면에서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철저

말씀해 주십시오.

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둘 계획이신가요?

중점을 두어 병원을 이끌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게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가
장 좋은 의료기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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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나 검사를 많이 할 경우 수익이 늘어나는 단기적이

건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동문 개원

고 가시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적절한 검

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경증의 환자들은 원활한 진

사,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료회송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브란스병원의 진

적절한 검사, 적절한 수술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더 많은 신

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다

뢰를 얻는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병원에 더 많은 환자들이

시 회송해드리는 과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유기적인 관

오게 될 것이고, 더 큰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

계는 과거에도 잘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신경

다. 그런 쪽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싶습니다. 행정 책임자

을 쓰겠습니다. 진료협력센터도 더욱 활성화하려고 현재 여

로서 병원장으로서의 역할은 그런 과정을 열심히 격려하면

러 가지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동문

서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개원의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문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발전적으로 개

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동문들을 위해 세브

선해 나가면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란스병원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

것입니다.

하고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2배 이상 커지는 새 병원 건립..
“젊은 교직원들의 새로운 꿈과 희망”
송영구 신임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인터뷰

“10년 후의 주역인 젊은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미션은?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죠.

꼭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아주 짧게 말씀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 모든 교직원들이 우

드린다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환자로부

리 기관이 앞으로 나가야 할 가치를 공유하고, 같은 방향을

터 가장 신뢰받는 병원, 그리고 교직원들로부터도 가장 신

지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

뢰를 받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일하는 한 명

니다. 이를 위해서 경청을 통해 좋은 의견을 모으고 빠른 시

송영구(감염내과)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은 “윤동섭 전임

니다.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조직문화(‘내가 아

의 직원이잖아요? 제가 일하는 직장이 남들이 믿고 존경하

간 내에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교

병원장님의 각고의 노력 덕분에 새 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되

닌 너와 우리’)를 만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는 기관이라면 매일 출근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직원들과 다시 의견을 공유하면 선순환의 좋은 소통문화를

었다”며 “현재의 연면적 약 2배 이상 크기를 갖는 새 병원

다. 그리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자율

그래서 그런 기관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

만들 수 있습니다. 즐겁고 자랑스럽고 보람된 직장, 병원을

은 진료기능을 유지하면서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

적 책임경영’)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

게 되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부 교직

만들기 위해 저를 포함해 모든 교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노

신축’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1일 취임한 송영

관이 추구하는 방향성(‘연구의 산업화’)을 공유해야 하겠고,

원이나 외부의 환자, 보호자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

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병원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관리실장, 의과대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부여(‘새 병원 건립’, ‘기독의료기관의

되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믿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관

학 강남부학장,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과장, 연세의료

사회적 소명’)를 해줘야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

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미

원 의과학연구처 부처장, 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부원장-진

다. 이런 의미로 취임사에 그 내용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료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새 병원 건립 추진이 궁금한데요?

전국의 많은 내과 동문들이 병원장 취임을 축하하셨죠? 개원

취임사에서 “조직문화, 자율적 책임경영, 연구지원 인프라 구

의 동문들과의 협력 관계에서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죠.

축, 새 병원 건립 추진, 병원의 사회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

그동안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용적률 250%로 건축 제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말씀해 주

이 있어서 같은 자리에서 새 병원을 건립하더라도 연면적

십시오.

증가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윤동섭 전임 병원장님께서

우리 세브란스병원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개원하
신 분들이나 다른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의뢰하는 난치성질
환들을 최종적으로 치료하는 제3차병원의 위상과 가치를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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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추진하셨고, 최근에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

하면서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은 분들이 추천을 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강남세브

과 병원 주위의 자투리 국공유지 매입과, 용적률 470%, 건

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직접 만날 수 있는

란스병원에서 20년을 넘게 근무해 오면서 많은 구성원들과

축물 높이 80미터까지 지을 수 있는 새 병원 신축이 가능해

기회가 거의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지만, 상황이 허락되면

친밀하게 소통하고 병원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공감해 온

져, 현재 연면적의 약 2배 이상 크기를 갖는 새 병원을 지을

개원의 동문들과의 협력 관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더 적극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면을 통해서라도 저를 믿어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진료기능을 유지하면서 새 병원

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차원에서도 의료전달

시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을 건립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 신축’ 계획으

체계의 강화로 개원의 선생님들과의 협력 관계가 더욱 중

취미는 여행, 공연 관람, 운동, 독서, 바둑 등이 있었는데,

로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적어도 8~10년간의 긴 공사 기

요해 진만큼, 진료협력센터의 조직도 새롭게 개편하고 강화

지금은 자투리 시간에 독서만 겨우 하는 정도입니다. 사실

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주역이

할 계획입니다.

기관장이라는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

될 젊은 교직원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

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저녁에 퇴근해서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쿵이(저희 집 강아지)를 데리고 가족들과 같이 산책하는 정

것으로 확신합니다.

도가 고작입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장님은 “하나 되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을 혼자가 아닌, 모

끝으로 꼭 강조하시고 싶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와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행정가로서
리더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수년 전부터 연구·교육 기능 강
화를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고의 의료진

리더는 지위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과 최상의 진료로 이 자리까지 성장해 왔다면, 미래는 창의

나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잠재력과 가능성에

적인 연구로부터 이루어진 산업화의 성과를 통한 발전으

기회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리더는 잠재된 가

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능성을 찾아내는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인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공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도 중요하지만, 인재 양성과 영입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함이 기본이

할 수 있습니다. 새 병원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은 우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관이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관과 비전

리 기관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서로 공감하고 한 방향으로 움직

니다. 많은 후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 위해 창의적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
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아닌, 너와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그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장 취임 소감이나 취미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십시오.
이제 취임 1개월 반이 좀 지났는데, ‘신고식’을 톡톡히 치

개원의 동문들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공의 시절부터 일복이 좀 있었는
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네요. 사실 강남

개인적으로는 내과 총동우회 행사에, 운동모임을 제외하

부학장, 연구부원장, 진료부원장 등 몇 년째 계속 보직을 맡

고는, 거의 빠짐없이 참석해 왔습니다. 강남에서는 ‘세영회’

아 와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필요하기도 했는데,

라는 모임이 별도로 있는데, 2년마다 ‘홈 커밍’ 행사를 진행

갑작스러운 병원장 발령 소식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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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밖에 안 된 신생 병원...
디지털 분야에서는 국내 선도 병원”
최동훈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인터뷰

하드리며 행사에 응모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 병원이 생긴지 6개월밖에 안되었지만 1년 6개월 전부
터 준비한 스마트병원, 디지털 병원에 대해서 과기부나 보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는 디지털 의료산업센터를 중점

건복지부 등이 확실하게 인정을 한 것이죠.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관리하
는 부서 관계자가 “우리 병원에서 디지털로 여러 가지 프로

개원 전부터 ‘용인세브란스병원=디지털병원’을 표방하셨는

그램을 개발하고 경영혁신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 제20회

데, 예상보다 빠르게 안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대상에 응모하는 게 어떠냐”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턴, 레지던트 없이 교수님들이 열심히 당직 서고
있습니다. 저희 용인세브란스병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격려와
잘 나아가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한테는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것만 해도 최고의 찬사입니다.”

제안을 해왔어요. 저도 동의해 기존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우리 병원에 진료 외에 ‘디지털의료산업센터’가 있는데,

디지털 솔루션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데이터화해

디지털병원, 스마트병원, 5G병원, 4차산업병원 등을 추구

제출했습니다. 제가 행사장에 가보니 수상자들의 대부분이

하는 병원이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유력 대기업들로 몇 년씩 준비해서 상을 받았더군요. 용인

2019년 1월에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임무를 맡았을 때 ‘우리

세브란스병원이 개원 6개월 만에 디지털 경영혁신대상을

병원의 특색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디지털병원을 추구해

받은 것은 이미 1년 이상 준비했던 디지털 산업센터가 있는

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SK텔레콤과 ‘5G 디지털 혁신병

데다 개원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온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

원’ 구축 협약을 맺어 최고의 5G망을 구축하고 특화 솔루션

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 직후 병원 전체 직원들이 “6개월

을 개발했습니다. 의료기관 메인 통신망이 5G로 구축된 것

밖에 안 된 신생 병원이지만 디지털 분야에서는 국내선도

은 국내 최초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병원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면서 굉장히 기뻐하며 사기가

보다 효과적으로 디지털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디지털의료

크게 올랐습니다.

산업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환자에게 디지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산업화하고 특허, 관련 상
품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환자, 병원 모두에게 이득

개원 6개월이 막 지난 용인세브란스병원이 디지털 분야

월이 지났습니다. 개원 준비는 작년 1월 14일 용인세브란

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제20회 대한민국 디지

스병원장 발령을 받았을 때부터 했습니다. 병원 건물을 지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 9월 28일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제 임기 동안 기

털 경영혁신대상(9월 24일)에서 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

으면서 직원들을 뽑고 배치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1월

‘스마트병원’에 선정되었습니다. 5G, IoT 등 ICT(정보통신기

반을 잘 닦아 후임자가 디지털병원을 계속 추구할 수 있도

한데 이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총

초 병원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거의 먼지 구덩이여서

술) 기술을 적용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의료기

록 디지털의료산업센터를 만들고 센터 전임교수를 선발하

사업비 60억 원 규모의 ‘스마트병원’(총 5개팀)에 선정되었

‘과연 3월에 개원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하면서 개원

관이 스마트병원인데, 2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는 등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 심장혈관센터와 퇴행성뇌질환센터도 용인 지역 주민들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개원 병

의 환영을 받고 있고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전공의 없는 병

원에 꼭 필요한 세미나, 심포지엄 그리고 교직원들을 위한

보건복지부가 병원에 ICT를 활용한 스마트병원 서비스

원, 입원의학과 신설은 어려움 속에서도 혁신을 주도하고

전반적인 교육을 하나도 못해 너무 아쉬워요. 개원 후 코로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심장혈관센터와 퇴행성뇌질환센터를 특

있다. 최동훈 병원장으로부터 개원 6개월의 소회를 들어본다.

