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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봅시다

니다. 이질성이 있는 구성원을 한 가족으로 모으는 것이 동우

다양성 속에 하나 됨이 중요...
통합의 길로 함께 갑시다

회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몇 년 전에는 우리 내과총동우회 전체회원의 단합을 위해
1박2일 단합대회도 진행했습니다. 제주도에서 1박2일 행
사도 했고 5년 전 메르스 사태 와중에도 여수에서 1박2일

의사의 릴레이션십이 중요한 시대
주승행 내과총동우회 신임회장

참 힘든 과제입니다. 지난 2003년에 내과 선배인 장동익

단합대회를 개최했지요. 사실 그런 모임이 필요한데 준비하

회장님을 모시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

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올해는 회원 단합을 위한 골프 대회

을 때인데, 당시 미디어를 중심으로 사용되던 ‘성인병’을 ‘생

를 6월 중순으로 계획했는데, COVID-19가 기승을 부려 성

활습관병’으로 개칭하고 국민들에게 개념을 알리기 위한 세

공적으로 치룰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미나를 했습니다. 그 때 대한내과학회장이신 고 강진경 연

정도는 전체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다음에 각 분과별로 단

세의료원장께서 생활습관병 세미나를 준비하시는데, 이런

합대회를 하는 방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활동을 지원해 줄 스폰서가 붙지 않아 고생한 기억이 납니

회원들 상호간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를 더욱 키워서
내과의 결합된 힘을 도출해 내는 게 회장의 역할인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회원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학회의 학술대회에는 의사들도 많이
모이고 스폰서도 많이 나서는데 내과학회는 ‘빈집’입니다.

모교 내과학교실과 개원의 회원들 간의 최신지견 공유 등 소통을

내과가 커져 세부적으로 분과화 되다보니 서로의 공통점이

더욱 강화하는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달라지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내
과총동우회도 출신 대학,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 병원이 서

평소에도 개원의 모임을 통해 내과학교실에서 주관하는

로 다른 회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원의 다

연수강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양성을 한데 모아 내과동우회 발전의 구심점으로 삼는 게

사실 회원들이 느끼는 우리 내과학교실에 대한 자부심은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러한 자
부심이 내과학교실 연수강좌의 적극적인 참여로 나타나고

주승행(79년 졸, 서울중앙의료의원 원장) 신임 내과총동
우회 회장은 “의사는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봉사해야 할

특히 우리 내과 식구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연

있지요. 지금처럼 교실에서 준비하는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

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졸업생들입니다. 지난 1984년 2월

좌는 적극 참여할 것이고, 개원의들의 의견을 모아 다른 연

의학과 20명의 첫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났

수강좌가 더 필요할 경우 내과학교실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전임 회장님들의 면면을 볼 때 제가 회장을 해도 되나싶

고 동창회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내과총동우회의 한

이은직 내과부장님도 이 같은 적극적인 피드백을 원하시고

을 정도로 황송할 따름입니다.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

기둥이고 동우회의 큰 자산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브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개원의 회원들로부터 리

하는 모교의 내과총동우회를 이끌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란스 내과의 단합된 힘을 만들어 내주셔야 합니다.

퍼되는 환자에 대한 배려인데, 지금도 핫라인은 잘 운영되

내과 총동우회 회장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무가 있다는 의대 시절 학장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있
다”면서 “봉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천직이라는
소명을 받은 즐거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승행 회장은 진료 외에도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의사들

느끼며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제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 권익 향상에 노력해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사단체의 여러 보직을 경험했는데, 이것 모두 봉사직이라

흔히 의사협회는 다른 이익 단체(약사회나 한의사회)에

부의장이며 과거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서울시 중구

여겨왔습니다. 내과총동우회 회장도 역시 봉사를 위한 자

비해 유능하고 인원도 많은데 대외적인 정치력이 약하다

의사회 회장,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동익 회장 시절) 총무이

리입니다. 모교와 회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

합니다. 회원들 간에 공통분모가 없어서 그런지 잘 단합이

사를 역임했다.

회라고 생각하고 선배님들의 명령에 순명하며 후배들을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내과총동우회도 참 유능한 회

이끌겠습니다.

원이 많고 이제 인원도 큰 집단입니다. 서로의 공통점을 발

회장님은 “총동우회 통합을 이루는 길로 가는 다리가 되겠다”고

주승행 회장은 “소화기내과 전문의로서 COVID-19에 대

견하고 키워내며 능력을 한데 모으는 것이 내과총동우회

하셨습니다. 원로 동우회원님들과 젊은 동우회원들 간의 거

한 의문이 있으면 항상 감염내과 의사들에게 연락을 한다”

회장의 역할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의협도 보면 각 회

리를 좁히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고 있어요. 특히 중요한 환자들, 좀 더 중증의 환자들을 잘

면서 “특히 개원 의사들은 원활한 진료와 병원 운영을 위해

총동우회 회원 수가 1,600명을 넘어 섰습니다. 회장님은 “구

원들의 소속 과도 다르고 직역이 다 달라 의협회장을 중심

주위 의사들과의 릴레이션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원이 다양해지고 그 외연이 넓어졌다”면서 “구성원의 다양

으로 힘을 모으기 힘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성은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지리멸렬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

2

리퍼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협조관계가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엔 젊은 회원들이 모임에 많이들 나오시는 것
같아요. 특히 개업하고 처음에는 참 힘들 텐데 적극적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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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봅시다

참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선배와 후배

후배들한테 전화를 자주 합니다. 심장내과나 내분비내과 이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은 자주 만나는 것 밖에는 없어요.

런 분야도 평소에 전문의를 잘 알아둬야 급할 때 물어볼 수

지역별로 연세의대 동창모임도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고 내

있지요. 서울 서북지구 내과 모임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과 개업의 모임이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게

씩은 모이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 그냥 친구한테 물어

연세대 주위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등의 월례모임입니

보듯 질문합니다.

다. 그런 모임에 자주 참석하는 것이 선후배간의 거리를 좁
히는 첩경입니다. 특히 총동우회 전체 모임은 1년에 한 번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급하면 다른 과한테 컨설팅만 하

정도 할 예정이고, 각 분과별 친목 모임, 각 지역별 모임에

면 끝나지만 막상 개원을 하면 달라집니다. 다른 과 전문의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내과

들하고 릴레이션이 없으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요. 원

총동우회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활한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물론 내과총동우회에도 잘 나

강남 내과부의 임상영역 특성화, 연구력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강남내과부장
권혁문 신임 강남내과부장

와야 하지만 지역의사회나 지역동창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지난 4년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임 이동기 부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참여해야 합니다. 당장 무슨 회비 내라고 하면 손해 보는 것
열악한 의료수가 등 개원의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은

같고 모여서 밥만 먹는 것 같은데, 제가 30여년을 경험해보

드립니다. 이 부장님께서는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 전공의특별법,

대학병원에서 정년을 한 의사들이 개원의를 지망하는 경우가

니 의사들 사이의 릴레이션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

내과 수련규정 개정 등 급변하는 수련환경에 대처하며 강남내과부의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개원의 환경을 말씀해 주시고 개원

끼고 있습니다.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의를 지망하는 분들께 도움말을 주십시오.   
저의 선친이 내과 개업 의사로 활동하셨는데, 제가 개업

끝으로 100세 시대, 의사의 역할을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기 전까지는 개업의사가 돈을 쉽게 버는 줄 알았어요. 아
버님 곁에서 늘 지켜봤는데도 제가 직접 개업을 한 후에야

저의 선친은 항상 ‘의사는 자신이 건강해야 된다. 스스로

지난 4년간 어려운 의료환경, 급변하는 수련환경 (전공의

“변화하지 않는 것은 소멸 됩니다.”라는 모토를 마음에

‘병원운영이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절감했어요. 사실 본인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특별법, 내과수련규정) 등에 대처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새기고, 임상영역의 특성화, 분과의 연구력 활성화를 위해

이 직접 개업하기 전까지는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

개원의 생활을 하시는 선배의사들을 보면 건강관리를 참 잘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전임 이동기부장께 무한한 감사드리고,

역량을 집중하여, 선도적이고 경쟁력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

도 몰라요. 얼마 전에 ‘낭만닥터’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는

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소통과 중재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도약하는 강남세브란스

대학 내과학교실 강남내과부의 위상을 더욱 갖추도록 하겠

데 국가가 의료의 모든 면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선 낭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니까 마음의 건강도 잘 유지해

내과부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습니다.

의 여지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도 개업 의사가 한자리에

야 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100살까

서 10년, 20년 오래 지키고 있으면 집안 식구처럼 늘 찾아

지 환자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983년에 강남지역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태동한 영동세

끝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내과영역에서 “합리적 지성과

오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내과 개원의한테는 참 중

제가 의과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 학장님이 ‘너희들은 선

브란스내과는 이원영 교수님, 고 강진경 교수님, 문영명 교

도덕을 기반한 자기 효율과 가치감”을 가진 “자존감”이 충

요하고 낭만이에요. 어렸을 때 오던 사람이 결혼해 아이 데

택된 사람이야’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얘기가 늘 머릿속에

수님, 김현승 교수님, 이상인 교수님, 하성규 교수님, 김경

만한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되기를 노력 하겠습니다.

리고 오는 것이 낭만이지요. 그래서 선친께서 당부하신 ‘한

남아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이라는 의미는 선택되지 않은

래 교수님, 이관식 교수님, 이동기 교수님의 부단한 노고와

자리에서 오래 지켜라’라는 말씀을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깊은 뜻이 있

관심으로, 현재 45명의 교수요원, 25명의 임상강사, 27명

는 것입니다. 저도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봉사의 의무가

의 수련의들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개업 의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위 의사들과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봉사 할 수 있는 기회

유대관계를 늘 유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내과도 이제는 여

가 있다는 것이, 천직이라는 소명을 받은 즐거움이라 생각

현재 강남세브란스 내과부는 연세의료원과 내과학교실

러 분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의사들하고 서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의료보험 수가를 보면 이런 얘기

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진료-교육-연구에 자리매김 하고 있

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곤란할 때가 많아요. 저는

를 하기가 참 힘들지만,.. 봉사의 마음이라도 가져야 낭만을

습니다.

소화기내과 전공이니까 COVID-19 때문에 감염내과 전공

갖고 의사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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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우리 내과 교수님들이 보여준 헌신과 자발적

소통과 격려, 교실 안에서 살아 있는
양보와 협력의 미덕을 보았습니다

참여, 참 돋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교실 안

연구하는 의사를 육성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에 살아 있는 양보와 협력의 미덕을 보았습니다. 저도 성탄

와이드 인터뷰
이은직 주임교수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문화를 통해 꿈을 품고, 비전을 실현해가는

절 깊은 밤, 당직을 서며 병원을 돌아다니니 “아, 역시 우리

의과대학의 경쟁력은 결국 연구력입니다. 이를 위해 연

는 이 기관을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키겠다”는 마음가

구 잘하는 의사를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

짐을 절실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다 전공의 초기에 연구에 입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

당직을 섰던 모든 교수님들이 오래전 전공의 시절을 추억

원 진학 독려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공

하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세브란스의 협동

의의 급격한 대학원 진학률 감소에는 부담스러운 등록금도

정신이 이번만큼은 잘 실현되었다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한 몫을 합니다. 의과대학원에서 연구계획서 제출 시 1백만

우리 교수님들을 포함하여 수고하신 모든 교실원들께 감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만,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드리고, 더불어 강남 내과부 교실원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침 작년 말 수련 자병원인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 강보영
회장님께서 기부하신 총 1억 원 중 7천만 원을 강보영 장학금

조직을 만들어 갑시다.

이란 이름으로 전공의 대학원 장학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Vision Program은 매우 유용

앞으로 더 적극적인 장학기금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올해도 지속되겠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3학년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
던 행사입니다. 임상실습을 시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
업이나 학계에서 주목받는 모교 출신 초청 명사들과, 원내
이은직 내과학교실 주임교수는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주임교수님은 지난해 내과학교실의 혁신과 함께 인화를 바탕

젊은 강사, 조교수의 TED Talk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미래

과정에서 우리 교실원들이 보여준 열정과 서로 도우려는

으로 서로 소통하며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비전을 제시하였고, 강의 후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연구 입

태도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세브란스 창립정신 중 가

‘뛰어난 유산(Legacy of Excellence)’ 지속되도록 노력하셨

문이나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아주 유익

장 큰 미덕인 협동정신이 잘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는데요.

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올해도 학생들을 위한

있다”고 밝혔다.

Vision Program은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임교수는 “기부금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포상 제

벌써 주임교수가 된지 1년 반인데, 가장 자랑하고 싶었던

한편 전공의의 경우에는 그간 제한된 기회로 연차 대표

도를 만들어 젊은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높이겠다”면서 “앞

것이 우리 내과교실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들의 목소리만을 주로 들어왔는데, 지난해에는 보릿고개

으로 기부자명을 ‘상’의 명칭에 사용함으로써 기부한 분의

었습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을 함께 품으며 같이 실현해가

기간에 고생이 많을 1, 2년차들을 위해 연차별로 스카이라

정신을 오래 기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사업을

운지에서 점심 도시락을 함께 하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실원들이 보여준 열정과 서로

Lunch Talk(런치 토크)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랬

도우려는 태도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더니 전공의들이 평소 속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털어놓으며

또한, 내과학교실 Hospital Medicine(HM) 위원회를 맡
아 수고하신 호흡기내과 김영삼 교수와 통합내과 김창오
교수, 신동호 교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범병동에서

특히 올해 3~4년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진료 현장에서

저를 포함해 참석했던 교수님들이 전공의들을 좀 더 이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입원전담의들께 제 비전을 신뢰하고

떠났던 흔히 ‘보릿고개’라 부르는 연말부터의 12주 간은 강

하고 친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올해는 더 활성화해 매달

헌신해 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사 뿐 아니라 교수들도 당직을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한번은 모여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교

은 일문일답.

전체 재원환자의 40%를 차지하는 800명 이상의 내과부 입

수님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단순히 전공의들의 애로사항을

원환자를 절반으로 감소한 전공의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

듣는 기회뿐만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는 창구의 역할도 하

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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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용인세브란스 내과부는

지난해 38명의 내과 교수님들이 포항공대 겸무 교원에

전공의 없이 운영됩니다. 입원 전담 전문의 운영제도 (Hospi

임명되었는데 다름 아닌 포항공대의 요청에 내과교수님들

talist & Hospital Medicine)와 관련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지원한 결과입니다. 이는 clinical unmet needs를 해

주승행 내과총동우회 회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1,600
명이 넘는 총동우회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하시고자 하는 우리 교수님들의 열정 때문이라고 자문자

주승행 회장님이 취임한 후 내과총동우회에 점진적 변화

전공의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어 사실상 전공의 없는

답해 봅니다. 이제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으나 순차적으로

가 일고 있습니다. 우선 총동우회 이사회 조직이 탄탄해졌

병원이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입원전담의의

working group 결성과 연구자 간 networking 확대가 이

어요. 대표적으로 원내와 원외 동우회원 간 긴밀한 소통이

역할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미국의 대학병

뤄진다면 좋은 결실을 하나씩 거두리라 생각되고, 주임교수

가능하도록 원내,외 회원으로 이사진을 구성했습니다. 예를

원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100여명 내외의 입

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들면 교실 학술위원장이 내과 개원의 연수강좌을 준비할

원전담의를 운영하고 있어 세브란스병원 규모라면 적어도

이런 맥락에서 2019년 1월 초 공모결과가 발표되었던

때 총동우회 원외 학술이사와 함께 연수강좌를 협의하도록 한

150여 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범사업에서 받는

‘세브란스병원 임상현장기반의 우수 아이템발굴을 위한

수가로 적은 인력을 위한 인건비만을 겨우 메우는 상태입

자체 연구비 (Severance Hospital research Fund for

첫 이사회는 무려 24명이 참석한 대형 이사회로 개최되

니다. 다행히 전공의가 없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입원의학

Clinical Excellence, SHRC)’는 의료질 향상과 환자 안전

었고, 모두 의기투합해서 ‘이번에는 뭔가 해보자’는 분위기

과를 신설한 결과 적지 않은 인원을 선발하여 입원 환자 진

중심의 과제뿐 아니라 clinical unmet needs를 해결하는

가 고조되었지요. 무엇보다 회장님이 다양한 내과학교실 행

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진료 전문화에 따른 세분화도

과제에 주어지는 연구비인데, 감사하게도 2020년 제3회

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격려의 말씀도 아끼지 않으

필요하리라 예측해요.

공모까지 선정되었던 총 50여개 과제들 중 내과 교수님들

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임교수이자 총동우회 이사장으

세브란스병원 내과부는 입원의학내과 (Division of

이 지원한 25개 과제가 선정되어 연구진행 중 입니다. 특히

로서 회장님을 잘 보좌하고 이사진과 잘 협력하여 우리 내

Hospital Medicine) 창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내

이 과제 선정 시 평가 가산항목이 “융합”이라는 keyword임

과총동우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저의

정식 직제로서 입원의학분과를 만들면 소속 입원의학전문

을 생각할 때 우리 교수님들의 뛰어난 “융합 리더십”을 자랑

를 약정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

의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지고, 분과장 선임 등 전임 및 임상

하고 싶어요.

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2020년에 선정될 ‘올해의

것이지요. 또 분과 동우회 대표의 참여도 유도하였습니다.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제도가 확립되며, 궁극적으로는 강사 수련 제도를 확립

내과교수’에 그간 내과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기부자분

마지막으로 내과학교실 서고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리더

하여 타 분과처럼 성장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겁니다. 입원전

들을 순차적으로 naming하고자 하며 시상식에 초대하여

십에 관한 책도 있고. 소설, 유머 등 머리를 식힐 때 읽기 편

담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기관의 적극적 투자 마인

연구력 증진을 위한 교수 지원책, 연구력 우수 임상교수에 대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후학들이 기부자의 정

한 다양한 서적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바쁜 병원생활 속

드가 필요하고, 우수 인력의 선발과 확고한 분과 운영을 통해

한 프로세스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신을 오래 기리고 기부의 기쁨도 깨닫는 기회로 만들고자

에서 여유를 찾기 어려우시겠지만 지나치실 때 한 권씩 빼

합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과학교실 서고의 ‘커넥트 파워’라는

운영하는 기관과 소속 의사 모두 혜택을 받아야 되며, 궁극
적으로는 입원환자 진료의 질과 안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연구부분에서 모범이 되어준 교수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또 “분과 발전지원 사업” 공모도 처음 시도하였는데 이

현재 내과학교실에서는 입원의학교육프로그램 확립

지난 해 신설한 ‘올해의 내과 교수’에 교수 2명, 부교수 2명,

는 내과학교실의 전체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구성단

을 위해 Hospital Medicine 위원장인 김영삼 교수가 많

조교수 4명 등 총 8명이 선정되셨습니다. 논문, 출판물, 연

위 (부 또는 분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주요 연구력 발전계

“미래를 좌우할 가장 강력한 변수. 첫째, 거버넌스의 혁신

은 역할을 했습니다. 또 김창오 교수, 신동호 교수, 그리고

구비, 특허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의 업적을

획을 발표, 공유하고, 성공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

이 필요하다. 둘째, 개입자가 아닌 촉진자로 활약하라. 셋째

지금 이 순간에도 병동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모든

평가해 top-down으로 선정하였고 부상으로 내과학교실

모를 함께 가늠해 보고, 내과학교실의 가용 재원 안에서 최

솔선수범하라. 넷째, 혁신과 창의를 가로막지 말라”

Hospitalist들에게 주임교수의 비전을 믿고 헌신해 주심에

기부금에서 부교수 수상자 각 1천만 원, 조교수 수상자 각

대한 지원을 하고자 시행한 것입니다. 신촌에서는 호흡기내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요.