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체 교직원 1800여명이 한

업’ 공모를 지난 9월 진행했습니다. 용인세브란스병원도 지

화시켰습니다. 그 이유와 용인세브란스병원만의 특징이 있다

데 뭉쳐 미흡했던 부분은 더 철저히 보완하고 준비하는 과

원해 예시 과제와 우리 자체 아이디어를 기획-종합해 제안

면 무엇인가요?

정을 갖고 있습니다.

서를 마련해 제가 9월 25일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신생 병

용인세브란스병원이 개원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종 코

원이었지만 19개 팀이 지원해 5개 팀만 선정되는 치열한

용인시 인구가 110만여 명에 이르는데, 대학부속병원이

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출

경쟁을 뚫었습니다. 정부가 5개팀에 총 60억 원을 지원하

없습니다.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 혈관에 관

범해 새로운 진료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험난한 개원

‘디지털 혁신병원’을 지향하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이 개원 6개

는 사업으로 원내 스마트병원 서비스를 실증하고 서비스의

련된 응급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심장혈관센

초기를 보내신 원장님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월여 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빅데이터

효과성을 검증해 확대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정부가 용

터가 적극 대처한다는 구상으로 다른 병원보다 인력을 1.5

학회가 주관하는 제20회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대상(9월

인세브란스병원이 단기간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효과적

배 더 많이 뽑았습니다.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일단 심근경

24일)에서 과기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을 축

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

색이 아주 많고 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 응급 환자가

외래진료를 시작해서 3월 9일에 개원을 했으니 벌써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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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퇴행성뇌질환센터는 저희가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턴, 레지던트가 없기 때문에 전

10년 후에는 1등 분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

용인시의 인구분포 등을 서베이한 결과 노인인구가 굉장히

문의들이,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털 의료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병원에서

많다는 것을 파악하고 치매, 퇴행성 뇌질환 환자의 증가 추

그래서 레지던트가 3주간 파업을 했을 때도 저희는 아무런

디지털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혁신을 이뤄나가는 기반을 잘

세에 대비해서 만든 것입니다. 저희 예측대로 용인 인근은

타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병원에서 입원이 안 되거

닦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물론 충남, 충북, 강원 등 먼 곳에서도 환자들이 우리 병원

나 수술을 미뤘던 많은 환자들이 저희한테 와서 더 나은 상

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바로 뒤에 1350세대 규모의

황이었어요. 하지만 입원의학과가 새롭게 운영되다 보니 기

자이아파트(GS건설)가 있는데 60세 이상만 거주할 수 있는

존의 다른 과, 외과계열, 정형외과,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입

노인복지 아파트입니다. 거주민들의 경제수준도 높은데 용

원의학과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불협화음이 살짝 있는 게

인세브란스병원을 “우리 병원”처럼 인식하고 계십니다. 기

사실입니다. 입원의학과 도입 초기여서 그런지 아무래도 불

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고 치매, 알

편하고 이에 따른 적응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츠하이머, 파킨스병 등에 관심이 많아 퇴행성뇌질환센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혁

내에는 국내 최고의 퇴행성뇌질환센터가 될 것이라고 확신

신이라는 것은 기존대로 해왔던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

합니다.

니다. 세브란스 내과지를 통해 선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스타트를 끊었고 개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을 격려해주시고, 조금

선배님들이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대해 관심도 많고 아울러 우

더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저희 병원이 금세 흑자로

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전에 주변에 자리를
잡은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은

1983년 20병상으로 출발했던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신생 병원 입장에서 전공의 없는 병원, 입원의학과 신설 등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턴, 레지던트

2005년 새 부지를 확보한 후 거의 15년 만에 708병상 규

새로운 것을 잇따라 도입하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없이 교수님들이 열심히 당직 서고 있습니다. 저희 용인세

모의 새 병원으로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배

과정에서 어려움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브란스병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격려와 잘 나아가
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

님들이나 재단 이사님들이 아주 관심도 많고 우려의 목소
리도 높았습니다. 우리 세브란스가 신촌도 있고, 강남도 있

동문, 선배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세브란스

는데 용인까지 병원을 지어서 잘 될까, 너무 투자가 많은 것

병원이 새로운 걸 많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동 입

아니냐, 흑자 전환하려면 2~3년 걸릴 것인데.. 지금도 투자

원환자를 ‘입원의학과’ 교원이 상주하면서 전담하는 전공의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살입니다. 하지만 너무

없는 병원입니다. 저희는 인턴이 없는데다 2년이 지나야 레

염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용인시 인구

지던트를 뽑을 권한이 생깁니다. 그것도 레지던트 1~3년차

만 해도 110만입니다. 우리 병원은 일단 규모 면에서 작은

를 바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차 각과마다 2~3명

병원이 아니고요. 최근 정부가 우리 같은 신생 병원에 연구

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레지던트가 꽉 차면 향후 4~5년은

초대 용인세브란스병원장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덕목은

비 지원을 결정한 것은 디지털병원, 스마트병원으로서 “확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레지던트가 생길 때까지만 5년은

이 병원이 10년, 20년 후에도 개원 초기에 닦아놓았던 로

실한 장래성이 있구나”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환자분들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

도 ‘병원이 깨끗하다’, ‘친절하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한 아이한테는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것만 해도 최고
의 찬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합니다. 늦어도 10년 후에는 후배 병원장들이 3~4개 분야

같다’,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굉장히 편하고 시설이나

‘레지던트가 없는 병원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교원 모두

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 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결

설비 시스템이 꽤 오래된 병원 같다’는 호평을 쏟아내고 있

가 고민하다가 첫 번째 대안으로 디지털화하면 의사를 적

국 그런 기반은 지금의 심장혈관센터, 퇴행성뇌질환센터,

습니다.

게 뽑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디지털병원을 추구

디지털의료산업센터 등입니다. 인력 투자를 열심히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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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내용 모든 것이 우리 기관에서
배운 것.. 당연히 학교에 기부해야죠”
유튜브(‘닥터 언니’) 수익 기부한 하현수 연구원 인터뷰

시간 상 제약 등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전문의가 되고 살짝 여유가 생긴 주말에 할 것들을 찾
다가 유튜브를 하게 되었죠. 강사 생활을 하는 분들은 진료

첫 영상을 제작한 2월만 해도 전공의를 마치지 않은 시

와 연구가 최우선이고, 각자가 맡은 본연의 업무를 우선하

점이기 때문에, 저는 자료제공 외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

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하여 일반인

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영상을 편집하다보니 한 편에 보통

들과 의료인들이 환자-의사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만나

15시간 이상 걸릴 때가 많았어요.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는 경험도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컨텐츠 제작

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 3월 ‘슬기로

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시간이 되는 한 적극적으로 도

운 의사생활’이 시작되면서 함께 영상제작을 할 때만 해도

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압박으로 2주일에 한 번 촬영해서 올리려고 했습니
다. 그런데 구독자들이 늘어나고 기다리는 사람이 생기면서
주말엔 아무것도 못하고 밤을 새워 영상을 편집하는 하는

“진료와 연구가 최우선이고, 각자가 맡은 본연의 업무를 우선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하여 일반인들과 의료인들이
환자-의사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만나는 경험도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편집 속도가 조금 빨라져서 10시
간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영상을 만
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 수익 기부 동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연세대학교 의료선교센터는 학생 때 비기독교인이었던
하현수 연구원(연세대 의공학교실 ABMRC, Physician-

수가 1만회가 넘습니다), 사은회 영상을 제작하면서 영상제

제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게 해준 곳입니다. 저와 아내에게

Scientist 코스)이 의학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얻은

작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문의 시

평생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을 준 곳이고, 저희가 가정을 이룰

수익금을 모교에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하현수 연구원

험을 공부하면서 언젠가 시간이 나면 의학지식을 영상으로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곳입니다. 유튜브 수익이 저희 가정에

은 “Physician-Scientist 코스를 지원하여 연구원으로서 많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어요.

속하지 않은 선물 같은 것이다 보니, 저와 아내 둘 다 첫 열
매는 당연히 어딘가에 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튜

은 실험을 배우고 공부하며 생활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때
는 접하지 못한 ‘기초 연구’ 분야에서 열심히 배우면서 조금
이나마 제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고 의사로서 유튜버 활동 계기는?

올해 초 중국 우한에서 원인미상의 전염병, 지금은 모르

브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저희 기관에서 배운 것들이

는 사람이 없는 COVID-19가 발생하자 그 심각성을 먼저

니 당연히 학교에 기부하려고 결심했어요. 저희가 학교와

알리고 싶어서 아내에게 자료를 만들어 주고 집 식탁에서

선교센터에서 받았던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을 기부

영상을 찍으면서 채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영

한 것이라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인터

상은 COVID-19 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강남 가정의학과

뷰 질문 전엔 기부 사실도 잊고 있었습니다.)

강사인 아내와 박혜민 선생님을 찍어주면서 채널을 운영했
저희 채널은 ‘닥터 언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올 2월

습니다. 그러다가 신원호 PD의 작품을 좋아하는 아내와 함

에 개설해 의학전문 유튜브 채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

께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를 보면서 ‘병원이야기를 유

와 아내는 의과대학 다닐 때 ‘사진반’ 동아리를 통해 사진

튜브에 올려보자!’ 라는 아이디어로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과 영상제작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평

헌데 그 영상 조회수가 이틀에 10만회가 넘으면서 저도 본

소 결혼식 ‘찍사’, 영상 촬영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레지던

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트 때 의국장을 하면서 내과 소개영상(의외로 유튜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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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어려움 뚫고 세브란스 발전 이끈
강진경 교수님을 기억합니다”
강진경 전 의료원장 16주기 맞아 전기 발간
정재복 소화기내과 명예교수, 편집위원장 맡아 전기제작 총괄

먼저 젊은 후배들을 위해 강진경 교수님 소개부터 해주시죠.