2천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및 혈액내과가, 강남과 용인에

8

이에 호응하듯 최근 동문들의 기부금이 답지하고 있음도

서는 내과부 통합과제가 선정되었는데 교실기금 (3억 5천

매우 고무적이며 한 예로 안광진 원장님(내분비내과)이 매

만 원)과 분과 matching fund를 합하여 총 10억 원 규모

주임교수님은 지난해 임상현장에서 발굴되는 ‘미충족 수요

달 기부해주신 정기 기부금으로 조성한 1,200만원을 ‘안광

의 큰 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정성어린 마음으

(unmet needs)’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셨

진 올해의 내과 교수’에 선정된 강남 내과부의 교수님께 부

로 내과학교실 발전을 위해 기부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해주십시오.

상으로 전달해 드렸는데 안 원장님은 앞으로도 매년 기부

번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책 속 내용을 소개하며 인터뷰를 마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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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올해의 내과 교수

내과학교실
연구증진사업 2020

2020년3월12일에 ‘2020 올해의 내과 교수’ (Professor of

또한, 올해부터는 그간 내과학교실 기부자들의 뜻을 기리고

the Year 2020, Internal Medicine) 선정 발표가 있었다.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선정된 부, 조교수들 전원에게 기부

‘올해의 내과 교수’는 최근 3년 동안의 연구 업적 (논문, 연

자 성함이 포함된 ‘올해의 내과 교수’명을 부여하였고, 교실

구비, 및 특허)이 우수한 교수들을 치하하고 격려하는 취지

발전을 위해 누적 5천만원 이상을 기부해주신 한민희 동문,

로 2019년에 시작된 사업이다. 매년 교수(50세 이하) 2명,

구철회 동문, 이욱용 동문, 김영진 회장(내과발전위원)의 성

부교수 2명, 조교수 4명, 그리고 특별히 강남 내과부 소속

함을 1회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원 1명을 추가 선정하여 상패와 지원비 (총 1억 1천 2백

2020년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 올해의 내과 교수’

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소화기내과 천재희 교수, 심장내과 박성하 교수), ‘2020

2019년 지원금 출연은 ‘내과 발전 기금’(1억원)과 안광진

한민희 올해의 내과 교수’ (류마티스내과 이상원 부교수),

2020년2월10일에 내과학교실 연구증진사업 선정 결과

학교실, 소아과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진단검사의학교

동문의 기부금(매년1천2백만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안광진

‘2020 구철회 올해의 내과 교수’ (류마티스내과 송정식 부

발표가 있었다. “내과학교실 연구증진사업”은 내과학교실

실, 마취통증의학교실의 주임교수들로 구성된 심사단이 ‘배

동문의 기부금은 추가 선정된 강남 내과부 교원에게 지정

교수), ‘2020 이욱용 올해의 내과 교수’ (강남 호흡기내과

의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올해 처음 시작한 제도이다.

경 및 목적의 명확성’ ‘연구 증진 지원의 필요성’ ‘연구 증진

지급되기에 ‘2019 안광진 올해의 내과 교수’로 이름 붙여진

박혜정 조교수), ‘2020 김영진 올해의 내과 교수’ (심장내과

단위병원의 내과부 또는 각 분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연

의 기대효과’ ‘예산편성의 타당성’ ‘분과(내과부) 자체 기금

다. 올해는 ‘내과 발전 기금’ (6천만원), 고 박인서 교수 가족

유희태 조교수), ‘2020 박인서 올해의 내과 교수’ (종양내과

구과제들 중, 국가나 연구기관 공모 연구비 지원에는 적절

(matching fund)’의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기부금(2천만원)과 안동병원 강보영 회장 기부금(2천만원),

김혜련 조교수), ‘2020 강보영 올해의 내과 교수’ (소화기내

하지 않거나 다소 부족한 과제에 대해 교실가용재원 내에

및 작년과 동일하게 안광진 동문 기부금 (1천2백만원)으로

과 김범경 조교수), ‘2020 안광진 올해의 내과 교수’ (강남

서 최대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루어졌다.

호흡기내과 변민광).

2020
올해의
내과

올해의 내과 교수
소화기내과 천재희 교수

심장내과 박성하 교수

이욱용 올해의 내과 교수

김영진 올해의 내과 교수

박인서 올해의 내과 교수

강남 호흡기내과 박혜정 조교수

심장내과 유희태 조교수

종양내과 김혜련 조교수

교수
선정
결과

한민희 올해의 내과 교수

구철회 올해의 내과 교수

류마티스내과 이상원 부교수 류마티스내과 송정식 부교수

강보영 올해의 내과 교수

안광진 올해의 내과 교수

소화기내과 김범경 조교수

강남 호흡기내과 변민광

이상원
내과학교실 연구위원장

심사를 통해 ‘강남 내과부’ (질병 중심 융합 코호트 자료
구축; 강남내과부 자체 기금6천만원), ‘용인 내과부’ (연구

이 연구증진사업은 ‘내과 발전 기금’에서는 출연된 3억

인프라 구축 사업; 용인 내과부 자체 기금 8천만원), ‘신촌

5천만원 외에도, 신촌, 강남, 용인의 각 분과의 자체 기금

호흡기내과’ (호흡기 질환 연구기반을 위한 폐 오가노이드

(matching fund) 출연까지 총 1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시

모델 구축, 분과 자체 기금 1억원), ‘신촌 내분비내과’ (임상

작하게 되었다. 특히 인상깊었던 부분은 혈액내과에서 치료

연구 데이터사이언스 플랫폼 구축; 분과 자제 기금 1억원),

받으셨던 고 강사문 환자분께서 전 재산을 연구비로 기부

‘신촌 소화기내과’ (소화기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코호트

하여 분과에서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혈액암연구소 설립을

수립; 분과 자체 기금 2천만원), ‘신촌 혈액내과’ (혈액암 미

앞두고 있다는 소식으로, 이는 혈액내과의 세계적 연구 경

세 환경 내 기억-유사 자연살해세포의 역할 및 치료기술 개

쟁력 마련에 초석이 되리라 기대되기에 다시 한번 지면을

발; 분과 자체 기금 2억6천만원)의 총 6개 과제가 최종 선

통해 고인이 되신 기부자분의 명복을 빌며, 또 호흡기내과

정되었다.

를 위해 큰 금액의 분과발전기금을 기부해 주신 재미 연세

“내과학교실 연구증진사업”은 소규모, 단일 과제 성격의

대 의대 이선아 동문(94졸) 부부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

기초 및 임상 연구력 향상을 꾀하기 보다는 해당 분과 또는

한다. 마지막으로 용인 내과부에서 개원 초기부터 연구력

내과부의 전체적 연구력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극대화를 목표로 최동훈 용인 세브란스병원장과 박석원 부

미래지향적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하여 발전의 기반을 다

장이 흔쾌히 기금 출연을 해준 것도 뜻 깊은 소식이라 하겠다.

지고 이를 바탕으로 내과학교실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기

앞으로도 내과학교실의 연구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지속적 ‘올해의 내과 교수’ 선정을 위한 재원으로 기존의

‘올해의 내과 교수’ 선정은 계속될 것이며 내년부터는 누적

“내과 발전 기금”만으로는 부족하리라 예상되는 바, 더 많

“내과학교실 연구증진사업” 은 2020년1월9일 공모 후,

를 기대해 본다. 향후 “내과학교실 연구증진사업”을 지속적

기부액 3천만원 이상인 기부자의 성함까지 포함하여 1회에

은 기부금 유치를 위한 관심과 후원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강남 내과부, 용인 내과부 및 신촌 10개 분과가 지원을 하

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교실원들의 관심과 후원

한해 ‘올해의 내과 교수’명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생각된다.

였고, 2월5일 구두 발표를 통해 내과학교실 외에도 외과

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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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학교실, ‘아산의학상’ 젊은 의학자
부문 잇단 수상

성 지방간 질환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세계 최초로 입증하

김범경 교수 제11회 수상, 이용호 교수 제13회 수상
내과학교실 젊은 의학자들의 연구력, 국내외에서 크게 인정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면서 지방간의 새로운 기전과 치료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
가를 받았다. 주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근감소증 문제에

이어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기간 동안 임상의사로서 그

주목한 이 교수는 당뇨병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 내분비

리고 의학 연구자로서 필요한 덕목과 자질에 대해 가르쳐

대사 질환에 대한 기전 및 치료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주시고 저를 당뇨병 연구의 길로 이끌어주신 차봉수 선생
님, 그리고 연구의 방법론과 기초실험에 대한 실질적인 조

기존에 비만이나 당뇨병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으
로 지목됐지만 이용호 교수는 그 외에 새로운 위험인자로

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은석 선생님과 이병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근감소증을 제시하고, 간과 근육 사이의 상호작용을 입증하
내과학교실 교원들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
이 수여하는 ‘ 아산의학상’ 젊은 의학자 부분(40세이하)을

선배님들과 저와 함께 고생했던 동료 및 후배들 덕분에 연

면서 근육이 지방간의 새로운 치료 타깃으로 이용될 가능

이용호 교수는 “전임의 시절부터 기초, 임상 및 중개 연구

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을 제시했다. 특히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근감소증인 경

경험을 통해 저 혼자만의 노력이나 역량보다는 각 전문분야

우 간 섬유화가 더욱 악화된다는 것과 당뇨병 환자의 근감

선생님들, 그리고 동료들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

소증이 지방간염과 간 섬유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임을

을 수 있었다”면서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다양한 연구를 할

증명했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내외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잇따라 수상하고 있다. 이용호 내분비내과 부교수가 최근
제13회 아산의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범경 소화기

김범경 교수는 “저는 요즘 B형간염 치료의 적절한 시작
시점에 관한 연구, 간암을 예방하기 위한 B형간염 약제 간

내과 부교수는 제11회에서 수상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열정적으로 저와 함께 연구하고 있는 저

효능 비교, 간암 치료 성적 향상을 위한 지침 개발 등에 관
연세의대 내과학교실의 젊은 의학자들의 연구력이 국내
외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두 교수의 연구를
발판으로 세계 여러 의료진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내과학교실의 성가를 크게 높이고 있다.

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용호 교수의 연구를 발판으로 세계 여러 의료진이 B
형, C형 바이러스로 인한 간염 및 간경화와 근감소증의 상

이용호 교수, 근감소증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세계

┏

최초로 입증하면서 지방간의 새로운
B형간염 치료의 적절한 시작 시점에 관한 연구,

기전과 치료 근거 마련

간암을 예방하기 위한 B형간염 약제 간 효능 비교,
간암 치료 성적 향상을 위한 지침 개발 등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어

┛
김범경 소화기내과 교수는 ‘11회 아산의학상’ 젊은 의학

희 실험실 식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

관관계에 대한 연구 및 근육 회복을 통한 지방간 치료 초

그는 “무엇보다도 제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이지

기연구도 진행하는 등 지방간 관련 역학 및 치료 연구 패

않는 곳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아버님, 어머님과 사위

러다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일

를 항상 자랑스러워 하시는 장인어르신과 장모님께 감사의

반인도 쉽게 사용 가능한 지방간 예측모델과 당뇨병 예측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바쁜 남편을 이해해주

모델을 각각 개발해 배포함으로써 임상연구 분야에서 질

고, 묵묵히 내조해온 사랑하는 아내 정은이, 그리고 아빠가

병예측모델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함에도 밝게 자라고 있는 지안
이, 성하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용호 내분비내과 교수는 지난 1월 ‘제13회 아산의학상’
젊은 의학자 부분에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3월 19일 서울

임상연구 외에 기초실험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는 이용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교수는 지방간 치료후보물질의 기전과 효능을 규명해 발표

이용호 교수는 “이 상은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통해 당뇨

젊은 의학자 부문의 상금은 5천만 원이다.

하기도 했으며,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

병 환자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하라는 의미

는 바이오마커를 발명해 특허 등록 하는 등 근감소증과 비

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더욱 더 겸손한 마음으

알코올성 지방간의 관계를 활용한 치료제 개발 중개연구에

로 열심히 연구하여 당뇨병 및 지방간 치료에 조금이라도 기

도 힘쓰고 있다.

여할 수 있는 좋은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 부분에 선정됐다. 김범경 교수는 국내에서 유병률이 높
은 B형 간염에 의한 간암 발생예측에 있어 기존 모델보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뛰

우수한 새로운 예측모델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등 간암환자

어난 업적을 이룬 의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7년 ‘아산

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다는 평가

의학상’을 제정했다. 재단은 제13회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

를 받았다. <세브란스 내과 2018년 봄호 참조>

해 지난해 6월부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의 일관성과

이용호 교수는 “먼저 의과대학 학생 시절부터 항상 연구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 “연구 주제로 공부해온 지방간, 당

독창성, 해당 연구의 국내외 영향력, 의학발전 기여도, 후진

에 대한 열정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존경하는 은사님

뇨병 등의 대사 질환은 모두 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신 고 허갑범 선생님과 이은직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면서 “향후 노화가 대사질환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기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몇 달 전 허 선생님께 병문안을 드

전을 규명하고, 이를 통한 대사질환의 치료제 개발을 목표

렸을 때, 병상에서도 논문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연구하라고

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가 내과, 그 중에서도 소화기내과,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간장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한 것은 내과 전공
의 3년차 때였다” 면서 “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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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교수는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과 비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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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병동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COVID－19의 현장에서...

Level D 방호복을 입으면 땀이 많이 나고, 피부에서 증
발하는 수분 때문에 1시간만 지나면 goggle에 습기가 차서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선 조교수 인터뷰
(COVID-19 전담병원 충주의료원 파견근무 )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봄에 근무해서 이나마 다행
이었지만, 여름이 되면 정말 고생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방호복이 머리를 모두 덮기 때문에 작은 소리가 잘 들
리지 않고 청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중으로 장갑을 착
용하기 때문에 시술을 할 때 시술의 성공률이 떨어지고 컴
퓨터 키보드조차 정확히 누르기 어렵습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서 병동에 한 번 들어간 물건은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
다. 그래서 회진을 돌면서 쓴 메모를 가지고 나올 수 없어서
메모지를 밖에서 볼 수 있게 유리문에 붙여 놓고, 나와서 유

엄재선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조교수

리문 반대쪽에서 메모지를 사진 찍어 가지고 갑니다.
료소에서 일하시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응급구조사

전세계적인 전염병 확산 사태에서 COVID-19 전담 병원이라

들이 더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무하며 느낀 점은?

어디에서 얼마 동안 근무하였나?

살아서 자택 격리가 쉽고,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아직은 제 외

저는 3월9일부터 4월10일까지 충주의료원에서 근무하

래 환자가 많지는 않아서 저는 파견 근무하는데 가정 적합

였습니다. 충주의료원은 대구에서 COVID-19 환자가 폭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께서 제가 대단하다고 생

충주의료원의 진료 환경은 어떤가?

로운 전염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군 병원이 전시

적으로 늘던 3월초에 COVID-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습

각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선생님들이

제가 충주의료원에서 받은 인상은 “전염병의 대량 발생에

를 위해 존재하고 평소에 전시 체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니다. 이곳에서는 오로지 COVID-19 환자만을 진료하고 있

COVID-19 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싶지만, 병원에 맡은 일이

잘 준비된 병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COVID-19 전담 병원으

것처럼, 우리 병원도 전염병 환자의 대량 발생 사태 또는 긴

습니다. 충주의료원에는 대구에서 전원온 환자, 충청북도

막중하여, 가족이 있어 가시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로 지정 받자 마자 변신 로보트처럼 한나절만에 병실을 빠르

급 재난 사태에 대비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겠습니다. 전

게 개조하였습니다. 환자가 있는 공간과 의료진이 머무는 공

염병의 차단을 위해서 병실이나 응급실의 구조 변경에 대

내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있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전원온

COVID-19 사태는 아직 진행 중이며, 앞으로 또 어떤 새

환자, 충청북도 내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COVID-19는 전염력이 강한데 두렵지는 않았나?

간을 차단하고, 의료진이 들어가 방호복을 착용하고, 병실에

한 계획이 있어야겠고, 방호 장비를 미리미리 충분히 준비

저는 병동 하나를 맡아 입원 환자들을 진료하였습니다.

COVID-19의 전염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높지 않습니

들어가 환자를 보고, 방호복을 벗고 샤워하고 나올 수 있는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과와 부서의 장벽을 낮추

다. 전염력과 치명률은 대개 반비례 합니다. 외국에서는 주로

동선을 drive-through 또는 walk-through 형태로 잘 만들

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운영하는 계획도 있어야겠

COVID-19 환자 진료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위중한 환자를 대상으로 COVID-19를 검사하게 되어 치명

어 놓았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기

습니다. 유연한 자세로 앞으로 또 있을 전염병의 대량 발생

제 친한 후배 의사가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 부원장으

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이라도 의

위하여 전화로 대화하고, 불필요한 시술을 줄이고, 혈당 측정

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로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은 원래 재활의학 위주

심되면 모두 COVID-19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치

을 환자 스스로 하게 하였습니다. COVID-19 환자 전용 복도

의 병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COVID-19 전담 병원으

명률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인류는 전염병과

와 엘리베이터를 마련하는 등 환자의 동선과 의료진의 동선

충주에서 1달 간 지내시면서 느낀 점은?

로 지정되어 모든 환자를 퇴원시키고 COVID-19 환자 200

의 싸움에서, 비록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한 번도 패하지 않

을 잘 분리하여 놓았습니다. 병실 안과 밖의 의료진의 대화를

인구 21만 명이 사는 충주에 호흡기내과 전문의와 감염

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후배는 “이게 현실이 아니라 꿈을

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번 싸움에서도 인간은 잘 이겨낼 것

위하여 무전기를 준비하였고, level D 방호복을 입고 청진이

내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충주 시민

꾸는 것 같다”, “전쟁터 같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후배

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젊고 건강해서 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자청진기와 스피커도 준비하였으며, 각 병

들은 호흡기내과 전문의, 감염내과 전문의를 만나러 강원도

와 대화를 나누면서 대구가 마치 중국 우한과 같이 큰 위기

COVID-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 폐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동마다 intubation 등의 응급 상황에 쓸 수 있도록 powered

원주까지 가야 합니다. 의료 부분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불

에 빠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COVID-19

높지는 않습니다. 저는 level D 방호복을 입고 병실에 입원한

air purifying respirator(PAPR)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료진

균형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대학이

의 현장에 가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소수의 환자를 보았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였습

들도 과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 일을 나누며 돕는 것도 매우

이런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를 했으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저는 저희 가족이 외국에

니다.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보아야 하는 응급실이나 선별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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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병원 건축 강진경 전 의료원장...
“내과 선배들의 업적 기린다”
강진경 선생 전기 제작 추진, 한광협 명예교수 인터뷰

┏

내과 출신 첫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강진경 선생,
내과총동우회 총무 19년 역임하며
선후배의 가교 역할 해내

┛

까지 총무를 지내며 이보영, 최흥재, 김기호, 고윤웅 회장과

와 경영 효율을 크게 높였다”면서 “강 선생님은 이처럼 결

함께 내과 출신들의 교류와 단합에 힘썼다.