년 8월 작고하셨습니다.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기금
모금을 위해 해외출장을 강행하는 등 온몸을 바쳐 세브란

강진경 교수님은 모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교수(1973-

스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2004)를 지내시며 의대 교수평의회 의장, 영동세브란스병
원장, 세브란스병원장,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쌓으신 분입니다. 소화기 내시경 분야

작은거인 범제 강진경’의 제작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의 최고로 꼽히셨고, 대한췌장담도학회장, 대한소화기내시
경학회장, 대한소화기학회장, 대한의료QA학회장, 대한내
과학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지난해 10월 전기 편집위원회가 구성된 후 박중원, 박승
우, 이용찬 교수와 함께 전기의 구성에 대해 논의했고, 외부
에서 작가 한 분을 참여시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내

"강진경 의료원장님은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던 시절,
기부금 모금 등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현재의 세브란스병원 본관을
지으셨습니다. 병영경영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강 교수님은 1983년 영동세브란스병원 기획관리실장으

과학교실 회의실에서 편집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지난 8월

로서 현재의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개원과 발전기반을 마련

전기를 완성할 때까지 강진경 교수님을 기억하는 원로교수

했고 세브란스병원장 재직 시 편의점 유치 등 탁월한 경영

님, 가족, 고교동창 등 총 35명에 달하는 분들을 인터뷰했

혁신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 의료원장을

고, 그 시간만 50시간이 넘었습니다. 특히 강 교수님의 부

맡아 현재의 세브란스병원 본관 신축을 주도하셨고 이 과

인이신 김은숙 여사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기념사업 후

정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건물 완공을 눈앞에 둔 2004

원기금으로 5천만원을 기탁하기도 하셨습니다. 여사님은

내과학교실이 ‘범제(凡齊) 강진경 교수 기념사업회’(공동
준비위원장: 한광협 명예교수, 이은직 내과 주임교수)와 함
께 추진한 ‘작은거인 범제 강진경’ 전기가 최근 발간됐다.
지난 2004년 타계한 강진경 교수를 기리기 위해 발족한
‘범제 강진경 교수 기념사업회’는 기념사업 중 하나로 전기
편집위원회(위원장 정재복 명예교수, 이용찬 박승우 박중원
교수)를 구성해 최근까지 편찬 작업을 해왔다.
강진경 교수의 16주기에 맞춰 8월20일 추모예배 및
출판기념식을 마련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이 확산하면서 9월24일로 연기했다가 부득이
행사를 취소했다.
정재복 편집위원장과 함께 ‘작은거인 범제 강진경’ 제작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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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 의료원장님이 세브란스 새 병원 건물을 짓는 과정

발휘하신 강진경 교수님의 리더십이 더욱 생각나는 시기입

에서 병을 얻어 투병하는 모습 등을 기억해 내시며 눈물짓

니다.

기도 하셨습니다.

세브란스병원, 통합 간스캔실 개소

강진경 교수님 전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5년 간섬유화스캔 도입 후 10만례 이상 검사
통합 관리에 따라 환자 편의 높아지고 개인 맞춤 치료 기대

강 교수님은 길지 않은 64년의 생애 동안 다양한 분야에

그렇습니다.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내과 선배님들의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간센터는 7월 31일 통합간스캔실 개소식을 가졌다. 통합간스캔실의 개소는 간스캔 검사

서 많은 업적을 쌓으신 분이어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적을 기리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많은 선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1장 학창시절 및 가족 이야기’부터

들의 피와 땀이 바탕이 돼 우리 세브란스가 발전했고, 이런

시작해 ‘제10장 작은거인이라고 불리는 범제 강진경-그를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1970-80년대 열악

세브란스병원 간센터(센터장 안상훈)는 2005년 7월 아시아 최초로 간스캔 검사를 도입했다. 다음 해 6월 국내 최초

만든 일생의 키워드-’에 이르기까지 의과대학 및 전공의 시

한 의료장비를 이용해 각종 검사를 하며 세브란스의 명성

로 간스캔 검사실을 개소하며 지금까지 10만례 이상의 검사를 진행했다.

절, 임상의사 및 교수 시절, 병원장 시절, 인간적 면모 등을

을 쌓아올린 선배들 덕분에 후배들이 자부심을 갖고 미래

모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전기 목차 참조>

를 설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강진경 교수님은 내과 동문

이번 전기 발간은 내과 선배님들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는 것

들의 단합에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내과 출신 첫 의무부
강진경 의료원장님은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던

총장 겸 의료원장을 역임한 강진경 교수님은 내과총동우회

시절, 기부금 모금 등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현재의 세브

가 발족하던 1975년부터 19년 동안이나 총무를 맡아 선후

란스병원 본관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대학병원들이 앞다투

배의 가교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 벤치마킹할 정도로 당시 세브란스병원은 기념비적인 병
원건물이었습니다. 강진경 교수님은 병영경영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었
습니다.

의 통합 관리·확대 운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의 편의와 진료의 질적 향상을 높이게 됐다.

간스캔은 우측 옆구리 방향으로 초음파를 발사해 반사 신호로 간의 탄성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만성 간질환에서 간
섬유화를 조기에 평가해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검사다. 10분 이내의 검사로 간섬
유화의 진행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최근에는 지방 함량도 측정할 수 있어 지방간 정도도 판별할 수 있다. 만성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질환, 대사성 질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안상훈 세브란스병원 간센터장은 “간스캔 검사는 간질환을 감별 및 진단하는데 간편하며 정확한 검사”라며 “통합간
스캔실은 앞으로 간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환자 개인
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2003년 국내 최초로 간암클리닉을 개설해 다학제 진료와 one-stop 진료 서비스를 구축하며
국내 간 질환 치료를 선도해 왔다. 특히 간스캔 분야에서는 간 분야 최고 권위지인 Hepatology(미국간학회지)를 비
롯해 150편 이상의 국제 논문을 발표하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간스캔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강진경 교수님이 세브란스병원장, 의료원장 하실 때 어려움
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강진경 교수님 전기를 만들면서 다시 한 번 선생님의 노
고와 헌신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의
약분업 사태, 노조 파업, 재정난, 건설회사와의 갈등 등 위
기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강진경 교수님은 ‘세
브란스 사랑’이라는 초심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임상의
사로서 강 교수님은 진료 시 특유의 유머로 환자들의 마음
을 편안하게 해주며 투병의지를 심어주셨습니다. 전공의들
에게는 회진 시 예리한 질문으로 환자들을 철저하게 돌보
도록 했습니다. 의사로서, 병원경영자로서 뛰어난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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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

만나봅시다

연구 활동
송영구 교수 연구팀은 Helicobacter pylori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기존 1차 치료제인 Clarithromycin,
Amoxicillin 에 내성을 갖는 H. pylori 에 대한 제균을 위해 새로운 치료제 대안으로 aminoglycosides 계열 항생제인
gentamicin을 smectite와 intercalation 시켰으며, 동물 실험에서 제균 효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패혈증 환자에 대한 예측모

진료 분야

델을 인공지능 기법으로 분석하여 10가지 임상 변수를 통한 균혈증 예측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도 진행하였고, 후속 연구 진행
중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에서는 각종 감염 질환의 치료뿐만 아니라 원인불명의 발열 환자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진

바야흐로 COVID-19 시대를 맞이하여 감염내과는 진료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새로운 연구들에 매진하고 있다. 환자

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COVID-19 유행에 대비하여 감염관리실과 협력하여 병원감염 관리 및 예방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ileum의 ACE2 mRNA의 증가가 COVID-19의 poor outcome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고, 그 중 SARS-CoV-2

항생제의 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항생제 사용 관리 및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고 있

활성과 위장관 염증반응 상호작용 규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다. 2020년 현재 강남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에는 송영구 교수, 이경화 임상조교수, 조미라 진료교수, 권다은 임상연구조교수,
라연주 임상 강사가 재직중이다.

코로나 19와 감염내과
감염내과는 현재 COVID-19 방어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는 발열, 코로나 의심 유증상
환자는 선별 또는 안심 진료소를 내원하게 되고 해당 진료소에서는 워크 스루 부스를 통해 의심 환자에 대한 호흡기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노력해주는 덕분에 검사 결과는 가능한 하루 이내 확인 가능하다.
본원에서는 입원 전 전수 COVID-19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universal screening 에서 양성 결과를 보인 입
원 예정자는 없었다. 확진자 치료는 금일까지 총 17명을 시행하였으며 81병동을 개조하여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하고 올해
겨울 추가 유행에 대비하고 있다.
▶ 그림 2. (좌) Entry of SARS-CoV-2 in host cell via ACE2 receptor (Nat Rev of Immunol)
(우) Expression of ACE2 in human tissues and organ (Annals of Transl Med)
SARS-CoV-2가 증상 호전 2-3주 후에도, 호흡기 검체 뿐만 아니라 stool에서 검출되었다는 보고와 ACE2의 발현이
Crohn’s disease와 같은 inflammatory bowel disease의 발병 유무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COVID-19의 활성이 위장관의 염증 및 면역 반응에 의해 조절된다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또한 위장관의 염증 반응은 장내
세균총에 의해 조절된다는 최근의 많은 연구 결과와 접목하여, 확진자의 장내세균총의 분포에 따라 COVID-19의 증상이
조절된다는 가설을 세웠다. 따라서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대변 검체를 통해 감염 경중에 따른 장내세균총을 비교 분석
하여 질병의 중증을 유발하는 장내세균을 선별하고자 하며, 장내세균총 분포 차이와 disease severity와의 연관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COVID-19 관련 임상시험으로는 DNA 백신인 GX-19에 대해 건강한 성인 대상 백신의 안전성, 내약성, 면역원성 확인
1/2a상 임상연구 진행 중이며, 치료제 임상으로 경증 또는 증등증 COVID-19 환자 대상으로 피라맥스정의 유효성 안전성
▶ 그림 1. 선별/안심 진료소 워크 스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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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연수…

vaping의 위험성에 대한 긴급 경고문을 내고 여러 언론들과 인

로 폐 모형을 만들어 보고 산소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모습을

터뷰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연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Dr. Laura 뿐 아니라 다른 학부모

전자담배 연구의 선두에 있는 실험실에서 보낸 1년 6개월

았는데 타코 트럭을 집 앞마당으로 불러 그 자리에서 즉시 구

들도 대부분이 UCSD에 근무하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과학
Dr. Laura 는 연구팀 회식을 자신의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

변민광
호흡기내과 부교수

체험을 경험하게 해주고 또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는 소중한 시
간이었습니다.