단력과 혜안을 갖추신 뛰어난 리더였는데, 새 병원 개원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시고 개원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도

“내과 선배님들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고 강

┏

진경 의료원장님의 전기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강진경 의료원장,
IMF 외환위기 충격파 딛고 기부금 모금 등을

강진경 선생은 이보영·최흥재 선생과 함께 우리 내과에서

한광협 내과학교실 명예교수는 “제가 주임교수 시절 ‘내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새 세브란스병원 건립.

소화기분야의 역사를 연 주역 중의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

과학교실 130년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선배님들의

경영혁신 통해 글로벌 세브란스 기반 마련한

다. 한광협 교수는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장으로 재직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다”면서 “우리 후학들은

탁월한 병원경영인

던 2010년 위장관 내시경 등 소화기내과의 역사적 자료들

선배님들의 업적에 대해 조명하면서 미래의 동력으로 삼을

┛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을 전시한 기념관을 내시경실에 마련하면서 해방 이후 우
리나라 소화기학을 개척한 이보영·최흥재 선생님과 함께

“강진경 의료원장님은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던

강진경 선생님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홀도 함께 조성하였다.

지난 2월 정년퇴임 후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시절, 기부금 모금 등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새 세브란스

한광협 교수는 “우리나라 소화기 분야와 위장관 내시경 역

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광협 교수는 “외과 쪽에서는 선배들

병원을 지으셨습니다. 그 분이 아니었으면 과연 우리가 의

사를 조명하며 미래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기념관을 열

을 기리는 기념홀이나 흉상, 흉판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

료계의 기념비적인 건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었다”고 말했다.

는데, 우리 내과는 그런 면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
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진경 의료원장님은 영동(강남)세브란스병원장, 세브란
스병원장, 의무부총장 겸 연세의료원장을 역임하시며 변화

한광협 교수는 “처음에는 내과 총동우회의 승인을 받아 이

들어요. 건축 과정에서 본인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

보영, 강진경 두 분 선생님 기념사업을 추진했는데, 강진경

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 더 기관을 위해서 헌신하신

강진경 선생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전기는 정재복

선생님 기념사업은 미완으로 남아 있었다”면서 “후임 주임교

거죠. 새 병원 개원 이후 많은 의료기관들이 우리 병원을 모

명예교수, 박중원 교수, 이용찬 교수, 박승우 교수 등 많은

수님들의 협조로 내과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강진경

델로 삼아 변화를 따라왔습니다. 강진경 선생은 의료계에

내과학교실 동우회원들이 참여해 한창 제작 중에 있다. 강

선생님 기념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큰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진경 선생의 학창시절부터 시작해 의과대학, 내과전공의,

와 혁신을 주도한 탁월한 병원경영인이셨습니다. 무엇보다

교수 및 교평의장 시절, 병원·의료원 경영 시절 이야기를 담

우리나라 췌담도 분야를 개척하시고 백낙준 전 연세대 총

내과 출신 첫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역임한 강진경

한광협 교수는 “이전에는 CT, MRI를 병원 외부에서 촬

장, 김명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 많은 스승님들을 직

선생은 내과총동우회의 총무를 19년 동안이나 맡아 선후

영해 한 달 정도를 기다려야 했는데, 강진경 선생은 병원장

접 진료하신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배의 가교 역할을 했다. 첫 발족 해인 1975년부터 1993년

취임 후 곧바로 내부에 CT, MRI 시설을 만들어 환자 진료

16

았고, 논문 목록집, 고인을 회고하는 선후배들의 원고로 구
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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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교수님을 기리는 일...
내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주임교수와 신경과장을 지내면서 연세의대 신경과 발전의

김승민 신경과 교수, ‘김기환 교수 기념사업회’ 모금 운동 나서

수님 소천 이후에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김기환 교수 기념

기틀을 만들었다.
김승민 교수는 “신경과 동문회와 신경과학교실에서는 교
사업회를 결성하였다”면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김기환
연구자상(상금 500만원)을 마련하여 논문 업적이 탁월한
대한신경과학회 정회원에게 2021년부터 매년 시상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환 교수님은 우리 내과학교실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내과학

김승민 기념사업회장은 “작년 7월부터 시작한 모금 운동

교실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신경과학회의 독립에 공헌하셨습니다. 교수님

은 많은 내과 동문들의 협조로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목

소천(2018년 12월) 이후에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김기환 교수 기념사업회’를

표액은 3억 원인데 현재 2억 가까이 모금이 되었다”고 말했

결성하였고,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김기환 연구자상’을 마련했습니다.

다. 김승민 교수는 “신경과 동문들 뿐 아니라 특히 김기환
교수님을 아시는 내과 전문의들, 우리 의국 출신들의 참여
고 신경과 환자를 진료하던 내과 의사들과 신경정신과 의

를 부탁드린다”면서 “김기환 교수님은 친화력이 남달라 술

사들을 규합하였다.

자리를 만들어 의국원들과 자주 어울려 인기가 참 많았다”
고 회고했다.

김승민 신경과 교수는 “김기환 연구자상이 지속성을 가

대 내과학교실 교수로 부임했다. 이후 1983년 세브란스병

마침내 김기환 교수는 1982년 신경정신과를 신경과와

지려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김기환 교수님

원 신경과가 개설될 때까지 세브란스병원 제6내과(신경내

정신과로 분리 독립시켜 각각 전문과목으로 인정받도록 법

김승민 교수는 “김기환 교수님은 모든 것이 열악했던 시

을 기억하는 내과학교실의 모든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

과) 과장을 역임했다.

제화를 이룬 큰 업적을 쌓았다. 김기환 교수의 노력이 없었

절 고군분투하시며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발전의 디딤돌을

다면 현재와 같은 신경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

마련하신 분”이라며 “이번 모금 운동은 돈의 액수보다는 우

“김기환 교수님은 내과 전문의로 의사 생활을 시작하였

다. 대한신경과학회 회장과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김기환

리 내과총동우회의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게 더욱 중요하

습니다. 분과 이름이 아닌, 제1내과, 제2내과로 불리던 시

교수는 1983년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이 창설되면서 초대

다”고 말했다.

다”고 말했다.
김승민 신경과 교수는 현재 김기환 교수 기념사업회장을
맡아 모금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절 제6내과를 맡아 세브란스 내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습

┏

니다. 순천향병원을 개설하셨던 서석조 교수님을 만나게 되
면서 신경과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번 모금 운동은 돈의 액수보다

〈모금 안내〉

우리 내과총동우회의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게 더욱 중요

┛

지금은 전문과목으로 신경과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지
만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신경과라는 전문과목 자

-

김기환 연구자 상

체가 없었다. 당시 신경과 환자 진료는 크게 두 가지 의사
김기환 교수는 우리나라 신경학의 태두로 연세의대 신경

그룹에 의해 진행되었다. 즉 내과의 한 분야로 신경과 환자

과학교실 창설과 함께 초대 주임교수를 지내며 학문의 기

를 진료하는 내과 전문의 그룹과 신경정신과 한 분야로 신

반을 다지고 수많은 후학을 양성했다. 1957년에 세브란스

경과 환자를 진료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그룹으로 나뉘어

의전을 마친 후 1961년 세브란스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를

져 있었다. 김기환 교수는 1970년대부터 전문과목으로 신

취득하고 가톨릭의대 내과(1963~1974년)을 거쳐 연세의

경과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정부 인사들을 끈질기게 설득하

18

사 업 명-

●

-

1 구좌 20만원

-

전용 가상계좌 -

우리은행  002-561015-61-000  연세의료원

기부하신 금액은 모두 의료원 발전기부사무국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며 연말 정산 시 세금 공제해택을 받는 영수
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신 금액은 의료원 발전기부사무국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신경과
학교실과 기념사업회는 재정 관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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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과장 인사말

신임과장 인사말

신임 인사말
신임과장 인사말

김철식 내과장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안성수 내과장 용인세브란스 류마티스내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장을 맡게 된 김철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저는 2020년 2월부터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과장을 맡게 된 안성수입니다. 먼저 수련시절부

여러 선배 교수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높은 명성의 역할, 책임에 동참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영광

터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세브란스병원 내과학교실의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항상 많은

스러운 마음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버금가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세의료원의 내분비

가르침을 주신 제 전공분야인 류마티스내과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과는 신촌, 강남에 계신 여러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많은 연구, 진료의 업적을 닦아 놓으셨으며 그
수준은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분과장으로 역할을 맡게 저는 훌륭한 명성에 흠이 되지 않도록 진료, 연구 그리고 교육 부분에서도 많
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위치한 용인지역은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명이 넘는 3개의 도시 중 하나이며 병
원 인근에 대규모의 실버타운이 위치하여 당뇨병,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특히 높아 내분비내과의 진료영역에서의 역
할이 더욱 막중한 곳 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역은 여러 의료관련 연구소가 위치해있는 곳으로 향후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분야에서
도 내분비내과의 역할에 많은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 및 연구 분야에서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과원들과 화합을 하여 그
동안 연세의료원이 쌓아온 명성에 누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며 내분비내과, 내과 그리고 ‘세브란스’의
발전을 위해 기여를 하는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이 개원하면서 용인 내과부 산하에 류마티스내과가 신설되고 제가 임상조 교수 발령
과 동시에 하나의 과를 이끌어가는 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 니다. 저는 우선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이 용
인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의료를 선도하는 의료
기관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임상연구 측면으로도 관심을 기울여 신축)용인세브란스만의 모델을 구축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이 목표로 하는 디지털 기반의 혁신 의료서비스를 구축을 통한 의료산업을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동시에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소속된 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학술적인 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계속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개원 초기이고 혼자서 다양한 업무를 원만히 하는 것이 벅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과 함께 저 자
신도 성장해 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한걸음씩 나아가는 단계이지만,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의 많은 구성원들
이 하나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어 빠르게 발전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과 함께 내과부, 그리고 류
마티스내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필기 내과장 강남세브란스 통합내과

황도유 내과장 용인세브란스 혈액종양내과

저는 이번에 강남세브란스병원 통합내과장을 맡게 된 민필기입니다. 강남세브란스 통합내과에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 혈액종양내과 과장을 맡게 된 황도유 입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이기병, 박승교, 도화미, 신택수 선생님 등 총 네 분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

새로이 경기 이남에서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병원의 이념 및 사명을 알리는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근 수련 제도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많은 변화와 어려움속에서 출발한 통합내과가 전임 윤영원 과

시점에서 혈액종양내과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이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원장님, 주임교수님,

장님과 입원전담전문의 선생님들의 부단한 노력덕분에 지금까지 성공적인 기반을 갖추었다고 생
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정착되고 통합내과가 완전한 역할을 하기위해서
는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선 부족한 인원을 확충하고 진정
한 통합내과의 독자적인 병동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의 여러 병원들
에 각 병원들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의 특성과 요구
에 가장 부합하는 체계를 찾아내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이상적인 통합내과의
역할을 찾아내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과부의 다른 분과나 원내 타 임상과들과도 지속적인 의견 교
환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응원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부장님 및 많은 선배 교수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의 혈액종양내과는 임상교
수 3명(김수정, 오지수, 황도유) 및 진료교수 1명(이가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시점이기에 아직은 어색하고 조심
스러운 면이 있지만, 모두 소명감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 곧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으로 삼고 항상 섬김의 자세로 일하고자 합니다. 주변의 이미 자리잡은 타 병원과의 공존 속에서 세브란스의 가치를 빛
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보다 환자를 사랑하며 돕고자 하는 일치된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과 자세는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
는 근원적 힘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소통과 화합의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발상의 전환
을 시도하고, 열린 자세로 대응하여 혈액종양내과 모든 교원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든든한 세브란스의 유산과 가르
침을 바탕으로 함과 동시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진료와 연구가 선순환 되는 기반을 만들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뢰받으며 앞서나가는 암 환자 진료를 꼭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기여에
도 큰 관심을 갖고, 저희 동문 및 협력 기관과의 상생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존중하는 자세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미미하나
지치지 않고, 시간을 금으로 생각하여 용인세브란스병원과 내과학교실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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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교원 인사말

승진교원 인사말

승진교원 인사말

김승업 교수 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이상원 교수 세브란스 류마티스내과



2020년도 연세대학교 내과학교실 교수로 승진하게 된 소화기내과 김승업입니다. 저는 1999년에 졸업을 해

2020년3월부터 교수로 승진하는 류마티스내과 이상원입니다. 먼저 교수로 승진을 추천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서 현재까지 신촌세브란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간분야입니다. 간세포암, B형간염, C형간

내과학교실 이은직 주임교수님과 류마티스내과 박용범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르침

염, 희귀질환, 간경변, 지방간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

과 격려, 조언을 아낌없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선후배, 동료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로 최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는 긴섬유화의 비침습적 예측, 간세포암종 발생의 예측입니다. 최근 비알코

영국 임페리얼 컬리지 혈관염클리닉에서 ANCA연관혈관염 코호트 운영과 동물실험을 공부하고 귀국한 직후,

올성 지방간에 의한 간섬유화의 진행이 문제가 되어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진료 및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어서 비알코올

류마티스내과 선생님들과 병원 관계자분들의 지원으로 ‘혈관염클리닉’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성 지방간질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치고 있고 안타깝게 간경변, 간세포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무엇보다도, 내과학교실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신 도움 덕분

는 조금 더 비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다.

에 현재는 국내 최대 규모의 ANCA연관혈관염 전향적 코호트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ANCA연관혈관

이번 승진을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후배 교수님들께서 승진을 축하해 주시지만 사실 저에게 직함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크게 중

염 환자만의 고유한 임상 특징을 분석하여 국내 환자에 특화된 맞춤치료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 승

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교수가 될 때, 부교수가 될 때, 그리고 지금 교수가 될 때, 어떤 벽을 혼자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뛰어 넘

진에 대한 소감을 준비하며, 제중원이 태동했던 시간,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구했던 사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긍휼하신 마

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선후배 교수님들께서 이끌고 밀어 주시고, 연세대 또는 다른

음으로 소외된 혈관염 환자들을 품고 최선을 다 하리라 다짐을 해 봅니다. 늘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신 스승이신 이수곤 교수님과 박용

의료기관의 학문적 성취가 높은 교수님들께 자극 받아 작게나마 연구를 진행하고, 진료하는 환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학생들

범 교수님, 그리고 여러 내과학교실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로부터 제 자신 스스로 지식이 모자람을 느끼게 되는 등 아쉬움과 미련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직함의 변화는 그저 따라오게 된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세대 의대의 교수직으로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들의 효과적인 치료, 기관과 국가를 빛낼 수 있
는 연구, 단순한 지식보다는 참된 의술의 전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정은 교수 용인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저는 이번에 임상교수로 승진하게 된 용인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이정은입니다. 먼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

김지현 교수 강남세브란스 소화기내과

록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주임교수님을 비롯하여 여러 분과 과장님들과 선후배, 동료 교수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주 진료 분야는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만성사구체신장염, 신장이

2020년 3월로 소화기내과 교수로 승진한 김지현 입니다. 2009년 조교수로 임용된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식 등이며 학술적으로는 주로 만성신부전환자나 혈액투석환자에서 신체계측을 통한 근육감소 상태, 영양상태

끌어주시고 가르침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소화기

및 면역기능저하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만성신부전환자 중에서도 IgA 신장염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규모 의료보험 데

내과에서 상부 위장관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위암, 식도암이 주 진료 분야로 내시경 절제술과 같은 내시경 시

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위험 요인 및 질병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장이식이 앞으로는

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의 특성상 조기암부터 진행단계까지의 환자들을 고루 접할 수 있으면서 자연스레

만성신부전환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신대체요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개인적으로는 신장이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나 그 동안에는

각각에서의 unmet needs를 해결하는 주제가 제 연구의 기반이 되어 왔고, 내시경 영상을 이용한 인공지능 연구 및 오가노이드 전임

현실적으로 신장이식환자들을 많이 볼 수 없었던 여건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가 없었으나 2020년 3월 용인세브란스병원

상 모델을 통한 유전체 연구를 통해 이질적인 위암의 규칙성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제 연구가 의료계에 도움이 될 수

의 새로운 개원과 더불어 향후 10,20년 동안 새 병원에서 신장이식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용인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가

있는 실질적인 결과로 적용되도록 제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모교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늘

용인 지역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격려

감사하며 제가 일하는 기관과 모교에 보답하고자 늘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숙 교수 강남세브란스 내분비내과
2020년 3월로 내과학교실 내분비내과 교수로 승진한 박종숙입니다. 전임강사로 임용되고 지금에 이르기까
지 많은 가르침과 기회를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선후배 동료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분비내과에서 당뇨병을 위주로 임상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술적 주연구분야는 당뇨병 환자의 동맥
경화증 및 이상지질혈증에 관한 연구입니다. 앞으로도 임상 및 연구 모든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게 이런 영광된 기회를 주신 걸 감사드리며 처음 시작할때의 각오와 책임감을 가
지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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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교수 강남세브란스 소화기내과

김은영 부교수 세브란스 호흡기내과

부교수&임상부교수

2020년 3월로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교수로 승진한 이정일입니다. 1996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강남세브란

안녕하십니까. 2020년 호흡기내과 부교수로 승진한 김은영입니다.