워 만든 타코를 맛볼 수 있었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남편과 두
아들과도 함께 얘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

연수생활의 꽃은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인 것 같습니다. 캘리

변의 큰 연구소를 운영하는 PI와 달리 Dr. Laura는 Full-time

포니아에는 요세미티, 세콰이어, 조슈아트리 등의 유명 국립공

연구원은 2명 뿐이었으나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부와 대

원이 가까이 있어 차로 운전해서 갈 수 있고 미국 국경일은 금

학원생 10여명이 자발적으로 연구실 멤버로 참여하여 PI와 멘

요일부터 4-5일 정도로 길기 때문에 학기 중에 짬짬이 여행을

토-멘티의 관계를 형성하며 실험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의대진

다녔습니다. 미국에 연수 와서 많은 곳 중에서 꼭 가보고 싶었

학이나 취업할 경우에도 다 방면으로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다

던 곳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었는데 그 이유는 몇 해전 황망

른 큰 연구소보다 LCA lab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더 비슷한 면

하게 돌아가신 저희 과 김세규 교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자주 하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있는 University of

연구소의 LCA (Laura Crotty Alexander) lab 입니다. 실험실

이 많았고 녹록치 않은 환경에도 묵묵히 자신의 연구를 수행해

시던 말씀이 연수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연수를 모두

California, San Diego (UCSD)의 Dr. Laura Crotty Alexander

은 UCSD School of Medicine 캠퍼스와 VA(Veteran Affairs)

나가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코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으

의 LCA lab으로 1년 6개월간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타 대

San Diego 병원에 한 곳씩 두 군데에 있었습니다. Dr. Laura

로나 팬데믹으로 실험실이 폐쇄되어 전자담배 연구가 어려워

로 여행을 다녀온 일이었다고 말씀하시곤 해서 언제부턴가 그

학병원 신장내과 부교수로 근무하는 아내도 UCSD의 또 다른

는 연구만 하는 의학자가 아니라 중환자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지자 최근에는 COVID-19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서

곳이 저에게는 버킷리스트가 되어 있었고 일찌감치 항공편과

Lab으로 함께 연수를 떠나게 되어 온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었

임상의사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매일 진료를 하

채취한 혈액내 neutrophil에 대한 functional assay를 수행하

숙소를 미리 예약해 두었다가 아이들 학교 여름방학이 시작하

습니다.

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진료를 하고 나머

여 neutrophil이 COVID에서 급성폐손상을 일으키는 작용기

자마자 그 곳을 다녀왔습니다. 왜 그 곳이 교수님께 가장 기억

지 기간에는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

전을 알아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 남는 추억이 되었는지 몸소 느꼈으며 저와 제 가족에게도 가

샌디에이고는 미서남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에도 무

른 책임연구자(PI) 들과 달리 임상의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덥지 않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지중해성

는 점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 직접 도움이 되는 Translational

연수를 떠나기 전 많은 선배 교수님들이 조언해 주신 말씀이

기후를 가지고 있어 일년 내내 야외활동이 가능한 곳입니다. 기

research 를 주로 진행하고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많은 아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여러 기념일 중에 미국에서만 경함할 수 있고 가장 기억에

후가 좋고 교육환경이 좋은 곳이라 타 대학 의대 교수님들 뿐

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 연구분야는 전자담배

아이들이 다니던 공립초등학교에는 통학버스가 운행되지 않

남는 것은 역시 “핼러윈 데이’ 였습니다. 핼러윈시즌이 다가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많은 교수님들이 저처럼 연수와 계셔서

(Electronic cigarette: E-cigarette)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

고 아이 부모들이 각자 등하교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차로 데려

오자 호박을 사서 아이 친구네 집에 가서 잭오랜턴(jack-O’-

그 분들과 교류하며 많은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한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를 직접 마우스에 일정 기간

다 주고 또 데리러 가야했습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자발적으

Lantern)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핼러윈데이는 공휴일이 아니기

저의 경우 소화기내과 윤영훈 교수님이 UCSD 다른 랩에 먼저

노출 시킨 후 각종 검체와 장기를 채취하여 염증지표 및 장기의

로 보조교사로 참여하는 등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

때문에 아이들은 아침에 핼러윈 복장을 입고 학교에 가고 오후

연수가 있어 정착하는데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했고 특히, 폐의 기능과 역동학적

고 방과후 스포츠활동의 경우에도 아버지들이 보조코치로 참

에는 핼러윈 퍼레이드가 열려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참관하

2019년 1월 이민가방을 끌며 LA공항에 도착하여 한인택시

지표의 변화를 측정하여 전자담배의 노출이 장기적으로 폐에

여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처럼 저 역

고 해질 무렵부터는 근처 마을에 가서 핼러윈에 맞춰 꾸민 집들

를 타고 계약해 둔 라호야 소재 아파트로 들어가서 가구도 침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연구했습니다. 연수기간 동안 미국에

시 한국에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했었는데 미

을 친한 이웃 가족들과 함께 찾아 돌아다니며 아이들이 트릭오

도 심지어 전등도 없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인터넷, 휴대폰,

서 전자담배흡입 관련 폐손상 (Vaping-associated Pulmonary

국에서는 매일 아이들 학교에 함께 가고 방과후에는 농구, 야

어트릿(trick or treat)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방문한 처음 보

가스와 전기를 신청하며 하나하나 적응해 나갔고 인근 공립초

Illness: VAPI)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향을 첨가한 액상형 전자

구 레크레이션 리그에 등록하여 또래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주

는 아이들을 위해 사탕과 초콜릿을 한가득 사다 놓고 아낌없이

등학교에 두 아이를 등록시키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연구에 임

담배의 판매가 금지되었는데 주로 가향 물질과 용매가 그 원

말에 시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Dr. Laura

주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어렸을 때 받았던

할 수 있었습니다.

인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판매

의 아들도 저희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한 번은

추억을 아이들에게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일 것이라고 짐작하

중이던 일부 제품도 판매금지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Dr.

SCIENCE DAY 라는 학교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다며

면서 이웃과 교류하며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Laura는 미국흉부학회의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E-cigarette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풍선과 빨대

제가 있던 곳은 UCSD, Center for Microbiome I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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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는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으로 락다
운 조치가 시행되며 연구소가 폐쇄되고 화상회의만 진행되었
고 아이들 학교도 폐쇄되어 화상수업으로 대체됨으로써 복귀
할 때까지 모든 식구들이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만나봅시다

뉴욕 WCM, Hospital Medicine 연수
“입원 의학 발전을 계획하는 귀한 시간 가져”

공원과 해변이 폐쇄되고 음식점과 까페는 To-Go 만 가능했으
며 마트는 외부에 길게 줄 서서 제한된 인원수만 안으로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하루 세끼 밥하느라 힘들었고 아이들
은 홈 스쿨링 하느라 바빴습니다. 아이들 학교 앞 YMCA 역시
폐쇄되고 단지내 수영장도 폐쇄되어 답답했지만 온 가족이 마
스크 쓰고 동네 산책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나름대로 즐겁게 지냈습니다. 다행히 복귀하기 직전에는 락다
운이 풀리고 국립공원도 제한적으로 입장이 가능해져 가보려

“미국 전체 병원의 95% 이상, Cornell과 같은 teaching hospital의 75%

고 계획했던 곳들을 차로 운전하여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

이상이 hospital medicine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 명

나로 인한 전세계적인 위기에 가족의 결속력이 한층 강해지고

이상의 hospitalist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몰랐던 것들을 느끼고 알아갈 수 있던 시간이었고 실험 데
이터를 정리하고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측면에

남기헌
통합내과 입원전담전문의

서 큰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보낸 1년 6개월의 시간은 개인적으로

저는 의과대학 SRI 프로그램으로 2019년 7월부터 1년간

사정상 처음에는 가족없이 저 혼자 뉴욕으로 가서 정착하게

는 앞만 보고 살아온 인생에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미국 뉴욕의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의 Division

되었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언어의 장벽과

가족들과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시간이었습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산하 Section of Hospital

더불어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니다. 연구자로서 의학연구, 특히 전자담배 연구의 선두에 있는

Medicine으로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지면을 빌어 많

Cornell의 hospital medicine team과는 2018년도부터 교

실험실에서 직접 손으로 경험하고 논문 작성을 함께하며 그들

은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지원을 해 주신 의과대학

류를 시작하여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

의 방식을 배우고 같은 분야 연구자들과 화상회의로 만나고 대

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여러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

화하며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를 토대로 이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서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 나아갈 것

교수님들께서 대부분 국외연수를 외국의 research lab

입니다. 저와 제 가족들에게 이처럼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준 의

으로 가시는 것과 달리 저는 미국의 임상을 체험하러 간 것

미국의 Cornell 의과대학 및 연계된 NYP 병원은 뉴욕의

과대학과 선후배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

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조언을 구할 분이 많지 않아 준

맨하탄 Upper East Side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저도 근

립니다.