스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전임의까지 수련 한 후 인하대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다가 2013년부터 강남세브란스에서

지난 2년간 미국 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 국외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승진이라는 기쁜 소식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기관인 세브란스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항상

함께 복귀하게 되어 더없이 영광스럽습니다. 늘 지지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여러 스승님들과 동료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진료, 연구,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레지던트 1년차 말에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질환이 주전공인 이관식 선생님을 지도교수님으로 모시고 이관식 선생님께 파이펫 잡는 법부터 배운 것이 제가 간을 전공하는 교수가 된

먼 타국에서 환자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시간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환자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달은 귀한 시간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외부에서 경험을 쌓고 다시 모교로 돌아와서 일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

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많은 비흡연자 폐암의 원인 규명과 조기 치료를 위한 연구에

록 많은 가르침과 기회를 주신 여러 선배 선생님들과 동료,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임상적으로는 간염부터 간

집중하고,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여 아직 정립되지 않은 비흡연자 폐암 스크리닝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가장 큰 연구

경변, 간암 등 간질환 환자를 보고 있고, 학문적으로는 간섬유화의 기전에 관심이 많아서 이 분야의 중개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표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자주 접하시는 흉부 CT 이상 소견 환자들에게 좀더 명쾌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답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는 간섬유화의 원인 중 하나인 지방간, 지방간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초연구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판 업적만

대학에 근무하는 임상 의사로서, 진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토대로 실제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소

을 위한 연구가 아닌 실제 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위해 다른 연구자들과 협업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중개연구 및 임상연구

양을 갖춘 후배 내과 의사를 길러내는 소명을 다하도록 늘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더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진료, 연구, 교육에 균형을 이루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경 부교수 세브란스 소화기내과

김혜련 부교수 세브란스 종양내과
2020년 3월로 내과학 교실 종양내과부교수로 승진한 김혜련입니다. 제가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2020년 3월 내과학교실 부교수로 승진한 소화기내과 김범경입니다. 세브란스병원 내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여

기회를 주신 여러 교수님, 선후배님, 동료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 주신 여러 스승님들과 동료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의 주된 진료 및

저의 주 진료 분야는 폐암, 두경부암, 식도암의 항암, 면역, 표적 치료와 신약 임상연구이며 암면역기전과 약물

연구 분야는 소화기내과 영역 중 간질환이며, 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내성에 관련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에서 간질환은 과거 B형, C형간염 관련 질병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그 중심축이 지방간염을 비롯한 만성 대

최근 암치료에는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치료가 도입이 되면서 환자분들의 생존률에 눈부신 증가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 임상을 통하여

사 질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저는 앞으로 간질환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새로운 면역항암제, 표적약제가 환자에게 사용이 되고 그동안 치료를 포기하던 환자분들이 소중한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의사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간질환은 여러 장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내과 내 다른 분과는 물론, 다른 전공 분야와의 원활한 협

로서 보람을 느끼고 새로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암은 사망률 1위의 질병이고 어떤 치료이든 내성 발생으로 인한 치료의 어

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제 진료에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선배님들과

려움이 있으며 아직도 풀어야 하는 난제가 많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의 교수로서 진료, 연구, 교육 부분에서 제게 맡겨진 임

후학들에게 자랑스럽고 귀감이 되는 내과학 교실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감사히 그리고 천천히,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로 향후 10년 20
년 임상과 연구 모두에서 보람되고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김송이 부교수 세브란스 호흡기내과
안녕하세요? 올해 3월, 호흡기내과 부교수로 승진한 김송이 입니다. 2013년에 임상조교수로 임용되어, 여기까
지 올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기회를 주신 여러 선생님들, 선후배, 동료 분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지선 부교수 강남세브란스 내분비내과

저는 주로 폐이식 환자와 간질성 폐질환 환자의 진료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폐이식은 회복 불가능한 말기 폐

이번에 강남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임상부교수로 승진하게 된 남지선입니다.

질환 환자에서 고려하게 되며, 현재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이식을 시행하였습니다. 그간

저는 1996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쭈욱 세브란스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평생을 모시고

여러 선생님들과 환자분들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발전하는 폐이식 팀의 일원이 되고자 합니

싶은 존경하는 스승님들을 만났고,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형성하였으며, 어쩌면 평생을 봉사의 마음으로 환자

다. 그리고 폐이식 환자의 장기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폐이식 환자 외에, 폐이식을 진행

분들을 돌보고, 많은 후배들에게 의학지식을 나눌 수 있는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위는 당뇨병 관련 주제로

받은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간질성 폐질환 환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은 질환이고, 그

받았으며, 현재 주 진료 분야는 갑상선 결절 및 암, 갑상선 기능이상 및 관련 대사이상, 부신 등 기타 내분비 질환입니다. 다양한 내분비

렇지만 예후가 불량한 경우들이 많기에,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질성 폐질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질환들의 임상 및 중재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 스승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세브란스의 명성에 맞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과 격려를 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는 자랑스러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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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광 부교수 강남세브란스 호흡기내과

이찬주 부교수 강남세브란스 심장내과

이번에 내과학교실 호흡기내과 부교수로 승진하게 된 변민광 입니다. 저는 2009년부터 강남세브란스병원

2020년 3월 내과학교실 심장내과 임상부교수로 승진한 이찬주 입니다.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고 2010년부터

에서 임상조교수로 근무를 시작했고 이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기회를 주신 주임 교수님

5년간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에서 기초 전공의 과정, 심장내과 강사, 임상연구조교수, 건강의학과 임상 조교

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호흡기내과에서 COPD, 천식 등의 기도

수, 심장내과 임상조교수를 거쳐 이런 위치까지 올 수 있게 이끌어주시고 밀어 주신 많은 선생님들, 선후배님

질환 및 폐렴, 결핵 등의 감염성 폐질환을 주로 진료하며 이 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

들, 동료 선생님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주 진료 분야는 심부전, 고혈압, 고지혈증

내 연구진들과 공동으로 COPD 코호트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COPD 질병 특성을 분석하여 치료법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며, 이와 관련된 임상 연구 및 기초 분자생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부전은 심혈관 질환의 종착역이라고 일컬어지며, 5년

이들 환자의 검체를 이용한 바이오마커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OPD 악화와 폐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내에 50%의 사망률을 보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발병 원인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렵고, 고령의 환자들에서 유병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 년 전부터 기존의 궐련형 담배 대용으로 전자담배의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

이 높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더욱 환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

이에 대한 이해와 연구결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최근에는 청소년 흡연률 상승 및 전자담배 흡입으로 인한 급성 폐손

구들을 통해서 생존율을 조금씩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임상적으로 갈 길이 멀고, 연구할 내용은 무궁무진

상 발생 등으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연구자들과 함께 전자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물실

합니다.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악화되는 환자들을 볼 때면 안타깝고 의사로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적절한 시기의 올

험 및 인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향후에도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

바른 치료를 통해서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는 환자들도 있어 향상 보람을 느낍니다. 더욱 부지런히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연구에 매진

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여 심부전이라는 질병으로부터 많은 이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유의미한 보탬이 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 항상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용호 부교수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안녕하십니까? 내과 동우회 여러분. 2020년 3월부터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부교수로 승진하게된 이용호
입니다. 무엇보다도 2015년 교원으로 임용된 뒤, 훌륭한 기관에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장성일 부교수 강남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은직 주임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과 선후배, 동료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

내과학교실 부교수로 승진하게 된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장성일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주시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분비내과에서 주로 당뇨병, 지방간, 이상지혈증, 비만 등 대사질환과 관련된 분

고 응원해 주신 주임 교수님과 내과 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과 과장님들, 선후배, 동료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관련된 기전 및 치료 타겟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기초 및 중개 연구에 매진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소화기내과에서 췌장담도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췌장담도 질환에 대해 다

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과학교실의 배려로 연구출장을 허락받고, 미국 캘리포니아 노바토의 Buck institute에서 노화와 대사질환에

양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양성 협착의 진단과 치료를 주된 연구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도 협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좀더 넓은 시야와 경험을 가지고 돌아와 세브란스의 발전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사

착에 관심이 많아서 이 질환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범위적인 알고리즘을 갖추는 것을 앞으로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

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가자’ 라는 제 인생 좌우명을 항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승진의 기쁨을 영양제 삼아 처음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의 초
심의 마음가짐으로 모교와 병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성실하게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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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현 교수 용인세브란스 심장내과

박정탁 부교수 세브란스 신장내과

올해 내과학교실 심장내과 임상교수로 임용된 정인현입니다. 저는 199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

연세대학교 내과학교실 신장내과에 신규임용 된 부교수 박정탁입니다.

고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 내과전공의를 수련을 마쳤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

존경하는 내과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미국 City of

다. 모교를 떠나 2006년부터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에서 전임의와 임상조교수로 4년간 근무하였고 울산대

Hope, Beckman Research Institute에서 당뇨병과 대사성 질환에 의한 만성 신장병의 분자 생물학적 발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후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과장, 심장초음파검사실 실장으로 4

생 기전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특히 대사성 질환이 신장의 후생 유전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년간 근무하였고,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부교수로 근무하였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떠나있던 모교로 다시

연구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장질환의 치료 방법 개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환자

돌아와 감개무량하고, 학창시절과 전공의 때 받았던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보답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심장

및 급성신손상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급성신손상 환자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새로운

내과 교수님들과 최동훈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의 주요 진료 분야는 심장초음파, 판막질환, 심부전 입니다. 내과학교실의 일

extracorporeal treatment가 급성신손상 환자치료에 적용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환자에 대한 열정과 근면함을

원으로서 용인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면서 지역사회 의료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경기남부지역에서 최고의 심혈관

본받아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진료에 성심을 다하는 내과 교실원이 되겠습니다. 신장 분야 연구에도 매진하여 자랑스러운 모

센터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의 이름을 알리도록 힘쓰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희 교수 강남세브란스 소화기내과

박준철 부교수 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올해 내과학교실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임상 교수로 임용된 조재희 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99년

2020년 부교수로 발령받은 박준철입니다. 약 10년간의 상부위장관 임상교수로 재직하면서 그간 많은 것을

에 졸업하였고,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공의 및 펠로우 수련 후에 관동대학교 명지병원과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경험하였고 세브란스라는 기관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조교수, 부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모교 수련 이후에 약 12년간 외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세대학교 내과학교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와 함께 했던 동료교수와 선배 교수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동고동락한 파트 전공

실은 개인적인 발전의 버팀목이었고, 많은 선후배 교수님들의 조언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큰 도움

의, 강사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되었습니다. 주요 진료 분야는 췌장암/담도암을 비롯한 췌장담도 질환과 ERCP/EUS 치료 내시경입니다. 1973년 최흥재 교수님께서 국내

세브란스에 근무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선배님들도 느끼시겠지만 (물론 개선해 나아가야 할 부분도 있지만) 타 기관에 비해 저희가

첫 ERCP를 시작하시면서 이어져 온 췌담도 분야 소화기내과 역사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세계적인 내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가진 장점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보고 느꼈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의 장점과 아쉬운 점은 더욱 더 고민하여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

먼저 앞서가신 교수님들과 현재 계신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이 있어서 그리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우리

는 교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지만 다시 모교로 복귀하는데 큰 도움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지면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

후배들과 선배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세브란스라는 기관에 보탬이 되는 교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지

사 인사 올리고, 많은 가르침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COVID-19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이지만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병훈 부교수 용인세브란스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오지수 부교수 용인세브란스 혈액종양내과

올해 내과학교실 호흡기내과 임상부교수로 발령받은 박병훈입니다. 저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 내과전공의

내과학교실 용인세브란스병원 혈액종양내과 임상부교수 오지수 입니다. 저는 차의과학대학교를 1회로 졸업한 후

수련을 마친 후에 호흡기내과에서 2년 간 강사 수련을 받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로 전남 신안군 도초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공공의료 확충팀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

이후 2010~2011년도까지 호흡기내과 임상조교수로 근무하면서 병동 및 중환자실 환자들에 대한 진료 및 연

였고, 의료 NGO ‘아름다운생명사랑’에서 방문진료 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분당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치

구를 담당하다 2012년도부터 직장을 옮겨 경기도의료원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20년부터 신축 용인세브란

고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전임의로 근무한 후 분당차병원 조교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서

스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중환자실 담당)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신 스승님들과 선후배 교

2016년의 2년의 기간 동안 MD Anderson Cancer Center (Houston, Texas) 에서 cancer pathway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수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 진료 분야는 중환자의학 분야이며, post-ICU care 를 포함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는 좋은 기회를 얻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주요 진료 분야는 고형암에 대한 항암약

한 중환자재활 및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중환자실 환자들의 예후 예측 분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물치료 및 완화의료입니다. 새로운 병원을 시작하는 첫 구성원으로서 부담감이 큰 만큼,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살고자 매일 다짐하고 있습니

의 소중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안정적인 개원 및 지역사회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디지털

다. 진료과의 특성상 저를 만나는 환자분들은 죽음에 직면한 분들이 많기에, 손 한번 더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는 의사가 되고자

의료산업센터와 연계된 지역사회 데이터 레지스트리의 성공적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어떤 환자에게는 세상에서 마지막 만나게 되는 의사임을 항상 잊지 않으며, (크게 쓰임 받는 것도 좋지만) 자주 쓰임 받
을 수 있도록 준비된 의료인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격려와 조언 아낌없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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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부교수 세브란스 통합내과

김다함 조교수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올해 내과학 교실 통합 내과 임상부교수로 신규 발령 받은 이한성 입니다. 저는 2007년 내과의국에서 졸

올해 내과학교실 내분비내과 임상조교수로 발령받은 김다함입니다. 저는 2007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국 후 감염내과로 분과를 바꿔 2년간 강사로 수련을 받았으며, 이후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기관에서 근무를

한 후 세브란스병원 인턴, 내과 전공의를 거쳐 5년동안 군전문연구요원으로 연세의대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에

하였고 중간에 유학도 다녀 오는 등 10년 동안 bedside를 떠나 여러 분야에서 수련 받은 지식을 적용하는

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강사로 수련을 받고 2018년 6월부터 진료교수로 근

색다른 경험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제 지식을 update 할 목적으로, 또 향후 보건 문제로 대두 될 노인 및

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진료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교수님들께 이 지면을

만성 환자 입원 치료에 관심 있어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과분하게 누렸던 기회들이 저를 지도해주시고

빌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주요 진료 분야는 갑상선 질환으로 갑상선 결절 및 암, 갑상선 기능 이상 및 관련 대사 이상을

가르쳐 주셨던 우리 내과학교실의 스승들 그리고 선배님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보답할 기회를 항상 찾고 있었고, 마침 응급실 전담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진료철학은 섬세한 개별화 진료로 각각의 환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교수라는 자리가 생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내과학 교실의 난제인 응급실 적체 및 입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 하도록 하겠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주요 연구 분야는 갑상선암과 관련된 유전자 발굴 및 새로운 갑상선 기능항진증 치료법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며, 좋은 기회를 주신 학장님, 부장님, 기조실장님 그리고 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졸업을 하고 수련을 받은, 그리고 제대로 된 시스템과 정신을 갖춘 이곳에서 계속 일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연
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익성 부교수 세브란스 심장내과
저는 올해 내과학교실 심장내과 임상부교수로 발령받은 조익성 입니다. 저는 2005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김민 조교수

세브란스 심장내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련의, 내과전공의 수련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임의

올해 내과학교실 심장내과 임상조교수로 임용된 김민입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후

2년 및 NewYork-Presbyterian Hospital, Weill-Cornell University에서 심장 영상 파트 visiting fellow

에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인턴, 내과 전공의 수련을 받았습니다.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2015년 4월

로 1년간 근무 후, 중앙대학교병원으로 발령을 받아 조교수로 근무했습니다. 금번에 다시 세브란스 심장내과

부터 3년 동안 인천광역시청에서 시도역학조사관과 감염병 관리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018년

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신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금 최고의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이

5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심장내과에서 전임의로서 1년 수련을 받았고 2019년 3월 신촌세브란스병원 심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진료분야는 심장판막질환 및 심근질환이며, 심장 초음파실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장내과 부정맥 분야에서 임상연구조교수로 수련을 받았습니다. 비록 타병원에서 왔지만 항상 가족 같이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

동안 심장초음파를 기본으로 다양한 영상진단방법을 활용하여 심장질환을 조기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하며, 시술을 최적화하는 연구

과, 항상 친구 같이 도움을 준 동기 및 후배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감사함을 항상 가슴 깊이 새

를 수행해 왔습니다. 심장 영상을 통해, 심장에 영향을 주는 다른 질환과 심장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다학제 연구에 많은 관심이 있어,

기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모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부정맥 환자들의 치료 향상

여러 교수님들께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도와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과학교실의 일원으

과 효과적인 관리 및 예방 인자들의 발굴이며, 심박동기/제세동기/재동기화의 새롭게 개발되는 치료 방법들입니다. 이를 바탕으

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와 병원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로 우리 병원의 혁신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과학 교실의 일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무한
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감사함을 유지하며 열정적으로 일하
겠습니다. 변함없는 가르침과 조언을 앞으로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애 조교수 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올해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임상조교수로 발령받은 강은애입니다. 저는 2012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
업한 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턴, 내과전공의, 임상강사를 마친 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년간 진료조교수

김민관 조교수 용인세브란스 심장내과

로 근무 후 2020년부터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임상조교수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세브

올해 내과학교실 심장내과 임상조교수로 발령받은 김민관 입니다. 저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인턴, 내과 전공

란스병원에서 연구와 진료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많은 스승님들과 선배님, 동료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 수련과 내과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마친 후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년간 순환기내과 임상강사 수련

저의 주요 진료분야는 하부위장관이며, 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대장폴립, 치료내시경 분야입니다. 기초 연구 및 빅데이터 연구에 관심

을 받았습니다. 2020년부터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지면을 빌어서 저에게

이 있고 염증성 장질환 예측 예후 인자 발굴 및 맞춤 치료에 관심이 있습니다. 환자 진료에 열정을 가지고 아픔에 공감하며 전인적인

연세대학교 내과학교실 및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내과학교실의 일원으로 기회를 주신만큼 연구와 진료에 더욱 힘써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

립니다. 주요 진료 및 연구분야는 판막질환 및 심근병증과 심초음파를 비롯한 심장 영상 분야이며 심초음파실에서 주로 근무할 예정

화기내과가 하부위장관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그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올해 새롭게 개원하는 병원에서 지역사회에 건강과 의료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연세의료원의 창립 정신을 실
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생병원에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여러 환자 군의 데
이터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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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조교수 세브란스 종양내과

김인수 조교수 강남세브란스 심장내과

안녕하세요. 올해 종양내과 임상조교수로 일하게 된 김민환이라고 합니다.