비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뉴욕 주

처에 집을 구해 1년간 맨하탄에 사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습

에서 받기로 한 의사 임시 면허가 승인이 안되는 등 여러가

니다. 주변에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지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Cornell 의대와 병원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Rockefeller 대학교 등 미

에 각각 취직하는 절차가 꽤나 복잡했고, 많은 양의 paper

국 유수의 대학과 병원이 모여 있었으며, 뉴욕의 아주 혼잡

work와 함께 인터넷 강의를 미리 들어야 하는 부분이 많

한 도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비

아, 한국의 빠른 절차가 그리워 지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병

록 살인적인 물가와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비싼 월세로

원 취직을 위해 마약검사를 받는 등 한국과는 많이 다른 병

인해 1년 이상은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많은 분

원의 취직 과정은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또한, 여러

들이 여행지로 사랑하시는 뉴욕 맨하탄에서 산 지난 1년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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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medical update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고, clinician,

면서 저는 hospitalist들이 임상 외에도 교육, 연구, quality

educator, scholar, quality leader 등 academic

등 다양한 분야에서 leader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을 두 눈

미국의 입원 의학은, 1996년 Dr. Wachter와 Dr.

hospitalist로서의 역량을 쌓기 위한 수업이었습니다. 2018

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입원

Goldman이 NEJM에 ‘Hospitalist’라는 단어를 처음 명

년도에 처음 교류가 시작되고, Cornell Hospitalist의 강의

의학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

명한 이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엄청난 성장세를

를 들었을 때에도 교육의 내용, 방식 모두 우리 나라와는 많

니다.

보여왔습니다. 이에 현재는 미국의 전체 병원의 95% 이

이 다르다고 느꼈는데, 초반 3개월 간의 강의 또한 우리 나

상, Cornell과 같은 teaching hospital의 75% 이상이

라와는 다른 teaching style과 함께 discussion 문화가 몸

병원에서는 hospitalist의 work schedule을 함께 체

hospital medicine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0년

에 배어 있는 이들 교육의 특성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

험하면서 우리 나라에는 없는 여러가지 system, 예컨대

대말 hospitalist 수요를 2만명 정도로 예측했던 연구결과

던 시간이었습니다. EBM 시간에는 지끈지끈 머리 아픈 문

interdisciplinary round, 정형외과와의 co-management

는 보기 좋게 빗나갔고, 현재는 5만명 이상의 hospitalist

제들도 많이 풀어보고, POCUS 강의 때는 어린 아이들이

system 등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허나, 우리 나라에서 잘 볼

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원 의학이 성

가지고 노는 playdough를 가지고 심장과 같은 여러 장기

수 없는 sickle cell disease, drug addiction 등의 환자를

장하면서 Cornell을 비롯하여 Harvard, UCSF, Mayo,

를 빚어 보기도 하고, clinical teaching 시간에는 (괴로운)

제외하고는 이들이 보는 환자가 제가 한국에서 보던 환자와

Johns Hopkins 등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 만한 teaching

role-play도 해보고, 다른 hospitalist의 회진 전 teaching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general internist의 management

hospital이 hospital medicine fellowship program을

style을 관찰하고 토론하는 등 저에게는 색다른 방식의 교육

라는 것도 큰 틀에서는 저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더 많은 병원이 도입하는 추세라고

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새로 시도한 실험적인 교육이긴 하지

어떤 영역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의 검사/치료의 선택의 폭

합니다. 제가 Cornell에서 경험했던 것이, 바로 ‘Clinical

만, 유명한 관광지이자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인 메트로폴

이 더 넓다고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

Scholars Program’이라는 Cornell의 hospital medicine

리탄 미술관에서, visual art가 medical education에 미치

게 느낀 것은, 이들이 hospital medicine이라는 system

fellowship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한지 3

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수업도 경험을 하였는데, 이쯤 되면

안에서 환자를 더 안전하게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미

년째 제가 들어가게 된 것이었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첫 외

이러한 방식의 수업이 fellowship 때 진행되는 것 자체가

국의 의료 체계라는 것이 우리나라와 판이하게 다르기 때

국의사라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끼시는 분도

문에 단순 비교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결국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는 physician

입원 환자만을 보는 내과 전문의가 항상 병원에 있다는 것

프로그램은 크게 강의와 clinical work, 그리고 extra-

burn out에 관련한 내용 (resiliency)이 있었는데, 한국 의

이 그 안전함을 월등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라고 느꼈습

clinical activity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초기 3-4

사들에게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니다. Hospital medicine이 환자 진료의 질과 안정성 등

개월은 academic hospitalist로서의 training을 위한 수

서도, 이런 것이 한국에서는 불모지의 영역이라는 것을 생

에 있어서 outcome이 좋지 못했다면 이 시스템이 미국 전

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Training의 목적에 더해

각하면 그러한 현실의 차이가 더 크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퍼져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한국인

hospital medicine의 다양한 분야에 매진하는 hospitalist

다만 이런 현실의 차이를 떠나, 강의 전반을 거치며 이들이

의사인 제 입장에서 부럽기만 한 Cornell Hospitalist들의

와의 수업 및 토론을 통해, fellow들이 본인의 관심 분야도

hospital medicine이라는 이름으로 다루는 영역이 얼마나

work schedule과 system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USMLE

발견하고 앞으로의 커리어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

넓은지 깨달을 수 있었고, 저의 시야를 넓혀주었던 소중한

를?’ 이라는 (허황된) 생각을 가진 적도 있지만, 현재는 이러

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의 수업이 있

시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강의 시간이 끝나고 환자를 보지

한 hospital medicine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role model

었는데, clinical epidemiology and advanced evidence-

않는 주에는 교육, QI 등의 non-clinical activity를 하게

로 삼고 본원 입원 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based medicine (EBM), point-of-care ultrasound

되었는데, 저에게 또한 기회가 주어져 여러 curriculum 과

(POCUS), clinical teaching, quality improvement,

정에 지원하여 미국 의대생, 전공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

연수 중에는 주위도 돌아보고 여유롭게 지내다가, 복귀하

clinical reasoning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도

습니다. 또한, 운이 좋게도 저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여 익숙한 공간에서 다시 일을 하고 있으려니, 미국 뉴욕이

resiliency, leadership and peer mentoring, physical

잡아 Cornell의 hospitalist, nephrology fellow와 함께 미

라는 공간 속에서 지낸 지난 1년간의 시간이 꿈같이 느껴집

diagnosis, social science, medical ethics 등 다양한 과

국 primary care physician을 위한 신장학 교과서 집필에

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목이 있었습니다. 과목의 이름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임상

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activity에 함께 참여하

말씀을 드립니다.

와 저희 가족에게 축복과도 같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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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을 기억하며

습니다. 저처럼 일이 닥치고 나서야 이해하고 움직이는 전

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뉴스

임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의 파업을 거치면서

를 읽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훑어보고 어느 쪽이 나쁜지만

이제 전임의들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피켓을 들

번의 파업 때 의료 공백을 헌신적으로 메꾼 것이 오히려 파

고, 전단지를 배포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업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

생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저 역

만히 있다가는 파업이 실패하고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

시 다른 뉴스에 무관심 했기 때문입니다.

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의사에 대한 오해와 매도에 대

박지훈
세브란스병원 내과 강사대표

한 분노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파업은 갑자기 끝났습니다. 의사들의 대표가 합의안에 서

다른 의사들에 대한 동료애로, 전임의들도 이제 행동하기로

명을 하면서 파업은 끝났습니다. 전임의들은 업무에 복귀했

결정하였습니다. 전임의들을 보호해 줄 기관은 없지만 각자

습니다. 병원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

가 각자의 위험을 무릅쓰고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퇴근하다가 하늘을 보니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늘
은 파업 전에도 맑았고, 지금도 천연덕스럽게 맑았습니다.

전임의들은 8월 26일 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파업은

2주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 하늘이 괜히 야속했습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

지금 생각해보니 파업을 하는 동안 태풍이 지나갔었습니다.

파업은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습

전임의들 사이에서 파업에 참여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

령을 내렸고, 누가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현실

태풍이 온 것도 몰랐을 만큼 치열한 여름이었습니다. 파업

니다. 어떤 분들은 의료계에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임의는 여전히 바쁘게 일을 하였고,

을 있는 그대로 담지 않는 뉴스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였습

은 성과를 얻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경험한

모를 수가 있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몰랐

전공의가 없는 동안 사고가 나지 않게 대비해야 했습니다.

니다.

세대는 이번 파업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

습니다. 뉴스를 보기는 했지만 읽고 해석하지는 않았습니

그리고 전공의 집단휴진을 보고 정부가 놀라서 협상안을

다. 의사가 손해를 봐 온 것이,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니라고

가지고 나올 것을 순진하게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파업을 하면서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먼저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의약분업이 시행되었고, 10년

동안 8월 14일도 지나갔습니다. 의료계가 단단히 마음먹고

의료계의 저력에 놀랐습니다. 파업을 시작한 학생, 인턴, 전

전부터 원격진료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도 우리

진행한 두 번의 파업이 지나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별 일이

공의들의 용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피교육자로서 병원

는 진료비 삭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사가 손해보

없었습니다. 교수님들과 전임의들 그리고 각 진료과의 인원

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의료계에

는 일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

들이 어떤 사람은 밤을 샜고, 어떤 사람은 두세 배로 뛰어다

서 가장 젊은 그들이 최전선에서 파업을 이끌고 있었습니

습니다.

녀서 별 일이 없게 막았습니다. 8월 21일부터 인턴과 전공

다. 전임의가 단체행동을 시작할 수 있던 열정도 이들의 뜨

의의 무기한 파업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과 전임의들

거움에서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모였습니다.

교수님들의 배려가 따뜻했습니다. 업무가 5배, 10배 늘어

2020년 8월 7일 전공의들이 정말로 병원에서 나갔습니

리는 더한 불의를 겪을 것이며, 다시 투쟁해야 될 일이 있을

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제서야 의료계 파업이 저와 관련된

전임의들이 모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임의는

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전공의와 전임의가 동시에 사

일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공부를 하

병원에서 가장 결속력이 약한 직종입니다. 전임의는 다른

라진 병원에서 묵묵히 환자를 보시는 모습은 몸은 병원에

였습니다. 의료계가 반대한 4대 의료정책은 ‘의대 정원 확

분과 전임의가 하는 일을 잘 모를뿐더러, 다른 분과에 몇 명

있지만 최전선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뜨겁게 투쟁

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입

의 전임의가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어제까지는 전공의였

하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의 무관심

니다. 정책을 읽으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검은 것을 희

고, 내일은 무엇이 될지 모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나 교

에 놀랐습니다. 검은 것을 희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사람

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막막했습니다.

육수련부처럼 보호해 주는 기관이나 부서가 있는 것도 아

들보다, 남들이 희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더

닙니다. 그런 전임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파업이 시

무서웠습니다. 1961년 예루살렘에서 아이히만의 재판을

8월 7일 전공의 집단휴진 다음에는 8월 14일 전국 의사

작되기 전부터 사태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총파업까

참관하고 ‘악의 평범성’을 주장한 철학자의 말처럼, 개인은

제1차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의사 총 파업이기 때문에 내과

지 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행동을 준비한 전임의도 있었

타인에 무관심하기에 생각하지 않으며, 생각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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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올 수 있는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남에도 파업을 지지해 주셨기에 투쟁을 하면서 불안한 마

다. 전공의들이 했던 일을 메꾸면서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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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봅시다

만나봅시다

“교수님들과 전임의 선생님, 전공의들이
모두 한 팀이었습니다”

“내과학교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원호 소화기내과 교수 정년퇴임 기념만찬 열려

이영채
전공의 의국장
8월 7일(금)을 기점으로 본다면 약 1개월, 8월 21일(금)을

각자 자리에서 어려운 시간동안 인내해준, 누구보다도 힘

기점으로 본다면 약 2주 반 정도에 달하는 전국의사 단체행

들었을 환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공의의 뜻

동을 뒤로 하고 전공의들이 현장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에 연대해주며 빈자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준 간호
사 선생님을 포함한 병원 내 모든 직종 종사자분들께 감사

세브란스병원은 3차 의료기관의 대형 병원으로, 환자 및

의 뜻을 전합니다.

업무량이 많은 병원입니다. 이에 파업 시작 시부터 우리병
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 단체행동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

한 달간의 단체행동이 결과 측면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

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파업을 나가는 전공의들도

만, 의료인 및 상당수의 국민들까지 이번 단체행동을 통해

환자 안전에 대하여는 물론, 남아서 자리 지키시는 교수님

현 상황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분명히 유의미한 족적

들, 전임의 선생님들께 업무적으로 너무나 큰 부담을 지워

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드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교수
님들과 전임의 선생님, 그리고 전공의들이 한 팀이 되어, 단

전공의 단체행동에 있어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우리나라 대장 분야의 개척자인 김원호 소화기내과 교수

던 의사가 전국에 서너 명밖에 없던 시절, 모교에서 대장내시

체행동을 짧지 않은 시간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림과 동시에, 우리가 어디를

의 정년퇴임 기념만찬이 장양수 의과대학장, 이은직 내과 주

경 검사를 홀로 담당하며 이 분야를 개척했다. 대한소화기학

각됩니다.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임교수를 비롯한 선후배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회 이사장, 대한장연구학회 회장 등 학회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

열렸다. 김원호 교수는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대장 분야 연구

김원호 교수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국제 경쟁력’

검사/시술 및 외래, 입원환자를 최소화하였다고는 하나,

를 시작하고 내시경을 전문적으로 한 첫 세대이다. 대장 관련

이라는 표현자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세브란스병원이 세계

그 과정을 생각하면 교수님들의 노고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환자가 거의 없던 시절 미국 연수 에서 대장 전문의의 비전을

유수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연구력도 소화기 논문

생각하며, 의국원들 모두 이 점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

확인하고 국내 대장내시경 검사를 개척했다.

으로 보면 세계 선두권”이라며 “운 좋게 큰 어려움 없이 정년

을 가지고 복귀하였습니다. 또한, 초기에 단기로 진행된 단

까지 온 것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체행동 (8/7, 8/14) 시에도 전임의 선생님들께서 거의 대부

김원호 교수는 1987년 군 전역 후 모교 소화기내과에 부

분의 전공의/인턴 업무를 도맡아주셨고, 이러한 점에 대해

임했다. 당시는 세부분과 개념이 없어 교수들이 위, 간, 췌장

서도 의국원 모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담도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보던 때였다. 대장내시경을 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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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소식

분과별 소식

분과별 소식

호흡기내과
■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The 40th KSCCM Annual CongressㆍAcute and Critical Care Conference 2020 온라인 컨퍼런
스가 개최되었으며 박영목 강사, 곽세현 강사, 김남은 강사가 참가하여 연구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학술적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9월 25일 기관지내시경방에 portable UE scope(flexible videoscope) 한대가 새롭게 들어왔다. 본관 중환자실 외에 내시경 모니
터가 없어 본관 중환자실 외의 장소에서 시행한 응급내시경은 이전까지만 해도 이미지 확보가 되지 않았지만 portable UE scope

신촌

도입되면서 인터벤션실, 심혈관병원 중환자실, 암병원 중환자실에서도 이미지 확보와 함께 내시경이 가능해졌다.

소화기내과
<행사)
■

7월 12일 2020년 제 4회 전임의, 전공의, 개원의를 위한 간질환 연수강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

7월 17일~18일 The 28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College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

심장내과
■

7월 17일~18일 양일간 연세대학교 백양누리홀에서 SCI (Structural Cardiac Intervention) 2020 학회가 성황리에

Research & the 3rd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on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개최되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 하여 LAA occlusion, TAVI, ASD closure,

Diseases (SI-HUG2020)이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PFO closure 와 같은 구조심질환의 시술적 치료에 관한 최신 지견을 나누었다.

7월 25일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Microbiota-FMT 심포지엄 및 학술심포지엄이 이화여대 의과대학 3층 계림홀에서
개최되었다.

■

8월 1일 하종원 교수가 세브란스병원장으로 보직 발령 받아 근무를 시작함.

■

9월 1일 정보영 교수가 연구부원장으로 보직 발령 받아 근무를 시작함.

■

9월 28일 김병극 교수가 2020년 6월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 발표한 ‘Effect of Intravascular Ultrasound-Guided vs.

■

8월 1일 대한내과학회 춘계 온라인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

8월 3일 KINGCA Week 2020 (2020 대한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Angiography-Guided Everolimus-Eluting Stent Implantation: The IVUS-XPL Randomized Clinical

■

8월 7일~8일 IC-KPBA 2020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Pancreatobiliary Association 2020)이 서울

Trial’ 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 받아 제 18회 화이자 의학상 임상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됨.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8월 8일 소화기내과 김원호 교수 퇴임 행사 및 제 31회 하부위장관 SIRC를

종양내과

진행하였다.
■

■

■

8월 13일~14일 The Liver week 2020 virtual 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

7월 2일, 온라인 컨퍼런스로 개최된 대한항암요법연구회 42nd Consensus Conference 두경부식도암&폐암 워크샵에서 종

간 관련 국제 학회로는 처음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양내과 임선민 교수가 「Session 1. Optimal treatment of uncommon head and neck cancer : Treatment updates of

해외 27개국 15명을 포함 모두 1천455명이 참가했다.

nasopharyngeal carcinoma by Medical oncologist」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Session 2. Complexity for the management
of recurrent or metastatic esophageal squamous carcinoma」에서는 종양내과 조병철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였으며, 종양

8월 14일~15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APNM 2020 (8th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in conjunction with the 31st Annual Conference of

내과 홍민희 교수는 「Session 1: Multi-disciplinary approach of oligometastatic / oligoprogressive NSCLC」 를 주제로 발

the Korean Society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이 개최되었다.

표하였다.

8월 21일~22일 KSGC2020 (The 1st IASGO Korean Chapter & KSGC Joint Symposium 2020)이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

7월 11일, 온라인 컨퍼런스로 개최된 kcsg 15th Methodology Workshop에서 종양내과 정민규 교수가 「Session 1. Structure
of Genomic Biomarker Driven Clinical Trial : Overview of Genomic Biomarker Driven Clinical Trial 」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개최되었다.