3월부터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임상조교수로 근무를 시작한 김인수입니다. 2009년 연세의대 졸업후

저는 2009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내과학교실 레지던트로 수련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군전문연구요원

인턴, 전공의, 군복무 및 3년간 강사 수련후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부족한 저를 지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많은

으로 4년간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하며 기초분자생물학을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스승님과 선배님들께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 진료 분야는 부정맥이며, 심방세동,

종양내과 강사로 복귀로 하여 작년에는 진료교수로 유방암, 췌담도암을 진료하였고, 올해 3월부터는 유방암, 부

심실빈맥, 급성심장사를 포함한 빈맥성 부정맥 질환과, 서맥성 부정맥 환자에서의 심박동기, 심부전 박동기

임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여러 내과학교실 교수님들과 구성원들 덕분으로 현재의 위치에서 감사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치료술 및 제세동기 시술 등을 전문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부정맥 환자에서의 예후 관련 연구를 포함하여, 일반

진료 측면에서는 유방암, 부인암 환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집단 혹은 각종 심장질환 환자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입니다. 최고의 역사를 자

또한 연구 측면에서는 Physician-Scientist 로서의 장점을 사려서 유방암을 포함한 종양 질환의 생물학적 이해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랑하는 저희 세브란스병원이 앞서 나가서 다른 병원에 가르침을 주는 세계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있는 Cool Science를 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과학교실 교원으로서 그 위치에 걸맞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 때부터 존경해왔던 선생님들을 모시며 근무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진료와 연구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 현장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희 선생님들 모두 건강 잘 지켜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렬 조교수

용인세브란스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정호 조교수 세브란스 감염내과

안녕하세요. 올해 내과학교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임상조교수로 발령받은 김성렬입니다. 저는 2010년 신촌

올해 내과학교실 감염내과 임상조교수로 발령받은 김정호입니다. 저는 2010년 연세대학교 의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을 시작하여 내과전공의 수련을 마친 후에 3년간 군의관 생활을 했고 이 후 알레르기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 내과 전공의를 거쳐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전담

내과에서 2년간 강사 수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용인세브란스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에서 근무

의사로 복무하였습니다. 이후 감염내과 강사로 수련을 받았고 현재 박사 과정 수료 중에 있습니다. 많이 부족

할 예정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이끌어주신 알레르기내과, 호흡기내과 교수님들께 이 지

한 저에게 지금까지 배움의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 스승님들과 선배님, 그리고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동

면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진료분야는 기도 질환, 알레르기, 폐렴, 결핵입니다. 이 외에도 약물이상반응에 관심이 많

기들과 응원을 마지 않았던 후배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최고의 의료 기관으로 각지

아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조금 더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생각입니다. 제가 항상 꿈꿔온 내과학교실의 일원으로 일을 할 수

의 환자들이 저마다의 사연으로 찾아 오는 곳으로, 저는 이런 분들이 치료과정에서 감염이 합병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최대한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세브란스병원이 세계적인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

해결하고 예방하여 환자의 예후 향상에 작으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꿈꿔온 내과학교실의 일원으로 일할

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에 감사드리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세브란스병원의 창립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더욱 발전하는 기관으로 거
듭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용철 조교수 용인세브란스 심장내과
올해 내과학교실 심장내과 임상조교수로 발령받고 용인세브란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철입니다. 저는

김태훈 조교수 세브란스 심장내과

2005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수련의, 내과 전공의, 심장내과 강사 2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부터 내과학교실 심장내과 조교수로 근무하게 된 김태훈입니다. 저는 2005년 연

수련을 2015년에 마쳤습니다. 2015년 07월부터 영국 브리스톨의 Bristol Royal Infirmary의 Bristol Heart

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후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 및 내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Institute에서 research fellow (Special: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로 18개월간 자비로 연

군복무를 마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심장내과 강사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임상 조교수로 근무

수를 다녀온 후, 2017년 03월부터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임상조교수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진료 분야는 관상동맥질환

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일원으로 계속해서 근무

및 관상동맥중재술이며, 전문분야는 혈관내 이미지, 특히 OCT를 이용한 관상동맥중재술 및 스너프박스 접근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심장내과 질환 중에서 부정맥 파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OCT를 통한 활발한 임상적용과 연구를 통해서 신촌세브란스 심장내과에 보탬이 되고, 스너프박스 접근법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심장내과 부정맥 파트는 다양한 빈맥과 서맥을 포함하고 있는 부정맥과 급사, 실신 등에 대하여 정밀한 진단과 약물적/시술적 치료를

많은 논문을 게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용인세브란스 심장내과가 스너프박스 접근법의 세계적인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전도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 라는 은퇴하신 교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조금

한 제에게 연세대학교 내과학교실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과대학과 세브란스병원에 도움이 되도

이나마 여러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진료와 연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내과학교실 조교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가 용인의 심장주치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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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조교수 세브란스 종양내과

이민영 조교수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안녕하세요? 내과학교실 종양내과 조교수로 근무하며 대장암과 간암의 항암 약물치료 및 신약 임상연구 관련

올해 내과학교실 내분비내과 임상조교수로 발령받은 이민영입니다. 저는 2011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

진료를 맡은 김한상입니다. 저는 2008년 연세의대 졸업 후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 전공의 과정을 마쳤으며,

업하고 인턴, 내과 전공의, 3년의 강사수련 과정을 거쳤으며, 동대학원에서 2020년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종양학 석사 후 약리학교실 이민구 교수님 지도아래 5년간 기초 연구실에서 임상의과학자 (physician-

세부 분과의 선택의 길에서 고민하던 저에게 내분비내과와 연구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심어주신 내분비내과

scientist) 박사과정으로 유전체 및 세포생물학에 대해 공부하고 이학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끌어주신

의 스승님들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저의 주요 진료 분야는 당뇨병과 비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과학 교실의 일원으로 진료, 연구, 교육 및 봉사 업무에 임하게 되

만ㆍ대사 내분비질환입니다. 박사학위 주제이기도 한 췌장암이 유발하는 당뇨병의 원인기전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비만의 유

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환자분들께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진료, 연구에 대해서는 열심히 탐구하고 새로운 발견을 향한 열

전적 원인과 예후 예측의 바이오마커 발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기에 많이 부족한 제가 내분비내과 의사로서

정을 가지고 임하여 모교의 위상을 높이고 부끄럽지 않은 일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과의 발전과 후학들을 위한 교육에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세브란스 병원의 지원과 제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수많은 선배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늘 감사 드리는

도 힘쓰며 특히 중개연구 및 의과학자 양성과정에 관심있는 후배님들께 많은 조언을 드릴 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과

마음입니다. 끊임 없이 혁신하는 세브란스 병원처럼, 저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진하여 환자분들의 진료와 질병의 연구 모두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보탬이 되는 의료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혜 조교수 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이승준 조교수 세브란스 심장내과

올해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조교수로 임용된 박지혜입니다. 저는 2011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올해 내과학교실 심장내과 임상조교수로 발령받은 이승준입니다. 저는 200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

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 내과에서 인턴, 내과 전공의 수련을 마친 후 소화기내과에서 3년간 강사 수련을

업한 후에 수련의, 내과 전공의를 거쳐 5년 동안 KAIST에서 군전문연구요원으로 박사과정과 Post-doc

받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 조교수로서 근무하였습니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2년간 심장내과 강사로 수련을 받았고, 과분하게도 금년 부터는 임상조교수로 환

다. 많이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 진

자를 진료하고 시술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아낌없는 가르

료 분야는 하부위장관 분야이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으로 대표되는 염증성 장질환, 베체트 장염, 대장 용종, 대장암, 그외 다양

침을 베풀어 주신 교수님들과 동료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요 진료분야는 관상동맥, 말초혈관, 대동맥 및 판막에 대한 중

한 소장 및 대장 질환을 치료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염증성 장질환 분야입니다.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건강하고 행

재 시술입니다. 동맥경화의 진행에 따른 혈관 및 판막의 협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환자들에게 최소 침습적인 시술을 통

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의료진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진료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세계 유수의 기관들과의 정보 교류

해 행복한 삶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5년간의 기초연구 과정을 통해 혈관신생, 혈관장벽파괴 및 혈관내

및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미래의 의료계를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피세포의 이형분화 과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동맥경화성 질
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치료방법을 도출하여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내과학교실의 일원이 되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다시금 감사드리오며, 교실과 기관의 발전에 도

서지원 조교수 세브란스 심장내과

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올해 내과학교실 심장내과 임상조교수로 발령받은 서지원입니다. 저는 2010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하였고 본원에서 수련의, 내과 전공의, 심장내과 강사로 수련 받았습니다. 현재 동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
고 있습니다. 귀한 가르침과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심장내과의 스승님들과 항상 힘이 되어 주었던 동

이재승 조교수 세브란스 소화기내과

기와 후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주 진료 분야는 심장판막과 심근질환이며

올해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임상조교수로 임용된 이재승입니다. 저는 2010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

이에 대한 심장 영상적 진단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적합한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

고, 수련의 및 군의관 근무 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4년간 내과 전공의 및 2년간 소화기내과 강사로서 수련을

을 다하겠습니다. 주 연구 분야는 마찬가지로 심장 영상을 이용한 각종 심장 판막, 심근질환의 새로운 진단, 치료, 예후 인자 발굴이며,

받으며 동 대학원에서 통합 과정을 수료중입니다. 연구와 진료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시며 직, 간접적으로 저를

이외에도 다른 장기/질환과 연관된 심장혈관의 병태생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꿈꾸어 왔던 내과학교실의

한 사람의 의사로서 성장하도록 해 주신 소화기내과 교수님들과 여러 선배님들,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은 만큼 환자와 우리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주요 진료분야는 지방간과 바이러스성 간염을 비롯한 만성 간질환과 간경변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며, 이와 함께 간세포암종의

앞으로 많은 가르침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각종 치료에 의한 예후에 관련된 위험인자들을 발견하는 연구를 주로 시행해왔습니다. 우러러만 보아 왔던 내과학교실의 일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만성 간질환의 관리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추후 환자들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당면 목표이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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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근 조교수 세브란스 종양내과

임태섭 조교수

용인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올해 내과학교실 종양내과 임상조교수로 발령받은 이충근 입니다. 저는 2010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올해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임상조교수로 임용된 임태섭입니다. 저는 2009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한 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 내과 전공의 수련을 마쳤습니다. 이후 군전문연구요원으로 KAIST 의

한 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강사 수련을 받았고, 이후 인천 소재의 메디플렉스세종병원에

과학대학원에서 4년동안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종양내과 강사로 수련을 받았습니다. 저의 주요 진료 분야는

1년여간 근무하였습니다. 현재는 용인세브란스병원에 2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 내

췌장암, 담도암, 간암, 뇌종양으로, 종야내과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신약임상시험들을 진행하며 환자들을 진료

과학교실의 교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강사수련동안 많은 가르침을

할 예정입니다. 희망의 끊을 놓치 않기 위해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준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

주셨던 소화기내과 교수님들, 특히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간파트 교수님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료하는 암종들에 대한 다양한 중개 연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인적인 연구 관심 분야는 종양의 림프절 전이 기전 및 종양 대

세부 전공은 간질환입니다. 항바이러스제의 발전 등으로 간질환 환자들의 예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사학 (tumor metabolism) 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내과학교실, 특히 종양내과의 많은 스승님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응원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간 환자들은 만성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해 주신 동기, 후배님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때부터 항상 동경해 오던 내과학교실의 일원으로 진료할 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성심성의껏 진료하겠습니다. 또한, 훌륭하신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이제 첫 발걸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아 감사 드리며, 세브란스 병원 및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이 환자의 진료 및 연구 분야에서 국내 최고를

음을 내딛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최고의 의료기관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서 세계 제일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혜원 조교수 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정해림 조교수

세브란스 혈액내과

올해 내과학교실 혈액내과 임상조교수로 임용된 정해림입니다. 저는 2011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

올해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조교수로 임용된 이혜원 입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 전공의 및 강사

고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 내과 전공의 수련을 하였습니다. 이후 혈액내과에서 3년간 강사 및 진료교수

수련을 마치고 이후 세브란스 선도연구자로 선정되어 홍콩중문대에서 2년 동안 비알코올 지방간 관련 기초

로 근무하였고 현재 동대학원에서 통합 과정을 수료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진료와 연구를 비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 따뜻한 격려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교수님들께

롯하여 전인격적인 가르침을 주신 민유홍 교수님과 혈액내과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늘 옆에서 힘이 되어준 선배님들과 동기들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진료분야는 백혈병, 골수증식질환 등의 혈액종양이며, 빈혈, 출혈성 질환 등 양성 혈액질환까지 폭넓은 진료

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요 진료 분야는 급만성간질환 및 비알코올 지방간으로 인한 지방간염 입니다. 병인 및 치료법이 명확하지 않은

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염기서열 검사 등을 통한 혈액암의 예후인자 규명 및 미세잔존질병 측정 등으로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분야로 타분과와의 협력 연구를 통하여 질병의 기전을 이해하고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여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연구

를 현실화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꿈꿔왔던 모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세

비전입니다. 신임교원으로 시작하는 지금의 첫 설렘과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후학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많

브란스병원 혈액내과에서 진료받는 모든 환자가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과

은 가르침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민 조교수 세브란스 종양내과

조중현 조교수

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올해 내과학교실 종양내과 임상조교수로 임용된 임선민입니다. 저는 200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

올해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임상조교수로 임용된 조중현입니다. 저는 200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

고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강사 수련을 마치고, 2017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였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2013년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박사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대 졸업

취득하였습니다. 2015년 9월부터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조교수로 근무를 하였고, 2020년 3월부터 연세

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 내과 전공의 수련을 받았고, 군의관 복무 후 3년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소화

암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난치성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꿈입니

기내과 강사 수련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췌담도파트 조교수로 1년간 근무하

다. 저의 주요 진료분야는 폐암, 두경부암 환자의 항암치료 및 신약임상이며, 획기적인 항암치료 및 신약임상을 통하여 치료의 패러다

며 임상 경험을 쌓았고, 올해 신촌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임상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주요 진료 분야는 췌담도 질환 및 ERCP/

임을 바꾸는 일에 연세암병원 종양내과가 앞장 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주요 연구분야는 폐암, 두경부암의 중개연구

EUS 등의 치료 내시경이며, 특히 췌장암, 담도암의 조기진단 및 항암치료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 지식과 술기, 연

로 환자를 대변하는 전임상모델 구축 및 차세대시퀀싱을 통해 항암제 내성 기전 연구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연세대학교 의

구를 통해 가깝게는 환자의 고통을 덜고, 멀게는 세브란스가 세계적인 기관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모교에

과대학 내과학교실의 교실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연세암

서 존경하는 스승님, 선배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이 세계적인 기관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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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진 조교수

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올해부터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임상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최윤진 입니다. 저는 2006년 서울대학교 의과대
학을 졸업한 후에, 동대학병원에서 수련의부터 임상강사까지의 과정을 밟았고, 이 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4
년간 진료전문의와 진료 교수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고려대 구로병원으로 옮겨 임상조교수로 근무하였습니
다. 먼저 지면을 빌어, 최상의 진료 및 연구환경을 갖춘 병원에서 내시경 전담교수로서 일하게 해주신 소화기
내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주요진료분야는 소화기내시경 외 에도 위식도역류, 삼킴곤란, 소화불량 등의 소화관 운동장애질
환과 위궤양, 위암, 식도암을 포함한, 상부위장관 질환입니다. 주요연구분야는 위암의 발생 기전 및 위험인자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젊
은 나이에 발생하는 위암과 가족력이 있는 위암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위암 생존자의 건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지 못했던 좋은 직장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환자들의 아픈 곳을 잘 살피고, 세브란스병원과 연세대학교의 일원으로서
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정윤 조교수

세브란스 류마티스내과

올 해 내과학교실 류마티스내과 임상조교수로 임용된 표정윤입니다. 저는 200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
업하고, 수련의, 내과 전공의를 마친 후에 류마티스내과에서 강사 수련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 원주

내과학교실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의과대학 류마티스내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3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스
승님들과 선배님, 그리고 항상 큰 힘이 되는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주요 진료 분야는 전신홍반루푸스를 비롯한 전신자가면역 및 염증성 관절질환입니다. 대부분 만성질환을 다루는 과
인만큼, 환자들의 마음도 돌아볼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은 자가면역 질환의 병태생리

Beyond the Best with Humanity and Creativity

와 그를 바탕으로 한 신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내과학교실 일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세
대학교 의과대학과 세브란스병원이 더욱더 빛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허철웅 조교수 용인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올해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임상조교수로 발령받은 허철웅입니다. 저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 전공의 수련을 마쳤습니다. 이후 공중보건의 3년,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전임의 2년을 마
치고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에서 3년간 임상조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올해 가톨릭의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도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 주신 여려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주요 진료 분야는 상부위장관질환, 기능성 운동질환이고 이에 대한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축용인병원
에서 치료내시경 및 여러 내시경들을 활발히 시행하여 학교와 병원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
과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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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성

오지혜

안효진
2020년 신임 전공의 김

내과 1년차 전공의 안효

2020년도 내과 신입 전

신입 내과 전공의 1년

세브란스병원 내과 신입

민혜입니다. 세브란스

진입니다. 세브란스 내

공의 오지혜입니다. 내과

차 유경식입니다. 뚜렷

전공의 1년차 강한성입니

내과 선생님들과 같은

과 의국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첫 걸음을 세브

한 비전을 갖고 앞으로

다. 세브란스 병원 내과

길을 걷게 되어 영광입

훌륭한 교수님, 선배님

란스 내과에서 존경하는

나아가는 세브란스 내과

의국원의 일원이 된 것이

니다. 앞으로 겪게 될 일

들께 배울수 있어 영광

교수님들, 선배님들과

의국에서 수련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부족한

들이 무섭기도 하지만 열심히 지식을 익히

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매사에 성실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떨

무지 기쁩니다. 의학의 배움은 bed-side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 되기도 합니

고 환자에게 좋은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가

하게 배우고 일하며 좋은 내과의사가 되겠

리는 마음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성

teaching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알고있

다. 하루하루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

되고 싶습니다.

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함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과 선배 내과 선

습니다. 늘 생각하며, 의문을 가지고 배우는

생님들께 열심히 배우며 매사에 최선을 다

자세로 임하여 진정으로 환자를 볼 줄 아는

하는 전공의가 되겠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내과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셔서, 또 한번 더 성장 할 기회를 주셔서

면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우

유경식

안녕하십니까 2020년

신임 전공의
인사말
신촌 세브란스

김민혜

김지훈

김태훈

2020년 내과 신입전공

2020년도 신입 내과 전

안녕하십니까 내과 신

의 김지우입니다. 내과

공의 김지훈입니다. 세브

입전공의 김태훈입니다.

의사로서 첫걸음을 세브

란스 내과 전공의로서

학생 때부터 꿈꾸던 세

란스병원에서 시작하게

인사 드릴수 있게 되어

브란스 병원 내과의국의

2020년도 내과전공 신입전

2020년 내과 전공의 1

안녕하십니까 신입 내과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

구성원이 되어 매우 기

공의 이건인이라고 합니다.

년차 이유진입니다. 학

전공의 이재오입니다. 자

많이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실

니다. 그리고 의국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훌륭한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세

생때부터 꿈꿔오던 내과

랑스런 세브란스병원 내

하게 수련과정에 임하며 성장해나가겠습

을 무겁게 느낍니다. 겸손히 배우고 열심히

선배님들과 교수님들께 가르침을 받으며,

브란스 내과 의국의 일원

의사로서의 첫 시작을

과에서 존경하는 교수님

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따뜻한 마음

일하겠습니다. 또 성실히 수련에 임하며 환

저 역시 앞선 선배님들의 길을 따라갈 수

이 된것에 대해서 자랑스

훌륭하신 교수님, 선배

들께 가르침을 받을 수

으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내과의사가

자를 우선하는 마음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

있도록 한걸음 한걸음 성장해 나가겠습니

러우면서도 신입전공의로서의 두려움도 적지

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고 감사드립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배

되겠습니다.

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열심히 가르침을 받으며 따뜻한 마음과

않습니만, 훌륭한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의 지

니다. 세브란스 내과에서 기본을 단단히 다

우고, 늘 환자를 생각하며, 스승님들과 동료

실력을 가진 내과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아래, 초심을 잃지 않는 성실한 자세로 수련

지고 체계적으로 적용하며 내과 전문의로 세

선생님들께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 정진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

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정립해나가

습니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래미

박다예

감사합니다.

이건인

이유진

이재오

안우진

신입 내과 전공의 도래

안녕하세요. 신입 내과

2020년도 내과 신임 전

미입니다. 지금은 ‘내가

전공의 박다예입니다.