7월 11일, 종양내과 이충근 교수가 ‘일차 항암치료에 실패한 HER2양성 재발성, 전이성 담관암 환자에서 modified

■

9월 13일 대한장연구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

9월 19일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삼킴곤란 워크샵 및 학술심포지엄이 은평성모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FOLFOX-6와 trastuzumab-pkrb (Herzuma) 병합요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조사하는 2상 임상시험‘ 연구로 kcsg 2020

■

9월 25일~26일 the International Digestive Endoscopy Network 2020 (IDEN 2020)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년 우수연구자 1등상을 수상하였다. 본 연구는 이성 담관암은 여전히 표준치료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통상적인 1차 요법으로

■

gemcitabine,platinum 등의 약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효능, 효과가 크지 않다는 현실적인 점에 근거해서 HER2 발현이라
<소식)
■

8월 31일 소화기내과 김원호 교수 퇴임

는 표적치료에 기반하여 임상적 미충족 수요를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KCSG는 우수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임상연구계획서를 공모하여 젊은 연구자들이 임상연구를 통한 암 치료법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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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별 소식

종양내과 김한상 교수가 코넬 의대 데이빗 라이든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에서 암 조기 진단의 실마리가

내분비내과

될 새로운 종양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를 발견했다. 이번 '세포밖 소포체 및 입자 단백체 분석을 통한 종
양 바이오마커 탐색 연구(Extracellular Vesicle and Particle Biomarkers Define Multiple Human

■

수)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사항은 전화 02-2228-2265, 이메일 tjgp1011@yuhs.ac)

Cancers)' 논문은 8월 13일 셀(Cell, IF 38.637)에 게재됐다. 김한상 교수는 인체 조직, 혈액 샘플, 림프
액을 비롯한 426개 인체 유래 조직(총 18개 암종 포함)에서 세포밖 소포체 및 입자를 추출, 질량 분석기

■

Program Advisory Committee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했다. 연구 결과 이들 단백질은 주변 정상 조직에 비해, 종양 조직에서 유래하는 세포밖 소포체에서 발현되는 양이 2배 이상에

■

8월 12일 온라인 컨퍼런스로 개최된 『Best of ASCO in Korea』에 종양내과 안중배 교수와 라선영 교수가 각각 「Changes in

이유미 교수가 2020년 The Americ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 학회에서 Dilemmas in Metabolic Bone
disease 의 Moderator 로 활약하였으며, Adult Bone and Mineral Working Group의 차기 coordinator, 2021년 ASBMR,

를 활용해 프로테오믹스 분석을 수행하여 종양의 유무, 암의 종류까지 진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단백질 바이오마커들을 규명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머신 러닝 모델에서도 발견된 바이오마커들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당뇨병 연수강좌 제 25회 당뇨병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2020년 10월 25일 세브란스병원 (교육 책임자: 내분비내과 강은석 교

■

홍남기 조교수, 김경진 임상연구조교수가 각각 2020 AOCE-SICEM Plenary oral presentation에 각기 선정되어 발표하게 되었다.

■

김영은, 김지원, 이세정, 이승현, 황윤아 강사가 2020년 강보영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었다.

ASCO 2020」 , 「Special Lecture (III) : ASCO Oral Presentation」의 좌장으로 참여하였으며, 종양내과 김민환 교수는 「Breast
Cancer」 주제로 발표하였다.
■

9월 3일~4일 온라인 컨퍼런스로 개최된 『KSMO 2020 13th Annual meeting with ASCO Breakthrough Session』에
서 종양내과 정현철 교수가 「Plenary Lecture 3」 좌장으로 참여하였으며, 임선민 교수가 「Satellite Symposium 12: Ever
forward with cancer immunotherapy the progress so far and new frontiers」에서 발표하였고, 김혜련 교수는 「Scientific
Symposium 3 : The evolving landscape of systemic treatment of NSCLC」 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또한 범승훈 교수
는 「Scientific Symposium 7 : What is being considered for continuum of care in metastatic colorectal cancer?」 라는

혈액내과
■

9월 10일~12일 ICBMT 에 참석하였다. 정준원 교수가 'Relapse prevention after HSCT in AML/MDS' 주제의 좌장으로 참석
하였고, 김진석 교수가 연자로 'Conditioning for ASCT in the Elderly' 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9월 정준원 교수가 대한혈액학회 AML/MDS working party 위원장으로, 김진석 교수가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로 취임하였다.

주제로, 정민규 교수는 「Scientific Symposium 6 : Changing lives with breakthrough cancer pain management」 라는 주
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홍민희 교수는 「Education Session : Precision medicine in real-world」 에서는 「Precision medicine
in clinical practice」 주제로, 「Satellite Symposium 11」 에서는 「Treatment options for patients with ALK+ NSCLC: How
is the paradigm changing? 」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9월 11일~12일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된 『KSMO 2020 Annual Academy for young medical oncologists』에서 종양내과 안

신장내과
■

8월 17일 김형우 조교수가 득남하였다.

중배 교수가 교육위원장으로서 「Introductory Remarks」 주제로 강연하였다.
■

9월 16일, 종양내과 조병철 교수가 2020 유럽임상암학회에서 절제 불가능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로 EGFR 엡손19 결손 또
는 L858R 변이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CHRYSALIS) 결과를 발표하였다. 임상결과를 발표한 조병철 교수는 "치료 선

알레르기내과

진화에도 불구하고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암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남아 있으며 EGFR 돌연변이와 같은 유전적 요인을 가진 비소
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 "우리는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이 충족되지 않은 높은 니즈가 남

■

COVID-19로 인해 제24회 연세 알레르기 연구소 심포지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세미나는 진행 못함.

아 있는 특정 질병 코호트에서 유망한 선택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에 고무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미반타맙과 레이저티
닙은 안전하게 병용할 수 있으며 진행성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에서 효과적”이라며 “현재

감염내과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타그리
소와 비교하는 MARIPOSA 3상 임상과 오시머

■

으로 강의하였다.

티닙 내성 및 항암화학요법 후 재발 환자를 대상
으로 한 CHRYSAILS-2 임상 2상이 시작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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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안진영 조교수가 대한감염학회 COVID-19 Web seminar 에서 “Clinical roles of convalescent plasma therapy
and immunomodulating agent”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고 말했다.

32

7월 5일 안진영 조교수가 2020년 대한항균요법학회 감염관리의사 연수교육에서 “Convalescent plasma therapy” 라는 제목

■

8월 1일 최준용 교수가 2020년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COVID-10 백신 개발 현황과 미래”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

8월 10일 용인세브란스 감염내과와 합동 세미나를 가졌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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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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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염준섭 교수가 2020년 제3차 내과분과전문의 연수교육에서 “Guidelines for Treatment of COVID-19” 이라는 제목
으로 강의하였다.

■

9월 8일 최준용 교수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콜로키움에서 “COVID-19 백신 개발 현황”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

9월 9일 최준용 교수가 Global Bio Conference 2020에서 “Convalescent plasma therapy for COVID-19 patients”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

강남
소화기내과
■

7월 2일 박효진 교수가 이랜드크루즈 잠실선착장에서 출판기념회 “여백을 위한 서정”을 개최하였다.

■

8월 22일 청담 리베라호텔에서 소화기내과 온라인 개원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9월 12일 안진영 조교수가 2020년 전공의와 전문의를 위한 추계 감염학 연수강좌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 환자 접근법” 라는 제목
으로 강의하였다.

■

9월 23일 안진영 조교수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제28차 연수과정에서 “폐렴감염관리 번들”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

9월 26일 최준용 교수가 의학한림원 "COVID-19 치료제의 개발과 현황" 포럼에서 “COVID-19 혈장치료제와 보조치료제”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호흡기내과
■

8월 27일 박혜정 조교수가 온라인 실시간 라이브 강의로 개최된 2020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Fact or theory: Is desensitization essential for the treatment of drug allergy?”로 강의하였다.

류마티스내과
■

11월 7일 예정이었던 '제 4회 Yonsei Rheumatology Review Course' 는 COVID-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종양내과
■

6월 22일 김지형 조교수가 득녀하였다.

■

6월 김지형 조교수가 한국암학술재단 장학생으로 선정 되었다.

노년내과
■

신장내과

7월 22일 – 김창오 교수 SHRC 과제 (노인 재택의료 및 호흡기질환 관리를 위한 모바일 디바이스 개발 연구) 중간 발표 및 차기
과제 선정

■

8월 6일 지종현 교수가 득녀하였다.

■

9월 1일 부로 박형천 교수가 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부원장으로 보직 발령되었다.

■

9월 25-27일 개최된 대한신장학회 제40차 학술대회(KSN 2020)에서 박형천 교수가 “KDIGO-KSN 2020 Joint Symposium”,

■

8월 15일 – 김창오 교수 대한노인병 학호에서 노인의학 교육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강의

■

9월 1일 – 김창오 교수 의과대학 교학부학장 임명

“Industry symposium 5”, 최훈영 교수가 “Oral Communication 5 (Acute kidney injury)”, “Dialysis Nurse

■

9월 1일 – 김광준 조교수 연세의료원 미래전략실 해외사업단장 임명/발전기금사무국 부국장 임명

Course 2” 의 좌장으로 참석하였다. 최훈영 교수는 “Intravenous iron in maintenance dialysis patients”을 주제
로 강연하였으며 지종현 교수가 “Expression of CD71 Mesangial IgA1 Receptor Predicts Progression of
IgA Nephropathy”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통합내과
감염내과

■

8월 3일 남기헌 교수가 지난 1년간 미국 Weill Cornell에서 Hospital Medicine 분야에 대하여 연수를 마치고 복귀하였다.

■

9월 6일 신동호 교수가 대한소화기학회 학술대회 입원전담전문의 세션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비전과 역할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

감염내과 송영구교수가 2020년 8월부터 강남세브란스 제 14대 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

■

9월 27일 신동호 교수가 대한심부전학회 추계 학술대회 입원전담전문의 세션에서 좌장을 맡았고, 입원전담전문의의 제도와 현황을

■

감염내과 이경화 조교수가 “COVID-19 시대, 개원가에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내과 개원의 연수강좌, “독감과 COVID-19의 공통

소개하고 입원환자에서 심부전환자의 치료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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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71차 내과 추계학술대회 연자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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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학술부
■

심장내과
■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센터가 앙코르서울2020 국제중재시술학회에서 라이브데모센터로 지정되었다.

■

9월4일에 4개의 중재시술 케이스를 사전녹화를 하였고, 9월 16~18일에 사전 녹화된 시술 영상을 학회에서 성공리에 발표하였다.