공의 안우진입니다. 1

과연 잘 해낼 수 있을

세브란스 내과에서 의사

년간의 인턴 생활을 마

내과 신입 전공의 이재

내과 신입 의국원 이현

2020년도 내과 신입 전

까?’ 떨리고 두려운 마음

로서 시작을 할 수 있게

치고 내과 전공의로써

욱입니다. 코로나 때문

정입니다. 세브란스 내

공의 1년차 임재정입

이 큽니다. 하지만 세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

의 첫 걸음을 시작하려

에 전국적으로 어려운

과에서 수련할 수 있는

니다. 세브란스병원 내

란스 내과의 교육과정을 무사히 이수하면

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니 설레고 기쁩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들이

시기에 차근차근 잘 대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

과 의국에서 수련을 하

선배님들과 같이 멋진 내과의사가 될 것이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내

쉬운길은 아니겠지만, 훌륭한 교수님과 선

응해나가는 내과선배

지만 과연 제가 잘해낼

게 되어 기쁘게 생각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

과에서의 수련을 통해 좋은 의사로 성장할

배님들께 열심히 배우며 훌륭한 내과 의사

들을 보며 이 길을 선택하길 참 잘했다는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합니다. 앞으로 겪을 일을 생각하면 걱정

만 그 부분을 열심과 성실로 채워 매일 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학에 대한 이

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

생각과 자부심이 생깁니다. 환자에게 배

훌륭한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 배워 세브

도 많이 되지만 기대도 많이 되고 떨리

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너그러운

해를 통해 환자의 아픔에 대해 더 많이 이

합니다.

우고, 선배전공의와 교수님들에게 열심

란스 내과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내과의사

기도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

마음으로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해하고 공감하며 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항

히 배워 선배님들을 뒤이을수 있는 실력있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

히 공부하고 수련하며 훌륭한 내과 의사

상 정진하며 최선을 다하는 내과의사가 되

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부탁

만 가르쳐주시는 것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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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현정

임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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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전공의 인사말

신임전공의 인사말

장원준


정현민

주정호

이재관

장진선

전하영

안녕하세요 신입전공의

안녕하십니까. 2020년

2020년 내과 신입 전공

2020년도 내과 신입전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안녕하세요. 신임 내과

장원준이라고 합니다.

내과 신입 전공의 정현

의 주정호 입니다. 세브

공의 이재관입니다. 강

교수님들과 선배님께 배

전공의 전하영입니다.

세브란스병원 내과에서

민입니다. 세브란스 내

란스 병원의 훌륭한 교

남세브란스 병원 내과

울 수 있게 되어 감사하

인턴때부터 내과 전공의

수련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과학교실에서 성장할 기

수님과 선배님들께 배울

의국에서 수련받게 되어

게 생각합니다. 많이 부

선생님들을 보며 환자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회를 주셔서 감사드리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족하고 두렵지만 그만큼

바이탈을 면밀히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내과의사가 될 수 있도록

고, 내과의로서 첫 걸음을 여기서 시작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배님들이 쌓아온

의국에 들어와 환자를 대하는 교수님과 선

더욱 열심히 배우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과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생겼고 강남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끊임없이 배우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설렙니다. 이 기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

배님들을 직접 보며 내과를 선택하길 잘했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배우며 성실하고

세브란스 내과의 의국원으로 일할 수 있어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감사

쁨과설렘 잃지않고 매사에 성실히 임하는

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언제나 배우

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상

좋은 내과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서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전공의

합니다.

전공의,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내과의가 되겠

는 자세로 수련과정에 임하며 환자들을 위

태이지만 선배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실력

니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습니다.

해서 노력하는 의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

있는 내과의사가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정

최원일

정연길

황윤정

정재영

조장희

내과 신입 전공의 최기

안녕하세요, 2020년부

신입 내과 전공의 황윤

신입 내과 전공의 정연길

2020년도 내과 신입 전

2020년도 내과 신입 전

정입니다. 훌륭하신 교

로 세브란스병원 내과 1

정입니다. 세브란스 내

입니다. 의대 본과 공부를

공의 정재영 입니다. 강

공의 조장희입니다.

수님들과 선배님들과 함

년차로 입국한 최원일입

과에서 첫발을 내딛을 수

하면서 꿈꿔왔던 내과의

남 세브란스 내과의 의

강남세브란스병원 내과

께 세브란스 내과 의국

니다. 학생 때부터 꿈꿔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

사가 될 수 있어서 뿌듯

국원이 되어서매우 기쁩

에서 수련할수 있는 기회

의 일원이 되어 감사하

왔던 내과의사의 첫발

사합니다. 좋은 선배님

하고, 특히 강남세브란

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를 갖게되어 기쁩니다.

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

을 딛게 되어 한편으로는 영광스럽지만 한

들과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스병원에서 인턴을 거쳐 내과의사로서의

수련 기간동안 많은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내과 전공의로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교

만 열심히 노력하여, 환자를 사랑하는 좋은

편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걱정스럽습

기쁩니다. 새로운 시작에 설레기도, 두렵기

삶을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님, 선배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부족한점

내과의사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열심

니다. 많은 선배들께 열심히 배우고 늘 최

도 하지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

좋은 교수님들, 선배님들 밑에서 열심히 보

채워가며 성장하는 내과의사가 되도록 노

히 공부하고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을 다해 일하며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배우며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

력하겠습니다.

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환자들을

좋은 내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후

홍혜림

2020년도 내과 신입 전

2020년도 내과 신입 전

신입 내과 전공의 홍혜림

공의 신종후입니다. 세

공의 유영재입니다. 강

입니다. 내과 의사로서의

브란스 내과 의국에서

남세브란스 내과 의국원

시작을 강남세브란스 병

수련받을 기회를 주심에

이 되어 기쁩니다. 앞으

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감사드립니다. 항상 환

로 노력해서 점점 발전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

자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전공의가 되

하고 3년뒤에는 훌륭한 내과의사가 될 수

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 싶습니다. 존경스러운 교수님과 선배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발전하고자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

신임 전공의
인사말
강남 세브란스

유영재

들 아래에서, 끝없는 배움과 반복으로 한명

내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자에게도

의 전문인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

동기들에게도 항상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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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기

해외 연수기

미국 보스턴의 MGH,
Center for Systems Biology(CSB)
연구실에서 연수
정문재
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조교수

을 하고 있는 한국인 연구원들을 볼 때 마다 한국 마피아라

룩라인에 있는 공립학교로, 케네디 대통령의 생가와도 도보

며 흐뭇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인의 성실성, 잠

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재력 이랄까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재외 한국

한국인이 거의 없어 처음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이들은 빠

2018년 8월 여름, 미국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하여 8

이곳을 오가며 생활하였습니다. 두 센터 간을 오고 가는 셔

인 연구자들을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노라면, 스스로 많은

르게 적응해 주었습니다. 주로 아빠들이 등하교 시간이나 과

개 이민백을 낑낑대며 차에 싣던 때가 엊그제처럼 느껴집

틀 버스도 있었지만, 주로 걸어 다녔고, 덕분에 보스턴의 여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수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외활동을 위해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 준다던가, 봄과 가을 학

니다. 미국동부에서 느끼는 시차의 어려움은 기대(?) 이상

러 곳을 찬찬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전통의 NBA 팀 셀틱스

소홀하지 않았는지, 특히 임상 샘플/그랜트의 부재 등…. 서

교 야구나 축구를 위한 코치 역할도 학부모들이 번갈아 가며

이었습니다. 밖은 한낮인데 오후 2시만 되면 여지 없이 잠이

와 NHL 팀 브루인스의 홈 경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TD

울을 떠나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냥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자원봉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이들의 학교 활동 후

쏟아졌습니다.

Garden 을 지나, 과거 독립 전쟁 시절에 세워진 Bunker

했던 기대와는 달리, 매일 여러가지 생각과 복잡한 감정으

뒷 처리를 위해 가능한 많은 부모가 일이 끝나는 대로 자연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깨어있는 듯, 자고 있는

Hill Mountain을 본 따 만든 Bunker Hill bridge 가 올려

로, 편하게 지낼 수 만은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럽게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

듯 비몽사몽 2~3주를 보낸 후에야 연구실에서 졸지 않고 앉

다 보이는 해변가를 지나 자면, 30-40분 거리로 땀이 송글

아 있을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서는 너무나도 당연

송글 맺힐 만한 가깝지 않은 거리였음에도, 속이 탁 트이는

하게 누렸던 와이파이며 은행 신용카드, 기본적인 집안 가

느낌이었고, 그 전경은 아직도 그곳에 있는 듯 생생합니다.

100년이 넘어 겉만 멀쩡하고 걸핏하면 멈춰서 움직이지

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느끼며 생활 하는 모습을

구들이며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었고, 새벽 3시에 가족들

머물렀던 CSB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야말로 여러 분

않는 지하철 대신 차라리 걷는 것이 속편한 불편한 대중 교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아이들은 정작 친구들을 경쟁상대 만

이 모두 일어나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오픈하기

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연구팀으로 biology, chemistry,

통탓도 있었지만, 서울과 비교하면 훨씬 아담한 도시였던 덕

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들의 강

만을 기다리며 가구가 없는 거실 바닥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

pathology, physics, computational science 등을 전공한

에 웬만한 거리라면 주로 걸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1620

요된 듯한 조급함이 조금은 안쓰럽게 생각되는 것은 어쩔 수

를 나누며 보낸 밤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들과 산부인과 임상의 등 각각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년 영국에서 출발한 순교자들이 처음 정착한 플리머스라는

없었습니다.

교수진, 포닥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KIST 출신 한국인 교

곳이 보스턴 남쪽으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

제가 지냈던 곳은 MGH, Center for Systems Biology

수와 함께 같은 연구실을 쓰며 생활하였는데, 함께 생활하

후 발전을 거듭하며 도시를 처음 세운 곳이 바로 보스턴이어

어찌 보면 1년 6개월간 긴 여행을 다녀온 느낌입니다. 돌

(CSB, Dr. Ralph Weissleder/Hyungsoon Im)라는 연구실

던 한국인 교수는 주로 cytology image analysis나 liquid

서, 약 400년전 당시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오래된 건물

아와 3월부터 외래/입원 환자 진료를 하고 ERCP 내시경을

로 보스턴 내에 두개의 연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biopsy와 관련된 연구를 주력으로 하고 있었지만, 제가 서

과 공원들이 도시 어느 곳에나 자리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마치 일주일 휴가를 다녀온 듯 금세새 익숙해지는 나

다행이 보스턴은 모든 길이 산책로라고 느껴질 만큼, 걷기
좋아하는 저에게는 힐링의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면 아이들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는 분위기야 어디나 마찬가
지이겠지만, 아이, 부모 모두 서로를 하나의 공동체 커뮤니티

Freedom trail 의 종착점인 USS Constitution Museum

울에서 진행하며 마무리 하지 못했던 임상 연구의 통계 분

주변에 위치하며, 옛날 해군 건물을 연구 실로 개조한 Navy

석 등에도 관심을 가지는 등 젊은 과학자로서 매사에 열의

서울에서 진료며 학회 회의 등 나름 정신 없이 지내며 항상

느껴지기도 하지만, 알게 모르게 내 몸에 배어 있던 부정적

Yard Research Center에 제 연구실을 마련해 주어 주로 그

를 가지고 덤벼드는 좋은 동료 였습니다. CSB 팀의 core

마음 한 켠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것은 아마도 아이

인 생각이나 습관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남은 기회를 어떻게

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만들어 졌다는

faculty 13명 중 2명이 한국인이고, 특히 엔지니어 팀의 두

들과 가족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때문인 것 같

잘 보내야 할 지 고민할 수 있었던 긴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Boston Common 공원 주변에 위치한 Simches Research

교수가 모두 한국인일 뿐만 아니라, 항상 젊은 한국인 연구

습니다. 이런 저에게 보스턴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돌아온 기분입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

Center라는 곳이 두 번 째 실험실이었는데, Lab meeting이

자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독일계로서 워크홀릭인 전체 책

시간은 살면서 계속 마음속에 뿌듯한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리는 날이나, cell culture room에서 실험이 있는 날에는

임 교수 랄프 선생님도 집에 가지 않고 늦게 까지 모여서 일

생각됩니다. 아이들 학교는 보스턴 근교에 있는 작은 도시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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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스승 고 허갑범 교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program은 정착 단계고 Physician scientist 출

생 관리해온 당뇨병환자 DB는 대학병원에서도 하지못한

신은 우수한 연구중심의과대학 및 연구중심병원의 기초가

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임상자료 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료를 아낌없이 후배 제자들에게 제공하시어 수십
편의 훌륭한 SCI논문을 탄생시키는 커다란 업적을 이루셨

이은직 주임교수

오랜 시간이 지나서 10여년의 미국 생활을 접고 귀국하

습니다.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이 소중한 자료들은 앞으로

여 2006년 3월 모교에서 교수를 시작 할 무렵 선생님께서

도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

는 말씀하시길 “만여명의 당뇨병에 대한 임상자료가 있으

입니다.

니 이은직 선생이 주관하여 후배를 모아서 같이 우리나라
당뇨병 특성을 규명하자고 하셨습니다”
아래 글은 고 허갑범 명예교수님 영결식에서 낭독되었던
弔辭입니다.

끝으로 20년전 선생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편지의 일부를

설계하고 영등포 공업사에 제작하고 동물 실험을 하였습니

선생님께서 사재를 털어서 그동안 축적해온 자료를 모아

다. 여기서 얻은 결과와 임상 환자 연구결과를 통하여 비특

허내과 당뇨병환자 dataset을 만드셨습니다. 본인께서 평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적 당뇨병의 진료에 대한 지침을 확립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고 허갑범 선생님의 조사를 외람되옵지만 저와의

즉 환자의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 치료법의 개발이었던 것

추억만을 위주로 정리하여 말씀 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입니다. 또한 Bed to benc, bench to bed 임상연구와 기

바랍니다.

초 연구의 접목인 중개 연구였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연
구중심병원의 화두인 “clinical unmet needs”를 발굴하는

1986년 34년 전입니다. 전공의 2년차로 5내과의 허갑범

통찰력을 키워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제자 한

교수님을 모시고 회진하고 있었던 중, 어느날 회진후 선생

사람 마다 스스로 motivation 을 유도하고 실제 연구의 체

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험을 통해서 즐거운 연구 생활 즉 “연구자의 끈기가 필요함
을 즐거움을 통해 익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은직 선생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나?”
“아니요, 저는 개업하려구요”

전공의 수료후 배치 받은 군의관 임지는 수색이었고 세브

“ 아니네 이 선생은 내가 보기에는 그럴 사람이 아니네”

란스병원과는 30분 거리였습니다. 매우 기뻐하시면서 “ 거

이어서 2시간여 말씀을 통해 선생님께서는 저의 마음속

리가 가까우니 토요일 리서치 미팅에 참석 하시요” 하시던

Curiosity의 방향을 새로 정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귀에 생생하였습니다. 당시 틈틈히 대학내 전자현

“네! 다음 학기에 대학원 입학하겠습니다”

미경실에 내원하여 뇌하수체 종양 조직을 분석한 시간들이

이은직 선생에게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발전하면서 정보통신과학과 더불

어 생명과학이 모든 과학과 산업을 주도 할 것으로 생각되고,

생명과학에서는 신약개발, 세포, 장기 이식과 더불어 유전자
치료가 가장 유망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가 될 것으로 모
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소.

한국에서도 교육부주관으로 Brain korea 21 project를 만들어

21세기 과학, 기술 발전에 대비한 우수한 인재를 육성 배출한다

고 하오. 그렇케 되면 한국의 대학도 교육 (진료) 중심의 대학과
연구중심대학으로 나누어 질것으로 생각하오.

1999년 8월 3일 허갑범

지금의 세브란스 뇌하수체 종양센터가 뇌하수체 종양 연구
학위 주제로 “우리나라 당뇨병환자는 서구와 다르다”

에서 세계적으로 앞서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의 우리나라의 많은 수의 당뇨병 환자는 지

선생님께서는 전공의 수료후 군의관의 기간이 연구의 단

금의 당뇨병 환자와 달리 한국전쟁당시 영양 결핍을 겪은

절이라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말씀 하시고 이를 해결

세대들에게 발병한 당뇨병이었습니다. 기존 교과서에서 기

위해서 병역특례와 더불어 Physician scientist, MD, PhD

선생님

술하는 당뇨병분류와는 다름을 발견하시고 이를 증명하시

program을 도입하고 시행해야 함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천국에 계시지만 당신의 뜻과 가르침은 우리의 삶

고자 하였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인 “의료’만 있고

을 바꾸어 놓으셨으며 우리 제자들은 미래를 내다 보며 끊

동물실도 변변하지 못한 시절에 선생님께서 주신 연구비

‘의학’은 없는 한국, 제대로 된 의학강국 되려면 임상의사뿐

임없이 노력하고, 창의적인 태도로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로 wistar rat 한 마리씩 100마리가 들어가는 쥐 아파트를

아니라 기초의과학자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고자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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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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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스승 고 허갑범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대단하다 할 것이다. 20년도 전에 그런 얘길 하셧으니 당뇨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입원을 반복하던 가운

병 하는 사람들 대부분 시큰둥했다. 솔직히 지금도 그렇다.

데 작년 가을 병실에 찾아 뵈었지만 만날 수 없었던 것이

아무튼 임상연구를 통해 선생님이 생각하시던 맞춤형치료

참 아쉽다. 그 날 저녁 선생님이 전화를 직접 주셔서 “다녀

가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나오게 되었고, 정년

갔냐, 만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던 게 마지막 대화가 되

퇴임 강의에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언급하셨던 기억이 난다.

고 말았다. 언젠가 허선생님이 후배 의사들에게 바라는 바

김대중 아주의대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교수

라고 인터뷰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마친다.
몇 년전 논문을 읽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인슐린저
항성이라는 게 과도한 칼로리 섭취에 따른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 작동하는 것일 수 있다. GLUT2를 쓰는 췌장베타세

벌써 두 달이 지났다. 1월 23일 아침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제는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만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선

포는 포도당이 마구 들어와서 glucotoxicity를 일으키고

밤에 꿈이 편치 않았다. 악몽이었다. 몇 달 전에도 그런 꿈

생님이 추구했던 큰 뜻을 지금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의전원

잘 망가진다. 반면 GLUT4를 쓰는 심장근육이나 골격근은

을 꾸었다. 무슨 일이 또 있겠구나 생각했다. 오전 외래 진

에 반대하던 모 대학 학장에 대한 반대의 글을 써서 신문에

인슐린저항성이 잘 생긴다. 과도하게 들어오는 포도당을 받

료를 보고 있는데 소식을 들었다. 오지 않기를 바라던 소식

투고한 것을 보고 기특하게 생각하셨는지 선생님은 그후로

아들이지 않고 지방으로 저장되도록 유도하고 자기를 보호

이 오고 말았다.

여러 번 얘기하셨다. “김선생 대단해”. 미국의 유수 의과대학

하기 위한 방어기전이라는 것이다. 한편 과도하게 인슐린

퇴근길 라디오에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라는 노래가 나오

이 의학 관련 수업을 50%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은 다양한 학

을 공급하는 상황이 오면 저항성이 극복되면서 세포 안에

는데 눈물이 주루룩 내리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생전 한번

문과 융합한 공부를 하면서 학부에 배운 학문과 의학이 접목

포도당이 과하게 들어오고 insulin-induced metabolic

뵙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되었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

되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고 하셨다. 2015년 선생님은 <한국

stress가 된다는 가설이다. 선생님이 옛날부터 인슐린을

의료의 세계화 의학교육 개혁이 열쇠다>란 책을 출간했다.

많이 쓰면 iatrogenic hyperinsulinemia, metabolic

내분비내과를 전공하겠다고 4년차를 시작했는데 2000년

자연과학 계열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을 받아 오직 임상의사

syndrome을 일으킨다고 하셨다. 선생님의 통찰이었다.

의약분업 투쟁이 시작되었다. 1999년 가을부터 대한전공

만 양성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생각, 의전원 체제를 통해

의협의회장을 맡아 일을 하던 중 의약분업 투쟁이 벌어진

우수 인력을 의과학자로 키워야 한다고 하셨다. 연구중심병

선생님은 당신이 30년 넘게 봐오신 환자의 기록을 잘 정리

것이다. 3월 이후 전공의들이 투쟁의 전면에 나서게 되고

원, MD-PhD 제도와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

하여 제자들이 임상연구를 많이 하도록 희망하셨다. 데이터

학 등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의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다. 허선생님 방에 찾아가서

서울대나 연세대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베이스를 만들고 매일 매일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셨다.

료진에게 인문학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투쟁 잘 하

1.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의사는 진료하고 수
술하는 사람을 넘어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로 미
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 진료를 위해서는 관련 지식이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 능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은 그 중
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문학, 사학, 철

제자들이 다양한 분석을 통해 학회 발표를 하고 논문으로

3. 환자와의 대화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진료시간

라고 응원해 주셨던 때가 생각난다. 투쟁은 가을까지 이어

당뇨병 환자를 보면서 문득 선생님이 하시던 얘기가 떠오

출간하는 모습을 보고 항상 기뻐하셨다. 만날 때마다 새로

동안 환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습니다. 환자의 성

지고 4년차 내분비내과 생활은 한 거 없이 마치게 되었다.

르곤 한다. 선생님은 당뇨병에 대한 맞춤형치료란 말을 많

운 주제를 주고 연구를 독려하셨다. ‘세선회’라고 세브란스

격, 생활 방식, 사적인 이야기까지도 들어주고 신뢰

이후 내과전문의가 되었고, 2001년 선생님 밑에서 펠로우

이 하셨고, 그걸 의학적으로 입증하고 싶어 하셨다. 한국인

내분비내과 출신 동문회 모임에서 항상 연구를 강조하셨다.

를 쌓는 것이 당뇨 치료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연구도 하고 글도 쓰고 매일 아침 학생

의 당뇨병이 서양과 달라서 체형면에서도 비비만형이 많

팔순이 지난 후에도 연구 얘길 항상 하셨는데 이제 그럴 수

4. 당뇨 의사는 혈당을 낮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가

들과 나누던 대화 속에서 선생님의 인생철학도 배우게 되

다. 그러니 서양 교과서에 실린 대로 아무 생각없이 치료

가 없게 되었다.

었다.

방법을 따라하지 말고 한국적 치료법을 만들자는 것이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생실습 회진은 보통 3시간. 그 바쁜 가운데서도 아침 회

다. 인슐린저항성과 인슐린분비능의 결함 정도를 미리 파

2015년부턴가는 ‘대사증후군포럼’을 해야겠다고 하셔

5. 좋은 약을 처방하기 보다는 환자의 생활과 마음을

진이 끝나면 매점에 가서 학생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사실 대

악하고 거기에 맞는 약제를 선택하자는 개념이다. 당시에는

서 참 대단하다 생각했다. 뱃살 줄이기 캠페인을 해야 한다

헤아린다는 생각으로 진료에 임하는 것이 당뇨 명

학교수가 되고서야 얼마나 큰 정성인가 실감하게 되었다. 학

당뇨병에 쓰는 약도 많지 않았다. 그러니 선택의 폭도 많지

고 하셨고 기회가 될 때마다 대국민 강좌를 통해 대사증후

의로 거듭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이나 전공의와 시간을 내서 커피도 마시고 세상 사는 얘기

않았지만, 인슐린저항성개선제가 나와서 아마 더 그런 생

군에 대해 홍보를 하자고 하셨다. 선생님을 옆에서 보면서

도 하고 의료계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아주대에 와서 교수생

각을 하셨던 것 같다. 지금 그런 얘길 하면 다들 precision

열정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일년에 몇 번씩 모임을 통해

활을 하면서 선생님처럼 하려고 애쓰고 있다.

medicine, personalized medicine, 정밀의학이라고 하면서

뵙게 되었던 것은 나에겐 어쩌면 행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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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두고 선생님이 그리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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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단신

교실 단신

한광협 교수 정년 퇴임 만찬 진행

신촌 내과부 전공의 수료식

한광협 교수(소화기내과)의 정년최임 만찬이 지난 2월 이은직 주임교수를 비롯한 많은 내과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내과부 전공의 수료식이 열렸다.

열렸다. (2월20일 목요일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진행)

강남 내과부 전공의 수료식
2020 강남 내과부 전공의 수료식이 열렸다.
한광협 명예교수는 1954년생으로 모교를 졸업하고 37년 간
내과학교실에 몸 담았다.
대한간학회 이사장 및 아시아태평양간암학회(APPLE) 초대
회장을 비롯해 한국인 최초로 국제간학회(IASL)회장으로 선임
되는 등 간질환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임상연구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해왔다.
지난 1월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
장(임기 3년)에 취임해 신의료기술 등 보건의료기술평가, 근거
기반의 연구개발에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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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용인 세브란스병원 소개

신축 용인 세브란스병원 소개

■ 병
 동 입원환자의 Co-management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
개원 소식

(입원의학과 주치의 – 내과 분과 주치의)
신축 용인세브란스 병원은 병동 입원환자를 입원의학
과 교원이 상주하면서 전담하는 체계로 입원환자가 가
장 많은 내과는 2020.3.12일 내과 교원-입원의학과 내
과계 교원간의 간담회를 통해 서로를 소개하고, 입원환자
management 에 있어서 입원의학과-내과 의 협력체계를
도모하였다.

■ COVID-19 대응 현황
감염관리실 박윤수 실장을 중심으로 3월 첫째, 둘째주에
는 입원 환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코로나 바이

■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 개원 (내과학 교실)
용인세브란스병원 내과학교실은 2020년 1월 17일 신축
용인세브란스 병원으로 교원들이 이사를 마치고 1월말부

우려가 있었으나 내과 교수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

러스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3.16일부터는 외래 환자를 대

해 나가고 있으며, 임상전담간호사와 협력하여 환자를 진료

상으로 확대하여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안심진료소/선별

하고 있다.

진료소를 운영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환자를 분리하여

3월 첫주에는 EMR 의 안정적 운영 문제 및 COVID-19

진료하고 있으며, 코로나 의심 및 폐렴 환자 분리 병동을 운

감염 대응으로 인해 외래 및 입원 환자를 일부 제한하였으

영하여 외래/입원에서 동선 분리를 통한 감염 예방에 노력

2020.2.4 교원 및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교원 필수

나, EMR상 큰 오류 없이 진료가 진행되어, 개원 3주만에

을 기울이고 있다. 초기에는 감염내과, 호흡기알레르기내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2월 중순부터는 병원 시스템 정립과

외래 환자가 1000명을 넘고, 외래 및 입원환자의 점진적인

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가 주도적으로

업무 분담, 당직 시스템 등을 토의하고, U-severance 3.1

증가로 병원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안심/선별진료소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3월 셋째주부터는

터 2월초까지 회의와 토론을 통하여 성공적인 병원 개원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구축 리허설을 진행하였다.

전 교직원이 참여하여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2월 16일에 진행 예정이었던 내과 연수강좌는 개원의를
위한 필수적인 주제의 강의를 준비하고 열심히 홍보를 했
으나, COVID-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아쉽게도 취소하고,
향후 일정으로 연기하였다.

예정 행사 소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과부
3월 1일 개원 후 외래 진료와 내과 병동 운영을 시작하
면서 8개 분과 (소화기내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심장내
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감염내과, 류마티스내과, 혈액종
양내과)의 27명의 내과 교수들이 진료를 시작하였다. 인턴,

제1회 내과 개원의 연수강좌
일시: 미정
장소: 용인세브란스병원 본관 4층 대강당
평점: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5점,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연수평점 5점

전공의의 부재에 따른 당직 및 밤 시간 환자 관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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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뉴스

분과별 소식
신촌
소화기내과
■

2019.12.12. 소화기내과 김도영 교수가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당신의 간
이 위험하다?>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2020.01.15. 소화기내과 한광협 교수가 신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으로 임명

■

되었다.
■

2020.02.01. The 24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Yonsei Institute of
Gastroenterology, The 3rd Anniversary Yonsei Liver Center Symposium

섹션뉴스

심장내과
■

2019.12.3 김태훈 조교수가 내과총동우회 김세규상을 수상 하였다.

■

2019.12.10 정보영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상 (2019 보건의료기술 진흥 유공자)를 수상 하였다.

■

2020.2.28 김중선/홍그루 교수가 위중한 전신 상태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승모판 역류증 환자에 대해 Mitral Clip 첫 케이스를 성공
적으로 시술 하였다 (국내 2번째).  3월에도 3 케이스를 추가로 성공리에 시술 하여 현재 국내 최다 케이스 (4건) 를 시술 하였다.

■

2020.3.1 심장내과에 4명이 신임 교원이 채용 되어 진료를 시작 하게 되었다. 전문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조익성 (임상부교수) : 판막질환, 심근질환, 심부전, 심장종양, 항암치료관련 심근질환

■

서지원 (임상조교수) : 심장 판막질환, 심근 질환, 심낭질환, 심부전, 고혈압

■

이승준 (임상조교수) : 협심증, 심근경색증, 대동맥질환, 혈관질환

■

김민 (임상조교수) : 부정맥, 급사, 심장전기생리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 심박동기, 제세동기, 심장재동기화치료

■

2020.3.1 이찬주 임상부교수 와 이승준 임상조교수가 한국연구재단 2020년도 상반기 개인 기초연구 신진연구비를 수주하였다

■

2020.3.11 박성하 교수가 2020 올해의 내과 교수로, 유희태 조교수가 김영진 올해의 내과교수로 선정 되었다.

■

2020.3.19 유희태 임상조교수가 2020년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진연구자상을 수상 하였다.

(In Commemoration of Professor Kwang-Hyub Han on His Retirement), 11TH East Asia Region (EAR) Meeting for
Hepatocellular Carcinoma를 ABMRC 유일한 홀에서 개최하였다.

종양내과

■

■

■

■

■

지난 12월 3일, 연세의대 내과총동우회 총회에서 종양내과 이충근 강사가 내과총동우회를 빛낸 인물로 학술부문에서 수상하였다.

■

지난 12월 18일, 김병수 전 연세대학교 총장이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선정하는 ‘제19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의료 부문

호흡기내과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언론인연합회는 2001년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예술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을 발

2020년 내과학교실 연구증진사업에 호흡기내과가 선정되어 연구비 8천만원을 지원 받을 예정이며, 김송이 부교수, 이상훈 조교수

굴해 매년 시상해왔으며, 이번 시상식은 지난달 18일 국민일보사에서 열렸다.

가 호흡기질환 오가노이드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을 위해 set up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수 전 총장은 암의 종합적 치료법인 다학제 요법을 암병원에 국내 최초

신종코로나 19감염이 pandemic으로 진행하여 병원 내 신종코로나 19 감염의 전파 예방, 검사, 치료를 위해 호흡기내과가 적극적

로 정착시켰으며, 약물요법, 방사선종양학을 비롯한 종합적인 암 관리 시스템

으로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정립을 통해 종양학 발전과 제도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979년 암병

박무석 교수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팀에 회의에 참여하며, 진료 방침에 활발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호흡기내과 교수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학술 활동 및 대외활동을 활발히 펼쳤으며 삼성, 해태

및 강사가 돌아가며 안심진료소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등 기업의 지원과 함께 송당 암연구소를 설립했다. 대한암학회 회장으로 학

폐렴 선제 격리를 위해 33, 43 격리 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검사 대상 및 방법, 인원, 동선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했으며, 정경

회를 세계적 수준의 암 연구학회로 발전시켰으며 의학자로서는 두 번째로 한

수 조교수, 곽세현 강사, 내과 전공의가 33, 43병동에서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15년 간 암병원장을 역임 후 1996년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중증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critical care 전담인력으로 이수환 조교수가 진료에 매진하고 있으며, 응급실 및 병실환자의 중

선출됐다. 2000년에는 의학자 최초로 청조근전훈장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국제보건기구(WHO) 암 퇴치 자문위원으로 선진 암 치

등도가 높아지면서, 내과계중환자실 재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환자 치료 및 신종코로나 19 감염전파를 막기 위해 김영삼 교수

료체계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다.

가 적극적으로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

■

■

2019년 12월 20일,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박대용 유베이스 회장 기부금

기관지내시경 전담으로 용승현 진료조교수가 발령 받아 기관지내시경 및 진료,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김강준, 장혜진, 최지연 강

전달식』이 치러졌다. 본 행사에 유베이스 허대건 대표이사, 손흥규 대외협

사가 내과전문의 합격 후 호흡기내과 전임의로의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력위원과 연세의료원 윤도흠 원장, 금기창 연세암병원장, 이유미 발전기금
사무국장, 조병철 암병원 폐암센터장, 종양내과 홍민희 교수, 남진정 발전
기금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암병원 폐암센터 발전기부금으로 2억원이 전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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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1일, 내과전공의 2~4년차를 대상으로 치러진 전공의시험에서 종양내과 4년차 치프 이서영 전공의가 전체 1등을 달성하는 쾌

섹션뉴스

■

2월 19일 세브란스병원 본관 20층 스카이라운지에서 『2020년

거를 이루었다. 본 시험은 전공의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치러질 전문의 시험을 격려하고자 내과학교실에서 선물 전

도 종양내과 입퇴국식』이 개최되어, 종양내과 교수, 외래 간호사,

달식이 이루어졌다.

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2019년 한 해 동안 재직하신 함아롱 강

2020년 1월 9일 개최된 2019년도 세브란스병원 QI종합학술대회에서 ‘암병원 입퇴원 개선을 위한 CP 개발 및 적용’을 주제로 종

사, 이가든 강사, 이충근 강사, 이서영 수석전공의의 노고에 감사

양내과 홍민희 교수가 발표한 PARADE CP팀이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드리고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였으며, 3월부터 새롭게 임
용되는 김민환, 이충근 임상조교수, 오주연 입원전담전문의, 안병
철, 김슬기 진료교수, 이서영, 상윤범, 한예정, 김창곤, 강순현, 이
지현 강사의 힘찬 포부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

3월 2일, 종양내과 김혜련 교수가 2020년 올해의 내과교수로 선정되었다. 김혜련 부교수가 애틀란타 Emory University에서 연구
출장 기간 동안 Rafi Ahmed 교수 연구실에서 1년간의 연구출장을 마치고 복귀하였다.

■

종양내과 정현철교수가 연세의대 최고의 연구자에게 시상하는 2020년 제 33회 보원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올해로 33회를 맞은 보
원학술상은 윤덕진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88년 모교인 연세의대 교수들의 의욕을 진작시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많이 세우
기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아호를 딴 기금을 기증해 제정된 학술상이다.

■
■

3월 19일, 종양내과 조병철 교수가 의과대학에서 시상하는 연구활동 우수교수 피인용상 내과/지원계 부문에서 수상하였다.

2월 1일, 의과대학 총동창회에서 종양내과 조병철 교수가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의과대학 총동창회에서는 조병철 교수가 연세대
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며 제 21회 분쉬 의학상(Wunsch Medical Award) 젊은 의학자상 임상부문을 수상하

내분비내과

고, 종양내과 교수팀과 함께 국제적 암 표준 진료지침으로 널리 활용되는 ‘미국종합암네트워크(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

Network)의 진료지침서를 새롭게 개정하시어, 폐암의 항암치료(신약임상)전문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는 공로를 기리기 위해

■

이은직 교수가 Associate Editor in Journal of Endocrine Society를 연임하였다.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

이유미 교수가 2019년 9월부터 미국 골대사학회 대사의 일원으로 선출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 미국 내분비학회의 임상 가이드
라인 위원회, 미국 골대사학회 이사회, 미국 골대사학회지 편집 이사회의 일원으로 선출되었다.

2월 14일, 종양내과 범승훈 교수가 ‘백금-포함 화학요법을 받은 국소 진행성 혹은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에서 아테졸리주맙과 도
세탁셀 병합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Ib/2상 임상시험‘ 연구로 kcsg 2019년 우수연구자 1등상을 수상하였다. 본

■

에서 연수 예정이다.

연구는 표준치료 후 기존 경험을 근거로 탁센에 면역항암제를 병합하여 면역학적 반응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
았으며, 임상적 미충족 수요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는 평을 받았다. KCSG는 우수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해

■

이용호 부교수가 2020년 3월 19일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주관한 제 13회 아산의학상 젊은의학자부문에서 수상하였다.

2006년부터 매년 임상연구계획서를 공모하여 젊은 연구자들이 임상연구를 통한 암 치료법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

이민영 임상조교수가 대한내과학회 학술지에서 [Higher glucagon-to-insulin ratio is associated with elevated glycated
hemoglobin levels in type 2 diabetes patients]를 주제로 2019년 하반기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록 장려하고 있다.
■

이용호 부교수가 2020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California, Novato에 위치한 The Buck Institute for Research on Aging

지난 1월 29일,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종양내과 홍민희 교수는

■

교실역량 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기부하신 이현철, 임승길, 송민경, 한민희 선생님께 2020년 03월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29일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미디어세미나에서 비소세포폐
암 환자에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경우 1차 치료에 사용하는 것이

혈액내과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발표했다. 미국임상종양학회 2019에서
발표된 KEYNOTE-001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펨브롤리주맙 단

■

2019년 12월 17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혈액내과/혈액암센터 송년회를 하였다. 혈액내과 의료진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동 및

독요법을 1차 치료에 사용할 경우 전체 반응률이 41.6%로 나타

외래 간호사, 임상연구간호사, 약무팀, 사회사업팀 등이 참여하였다. 이번 송년회는 새해부터 신축용인세브란스 혈액내과에서 근무

났지만, 2차 치료 이상으로 넘어가면 22.9%로 줄어드는 등, 펨

를 시작하는 김수정 부교수와 이경진 기사의 환송식을 겸했다.