용인내과 개원의 연수강좌가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하여 2차례 연기된 끝에 9월 26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2020년 9월 19일
에 사전 녹화 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개원가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정보와 최신 지견을 포함하여 개원의
들의 진료 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

내분비내과
■

9월 1일부터 김경민 부교수가 신규 교원으로 합류하여 진료를 시작하였다.

■

9월 11일 김철식 교수가 대한뇌졸중학회 학술대회에서 ‘New antidiabetic drug and its role for stroke prevention’ 라는 제목
으로 강의를 하였고 지난 9월 15-19일 이뤄진 미국 골대사학회에서 김경민 교수가 Recent history falls in previous year and
Imminent risks of fractures 제목의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

장으로 참석하였고, 김경민 교수가 ‘고령사회의 치명적인 듀엣: 골감소증, 근감소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다.

소화기내과
■

지난 9월 19일에 개최된 용인세브란스병원 제1회 내과 개원의 연수 강좌에 박석원 교수 및 김철식 교수가 각 세션1 및 세션 3의 좌

7월 24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소화기내과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소화기내과 외래, 내시경실, 임상전담간호사 크게 세 파트로 나누
어 발표를 진행하였고, 외래 및 내시경실 발전 방안, 효율적인 외래 진료를 위한 제안, 우수내시경실 준비를 위한 사항, 임상전담간
호사의 역할 배분 등 과의 발전을 위한 제안 및 토의가 있었다.

신장내과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신찬 강사가 파견 근무를 나와 외래 및 인공신장실 진료를 시작하였다.

■

9월 1일부터 이선영 강사가 파견 근무를 나와 외래 및 인공신장실 진료를 시작하였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
■

9월 1일 일로 설창환 임상조교수 (중환자의학) 이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하였다.

■

김성렬 조교수는 대한 천식알레르기학회 춘계학술대회 (2020년 8월 27일)에서 연구학술상을 시상하여 “한국인 약물 아나필락시스
환자 등록 구축 연구”에 대해 2000만원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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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소식

분과별 소식

조홍근 (89졸)

빙부상

2020.08

김대중 (93졸)

빙부상

2020.08

1. 2020학년도 교수승진 축하모임 : 8. 10(월) 18:30 JS 가든

이수곤 (78졸)

부친상

2020.09

2. 김원호 교수 정년퇴임 기념모임 : 8. 18(화) 18:30 최영홀

정상윤 (99졸)

빙부상

2020.09

내과학교실

(연세대 백양누리 더라운지)
3. 2021학년도 전임교원 공채 업적발표, 면접 및 인사위원회
: 8. 26(월) 14:00 교수회의실

취임을 축하합니다.
■ 2020. 8. 1자 (신임)
1. 하종원 (88졸) 세브란스병원장
2. 송영구 (89졸) 강남세브란스병원장
■ 2020. 9. 1자 (신임)
1. 강신욱 (86졸) 의과대학 신장질환연구소장
2. 하종원 (88졸) 세브란스병원 재난대응의료안전망사업단장
3. 송영구 (89졸) 강남중장기사업본부 본부장
4. 박형천 (92졸) 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부원장, 임상연구관리실장
5. 홍그루 (92졸) 세브란스병원 진료협력센터 소장
6. 정보영 (94졸) 세브란스병원 연구부원장, 임상연구관리실장
7. 김범석 (94졸) 세브란스병원 교육수련부장
8. 안상훈 (95졸) 의료원 사무처장
9. 김도영 (96졸) 연세암병원 간암센터장
10. 김창오 (96졸) 의과대학 교학부학장

류마티스내과
■

안성수 조교수가 2020-1학기 대학원 의학과 박사학위과정 최우수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2020년 9월2일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11. 이유미 (96졸) 세브란스아카데미소장
12. 이정일 (96졸) 강남세브란스병원 암병원간암센터소장
13. 신상준 (98졸) 의료원 정보보안센터소장
14. 김혜련 (05졸) 세브란스병원 진료혁신센터 2부센터장
15. 현신영 (07졸) 강남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장, 혈액내과장
16. 이경화 (10졸)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장 (직무대리)

개원을 축하합니다
김주환 (13졸, 연세맑은내과)

2020.08

조의를 표합니다

■

안성수 조교수가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진단과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월간 의약정보 (DI) 에 원고를 작성하여 2020년 10
월호에 개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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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민 (79졸)

빙모상

2020.07

금지영 (이화14졸)

부친상

2020.07

전동운 (86졸)

부친상

2020.07

원영준 (88졸)

부친상

2020.07

김주항 (76졸)

모친상

2020.08

권유현 (가톨릭13졸) 모친상

2020.08

정현정 (인하04졸)

시부상

2020.08

조용욱 (81졸)

빙부상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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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내역 2020.04~2020.09
정정일 김창년 이창훈 송창호 김동주 서정훈 류한작 신정아 송대훈 이재순 이대연 송건훈 신성태 박완 김명현 김영아 이장훈 심명기 조영준 윤진우 한경훈 김대식 김경규
김명수 심대근 이홍우 김희욱 김관우 경찬희 변정래 박정경 김범수 정교태 이상주 이상배 이용웅 인병현 손지영 이두희 김익성 최성호 박왕견 강성기 주승행 김동립 윤설희
정성모 유정선 남수연 김선용 성세용 변세진 고 완 신동석 유시옥 김똘미 변주원 안용정 원희관 문영명 김지영 오광제 최경훈 윤지현 김현욱 이상인 손주익 김영진 최석훈
김기수1 김창훈 조성우 심정한 홍천수 이희재 고준상 김진석 김재헌 감창우 한기중 양동규 한대석 하성규 용석중 허규연 김영주 정규식 윤상현 윤상진 장수선 장우익 정재헌
윤용광 이영수 강보영 김원천 차경배 최정혜 류현민 김미진 김대중 김성순 김은숙 최병기 이혁우 김동연 한설헤 김중영 원욱희 김대경 정재복 박정국 박연정 김동현 김재덕
박상민 공지현 김수경 정준표 이성우 이돈행 정미령 변영섭 이우형 송창호 이원기 주현영 김문규 이승률 배병석 이종화 윤수영 정연수 권선옥 권건호 조동후 한창훈 박진아
한민석 조현욱 이태희 김현수 이수곤 심봉섭 최

흔 이창규 최진혁 정욱진 이경미 권영은 박유미 조정연 김용찬 신택수 박영숙 고예은 김규현 김지훈 김현욱 김혜수

류수정 명지연 박정현 박한진 박혜진 신동환 오재현 윤지훈 이기성 이동기 이상준 이승철 이요한 이정아 이진혁 이현진 임정현 정희윤 최서윤 최현규 홍문기 홍혜영
황진호 김태훈 최태호 문희선 오주연 한송이 이혜원 조중현 김철식 박근형 박병훈 임선민 임현철 정인현 조덕규 조윤숙 조익성 조재희 표정윤 허철웅 현신영 김민관
김용철 김혜경 나민정 노지웅 손승진 오지수 이동기 이오현 이재혁 임태섭 장태수 정숙현 최세명 최용준 현종훈 박석원 김소라 이근만 정춘희 서창희 이영식
송준현 남주영 남수연 조세행 노성갑 최광준 이석재 권혁준 고은희 송광선 김경희 김현수 박형복 김성순 이
정인수 배형미 이원영 김

황세나 김인철 김두식 이정호 정대호 김형진 문용화

철 김명환 조성수 김미연 강신욱 강은애 권유현 김민정 김은영 김주경 김혜련 노민호 박성범 박윤정 상윤범 송재원 양창봉 이

봄 이숙정

이시원 이종성 임현철 장지훈 정근용 정문재 정문찬 정병욱 최윤진 한예정 허현미 권용환 이승현 장지훈 김재웅 박영아 장성열 김정민 원영준 황성규 김연아

기부금 내역 2020.04.01~2020.09.30
기부항목명

기부자명

임금액

강남병원 내과 발전기부금

강정희

강남병원 신장내과 발전기부금

안광진, 박종훈

3,500,000

250,000

세브란스 내과부 발전기부금-구철회 내과전공의 리더십상

구철회

5,000,000

의과대학 내과기념사업발전기부금(故 강진경)

김용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구철회, 안광진, 박용준, 김미경, 이은직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 내분비내과

송진석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 심장내과

한상원, 최석봉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 소화기내과

김문웅, 양형규, 김미경

61,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 혈액내과

김말자, 강성수, 용계명, 서성원, 김혜영

59,1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 알레르기

문일주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 호흡기내과

백승, 장상호, 이이형, 박재민, 이강석, 안강현, 천선희, 조철호, 장준, 김영삼, 박무석, 정지예, 강영애,
임아영(HIDE), 김송이, 김은영, 이수환, 이장훈, 이수환

1,000,000
51,000,000
200,000
110,000,000

5,000,000
21,100,000

내과총동우회 임원진
회 장

주승행

협력이사

송영득, 박중원

수석부회장

김원중

정책이사

한재용

부회장

김용범, 장일중, 천상배, 김남동, 이문형

학술이사

윤용석, 이상학

이사장

이은직

감 사

김용진, 최우창

내과총동우회

02-2228-1937 / 010-8703-1937

이 사	장양수, 이동기, 박석원, 심광용, 정윤석, 이찬희, 이이형, 이병
완, 송정식, 박용준, 홍그루, 정재한, 송영구, 김기용, 김영수, 김
중영, 김한수, 박기호, 손승완, 최 원
총무이사

정준근, 정준원

재무이사

한승희, 신상준

www.yumcima.com
동우회 연회비 일반회원 5만원
납부안내
우리은행 1005-003-297512
(예금주:연세대학교의과대학 내과총동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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