브롤리주맙의 단독요법은 1차에서 더 높은 전체 생존율과 반응률

■

은 연구업적을 내고 있는 타 대학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확인됐다. 홍 교수는 “펨브롤리주맙의 경우, 1차 병용요법은 PD-L1 발현율과 상관없이 모든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적용 가
능해 그동안 면역항암제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도 면역항암제 치료 옵션을 열어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56

2019년 12월 18일과 20일에는 CAR-T cell therapy 등 혈액암 분야에서 최근 주목받은 면역치료법과 관련하여 이 분야에서 많

■

2020년 1월 내과학교실 시무식에서 혈액암센터 최미라 기사가 내과부 모범직원으로 수상하였다.

■

민유홍 교수가 2020년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신입 정회원으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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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내과학교실 연구증진사업에 혈액내과가 최종 선정되었다.

■

2020년 3월 강남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 김유리 부교수가 신촌에서 파견 근무를 시작하였고, 정해림 임상조교수와 조현수 강사가 새롭
게 근무를 시작하였다.  또한 원주세브란스 혈액종양내과 현신영 조교수가 강남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에서 파견 근무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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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내과
■

임상연구간호사, 연구원이 참석하였다.
■

2020년 3월 1일 윤해룡 용인동백 세브란스 신장내과 임상조교수가 용인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

2020년 3월 1일 김형우 강사가 신촌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진료교수로 발령 후 근무를 시작하였다.

■

2020년 3월 1일 이상미 강사가 2년 간의 신장내과 전임의 과정을 수료 후 “부민병원”에서, 이지영 강사가 1년 간의 신장내과 전임

■

2020년 3월 1일 박근형, 이공명, 정찬영, 조원지, 김재영, 김지혜 전공의가 신장내과 강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2020년 3월 12일 송정식 교수가 “2020 구철회 올해의 내과 교수”로, 이상원 교수가 “2020 한민희 올해의 내과 교수”로 선정되었다.  

노년내과

의 과정을 수료 후 “적십자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

2월 25일 박용범 교수가 SHRC 2020년도 상반기 신규과제에 “전신홍반루푸스에서 새로운 병인 규명 및 면역치료제 개발을 위한
플랫폼 및 환자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이라는 주제로 선정되었다.

신장내과
■

2019년12월4일에 연희동 “이화원” 식당에서 류마티스내과 송년회가 개최되었고, 신촌과 강남 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의료진,

■

김창오 교수
- 2012년부터 진행된 Korean Urban Rural Elderly 연구 (노인코호트, 약 3500명, 4년간격 추적) 의 2차 추적연구를 시작
- 미세먼지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획과제 연구 참여

알레르기내과
┃분과 행사┃ 2020년 2월 12일 세민회 모임을 가졌다. 세브란스

■

- 중기청에서 주관하는 IT 기술을 이용한 노인인지기능통합관리 연구에 참여
■

김광준 조교수

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배출한 선생님들의 모임으로. 전국 각지에서

- 인공지능분야 최고권위 학술대회인 NeurIPs 심사위원 선정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만나 최신

- 인공지능분야 학술대회 ICLR 2020 논문 발표

지견 및 진료 경험을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 동화약품 사외이사 선임

┃회원동정 및 단신┃ 2020.03 (신축)용인 세브란스 호흡기 알레

■

■

이상배 조교수
- 이직: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내분비내과 (2020년 3월 1일부)

르기내과 김성렬 임상조교수 신규 임용

통합내과
감염내과
■

019년 12월 16일 – 20일, Hospital Medicine 4차 교육

2019년 12월 13일, 세열회 정기총회 송년회 모임을 하였다.

(Clinical Scholars Program) 이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Weill

2019년 12월 16일, 감염내과 송년회 모임을 하였다.

Cornell 대학의 Arthur Thomas Evans와 Aram Kim 교수

2020년 2월, 대한감염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산하 진료 지

가 초음파 프로그램 (POCUS), Leadership, 그리고 Evidence

침 분위에서 염준섭 교수가 위원장, 구남수 부교수와 정수진 조교

Based medicine에 대한 강의하였고 신촌, 강남 세브란스병원

수가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및 전북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참석하였다.

■
■

■

■

2020년 3월, 구남수 부교수가 캐나다로 연수를 가게 되었다.

■

2020년 3월, 김정호 조교수, 백예지 강사, 손유진 강사, 조윤숙

연세의대 내과 입원의학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Weill cornell

강사, 현종훈 강사가 근무를 시작하였다.

대학의 Arthur Thomas Evans 와 Aram Kim 교수가 병동에서

2020년 3월, 안진영 조교수가 세브란스병원 입원 코로나19 확

의 Point-of-Care Ultrasound 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의하였고,

진 환자 치료를 담당하였다.

통합내과 전미영, 문희선 교수가 Point-of-Care Ultrasound 심

■

2020년 3월 14일, 정수진 조교수가 대한감염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산하 과학적근거창출 분위 간사로 참여하였다.

초음파, 복부초음파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

2020년 3월 16일, 염준섭 교수가 충북 보은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담당 근무를 시작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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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21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윤인배홀에서 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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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뉴스

섹션뉴스

내과 의국 소식
■

호흡기내과

2020.3.1부터 내과 3년제 수련에 따라 전공의 1, 2, 3년차 총 85(+2) 명 (28 (+2), 29, 28)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신촌 56명

■

2020.01.29 조재화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속대응팀 GSTART 1주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8, 19, 19), 일산 16명 (6, 5, 5), 제주 9명 (3, 3, 3), 안동 4명(1, 2, 1) 근무 중이며, 기존 4년제 수련 시와 달라진 점은 인력이
3/4로 줄었다는 점과 이로 인해 1년차 초반을 겪는 전공의들 중 back cover가 없는 파트들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COVID 19와
관련하여 호흡기내과/감염내과 파트 변경 및 33/43 병동에의 인력 분배가 있어 처음에 익숙하지 않았으나 어느새 적응하여 일하는
모습이다.
■

심장내과
■

3월 1일부로 권혁문 교수가 신임 내과부장으로 임명되었다.

■

3월 1일부로 김인수 조교수가 부정맥 파트 신임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2020년 내과부 우수전공의 시상식이 6일 의과대학 회의실에서 열렸다.
시상식은 매년 신임강사, 의국원 환영회에서 진행하였으나 COVID-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이번에는 수련위원장 입회 아래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혈액내과
2019년기준

신촌

최우수전공의

4년차

장진원

우수전공의

3년차

이혁희

우수전공의

2년차

김경원

우수전공의

1년차

김현욱

교육부문

김진석(R3)

학술부문

한종희(강남 R2)

일산

국혜원
(2년차)

안동

이영롱
(2년차)

제주한라

■

2019년 12월 4일 김유리 부교수가 Orlando에서 개최된 “American Society of Hematology Annual Meeting”에 참석하였다.

■

2020.3.1부터 혈액내과 현신영 조교수가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영채
(2년차)

신장내과
■

2020년 4월 12일 예정된 제 9회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연수강좌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잠정 연기되었다.

■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강남 신장내과에서 전임의 과정을 수료한 박해열, 이문형, 그리고 정권수 강사가 2020년 3월 1일
부터 김포우리병원”, “상계백병원”, “안산온누리병원”에서 각각 근무를 시작하였다.

■

2020년 3월 1일 윤성욱과 이강윤 강사가 신장내과 전임의 근무를 시작하였다.

■

2020년 3월 11일 최유주 간호사가 신장내과 PA 근무를 시작하였다.

강남

류마티스내과

내과부
■

2020년 4월 1일 부터 내과부 PA 근무 시작

■

내과학 교실 연구 증진 사업 선정 - 강남 내과부질병 중심 융합 코호트 자료 구축 (대사성질환/암질환/감염/염증성 질환)

■

2020년 3월 박정환 강사가 류마티스내과 강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소화기내과
■

2019년 12월 28일 천재영 교수가 파크하얏트서울에서 결혼하였다.

■

2020년 1월 2일 소화기내과 신년하례식이 소화기내시경센터에서 열렸다.

■

2020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관식 교수가 안식월을 보냈다.

■

2020년 2월 5일 소화기내과가 강남세브란스병원 표준진료지침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최다 개발진료과 및 최우수 향상 진료과
부문을 수상하였다.

■

2020년 2월 19일 윤홍진 임상연구조교수가 강남세브란스병원 강사학술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2020년 2월 19일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퇴직 행사가 소화기내시경센터에서 열렸다.

■

2020년 3월 1일부터 조재희 교수가 임상 교원으로 임용되어 췌담도 파트 진료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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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소식

교실소식

내과부 및 내과학교실

김민관(심장), 김용철(심장), 안성수(류마티스)

1. 고 김세규를 기리며 : 2019. 12. 18(수) 18:30 형제갈비

진 료 교 수 신촌: 용승현(호흡기), 김슬기(종양), 안병철(종양), 김형우(신장),
박지희(통합), 오주연(통합), 이인국(통합), 문성우(통합),

2. 2020 내과부 시무식 : 2020. 1. 6(월) 12:30 은명대강당 로비

정근용(통합)

[2019년 내과부 모범직원 수상자]
박수의 사무원

내과학교실 사무원

어보람 간호사

종양내과 외래

유혜영 간호사

호흡기내과 기관지경실검사실

이은정 사무원

심장내과 사무원

이희선 간호사

소화기내과 내시경실

최미라 임상병리사

혈액내과 조혈모세포검사실

3. 2020 내과학교실 운영위원회
workshop : 2020.2.14.(금) 14:00~18:00
4. 2018 내과부 전공의 3, 4년차 수료식: 2020년 2월 18일(화) 18시 / 알렌관 무악홀
5. 한광협교수 정년기념 만찬: 2020. 2. 20(목) 18:30 백양누리 김순전홀
6. 2020학년도 내과연수강좌 : 2020년3월15일 연기 → 2020년11월22일 예정
7. 내과학교실 전체교수회의 & 강사 및 의국원 환영회 :

강남: 김영민(소화기), 김용찬(감염), 신택수(통합), 이기병(통합)

연수출발
이용호
부교수

2020.2.1 - 2022.1.31

The Buck Institute for Research on Agi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SA

구남수
부교수

2020.3.1-2022.2.28

Mount Sinai Hospital, University of
Toronto Faculty of Medicine

최혜진
부교수

2020.3.1 - 2021.2.28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김건민
조교수

2020.3.1 - 2021.2.28

Univ. of Teexas Southwestern

2020년 4월6일 백양로 프라자 그랜드 볼룸 취소

승진을 축하합니다
교    수
임상교수

용인: 이정은(신장)

부 교 수

신촌: 김범경(소화기), 김송이(호흡기), 김은영(호흡기),

헌신하다가 안타깝게도 2018년 6월 23일,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지금까지 중환자실에

조성우 (08졸, 수원바로내과) 2020.01

투병 중인 우리 회원입니다.

윤영진 (08졸, 연세윤내과)   2020.03

결혼을 축하합니다.
김슬기 (14졸) 2020.01  

강남: 변민광(호흡기), 장성일(소화기)
신촌: 이찬주(심장)
강남: 남지선(내분비)

조의를 표합니다
이동기 (84졸) 모친상 2019.12   이장훈 (81졸) 모친상 2019.12

임 상 교 수 강남: 조재희(소화기)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세브란스인이자 내과총동우회 회원으로서 열심히 치료를 이어나가
고자 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무석 (97졸) 부친상 2019.12   박인혜 (02졸) 시부상 2019.12

임용을 축하합니다

2020년 2월 29일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지만, 의료진의 노력과 쾌유를 기원하는 가족,
동료들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혜련(종양), 이용호(내분비)
임상부교수

송주한 회원은 2012년 5월, 호흡기내과 강사로 채용되며 총동우회 회원이 되었고 이후

개원을 축하합니다

신촌: 김승업(소화기), 이상원(류마티스)
강남: 김지현(소화기), 이정일(소화기), 박종숙(내분비)

송주한 회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2014년 3월부터 중환자 진료를 전담하는 임상조교수로서 세브란스병원과 중환을 위해

8. 2020내과학교실 신임교원 및 승진교수 환영회 :
2020년 4월13일 더플라자 취소

동우회원님들께

이세준 (88졸) 빙부상 2020.01   허갑범 (64졸) 별세   2020.01
송경호 (98졸) 부친상 2020.01   정준근 (88졸) 빙부상 2020.01

아무쪼록 빨리 쾌유하여 회원님들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총동우회 홈페이지>

전재윤 (75졸) 빙모상 2020.03   박승우 (90졸) 부친상 2020.03

용인: 김철식(내분비), 정인현(심장)
부 교 수 신촌: 박정탁(신장), 박준철(소화기)
임상부교수 신촌: 조익성(심장), 이한성(통합)
용인: 박병훈(호흡기), 오지수(혈액종양), 황도유(혈액종양)
조 교 수 신촌: 이혜원(소화기), 김태훈(심장), 김한상(종양), 박지혜(소화기9/1)
임상조교수 신촌: 이재승(소화기), 강은애(소화기), 조중현(소화기), 최윤진(소화기),
김 민(심장), 서지원(심장), 이승준(심장), 정해림(혈액),
김민환(종양), 이충근(종양), 임선민(종양), 김다함(내분비),
이민영(내분비), 김정호(감염), 표정윤(류마티스)
강남: 김인수(심장)
용인: 허철웅(소화기), 임태섭(소화기), 김성렬(호흡기알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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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내역 2019.12~2020.03
최웅승 유동은 이오현 천재영 김병규 변세진 안정련 황민호 김원진 김지영 이은직 박중원 신상준 남주영 장양수 김기용 김영준(93) 천상배 송영득 김원중 김성남 정재한
김용범 김한수 한승희 이이형 한재용 손승환 박경선 강동선 강동훈 강석민 강신애 강영애 강은석 고병휘 고영국 곽서연 구남수 구철룡 국혜원 권성찬 권오찬 권혁문
권혜란 금지영 김강준 김건민 김경원 김경원 김경철 김광준 김나혜 김다영 김다함 김대영 김도영 김문현 김미령 김미르 김 민 김범경 김범석 김병극 김송이 김수빈
김수정 김슬기 김승업 김승태 김영민 김영삼 김영은 김원호 김유리 김윤덕 김윤아 김은경 김은영 김인수 김자경 김재영 김종윤 김주영 김중선 김지운 김지원 김지현
김지혜 김진석 김진석 김창오 김태일 김태훈 김태희 김한상 김형중 김효송 김효정 남유주 남지선 노태길 도현수 도화미 라선영 민유홍 민필기 박경희 박근희 박무석
박민찬 박상우 박성하 박수정 박승교 박승우 박용범 박재준 박정엽 박정탁 박정환 박종숙 박준용 박준철 박지훈 박찬수 박필규 박형천 박혜정 박효진 박희남 방승민
배현경 백예지 범승훈 서종권 서준혜 서 진 손유진 손주혁 송시영 송영구 송정윤 신동엽 신동호 신성관 신 철 심지영 안상민 안상훈 안재범 안중배 안진영 안철민
안철우 양은지 엄재선 염준기 염준섭 오수현 오재원 유성환 유종욱 유태현 유희태 윤민성 윤병윤 윤성욱 윤영원 윤영훈 윤현제 은성호 이가든 이강윤 이공명 이관식
이기현 이만우 이병권 이상길 이상원 이상학 이상협 이상훈 이서영 이서영 이선화 이세정 이세준 이수환 이승우 이승준 이승현 이연희 이영채 이오현 이용섭 이용찬
이용호 이원동 이유미 이은서 이은주 이은혜 이은화 이인국 이재혁 이재현 이정은 이정일 이지혁 이지현 이찬주 이찬호 이한성 이혁희 이현웅 이희승 임성찬 임세중
임아영 임 의 임현철 장성일 장시환 장윤수 장 준 장지은 장진원 장혁재 장혜진 전세연 정경수 정민규 정보영 정세용 정수진 정지예 정찬영 정현철 정혜인 정희철
제연진 조병철 조성준 조승훈 조영석 조원지 조재용 조재화 지정근 지정현 지현우 진무년 진수진 차봉수 차정준 천재영 천재희 최규헌 최동훈 최아림 최의영 최준용
최지연 최홍준 최훈영 하장우 하종원 하현수 한상조 한상훈 한소영 한소정 한송이 한승혁 한종희 함아롱 허가영 현혜경 홍명기 홍민희 홍범기 홍성진 홍태원 황윤아
황태현 김민환 김새인 김석원 김성민 김승민 김준형 도민영 문병섭 박은식 박지수 박진용 박찬신 안신기 윤영섭 이명식 이시영 이진하 임채완 임영협 장수연 장희원
정다현 정혜원 최지성 최혜진 한정우 홍그루 김창화 박주영 유지희 윤현강 홍성현 강은미 황도유 박윤수 장일중 최 원 이찬희 김태훈 강한걸 박용준 윤용석 김상용
김승규 박기호 심성록 장상호 이충렬 이병준 최승원 배희동 김기중 김영신 조철호 김영준(86) 김창규 이상철 류종철 박수영 김용진(84) 이승근 김정환 구철회 박재민 이욱용
최소래 유효민 서정기 이명래 황영남 이종민 조미애 이동일 황성준 천선희 오세창 정경섭 고광일 나상규 백 승 조재식 조한선 정준근 김경년 김승협 남재현 김태용
정동균 이충원 최조영 설창환 백경권 박종훈 안강현 박현영 최윤종 이강석 박승호 박상진 백종열 신계철 정배기 박선영 배기선 정윤석 한민희 황 용 추척금 신은택

기부금 내역 2019.12.01~2020.03.31
기부항목명

기부자명

임금액

강남병원 소화기내과 발전기부금

마상곤

70,000,000

강남병원 신장내과 발전기부금

박종훈(87), 황학진(96), 박종원(03), 남상진, 장해일

세브란스 내과부 발전기부금

전공의 수료자

암병원 종양내과 발전기부금

김태식

의과대학 내과기념사업발전기부금 (故 강진경)

한광협(79)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한광협(79), 이은직(84), 구철회(83), 안광진(86), 한민희(75), 김관우(85), 박혜정(故박인서 女), 강보영(72)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 골대사

김모임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 내분비내과

故 허갑범(64)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 동우회

이종화(74)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 소화기내과

박재용 (故 박인서 子)

50,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 알레르기

황의동(09), 문일주(09)

10,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 혈액내과

안혜성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호흡기내과

이장훈(81), 이강석(82), 천선희(86), 안강현(89), 장상호(81), 박재민(89), 이이형(84), 백 승(82), 장준(80),
김영삼(91), 박무석(97), 정지예(04),임아영(09), 강영애(01), 김송이(05), 이수환(07),황의동(09), 이상훈(06)

18,9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연구기부금-심장내과(정덕재단)

조규옥

50,000,000

의과대학 소화기병연구소 연구기부금

황영남(69)

152,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00
4,780,000

300,000

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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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

장양수, 이동기, 박석원, 심광용, 정윤석, 이찬희, 이이형, 이병
내과총동우회

02-2228-1937 / 010-8703-1937

완, 송정식, 박용준, 홍그루, 정재한, 송영구, 김기용, 김영수, 김
중영, 김한수, 박기호, 손승완, 최 원
총무이사 	

정준근, 정준원

재무이사 	

한승희, 신상준

21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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