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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내 첫 여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박해심 아주대 교수(83년 졸) 인터뷰

“여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과
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며

여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으로서 좋은 점도 있지만

혼자서 생활하는 인턴, 레지던트를 파악해 따뜻한 조언을

우려의 시각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는 등 평소 섬세하고 온화한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

남자 교수님들이 의료원장을 많이 하셨는데, 리더십에 대한

있습니다.

전통적인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어울려 식사하고,
술도 마시면서 좀 더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스킨십 문화
가 바탕인 리더십이지요.

우리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가운데 타교 출신들이 50%
가 넘어요. 가족과 떨어져 수원에서 혼자 사는 친구들을 빨

헌데 제가 음주를 못 하니까 ‘스킨십이 중요한 인간관계

리 파악해 신경을 쓰니까 남자 교수님들하고는 리더십이

에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성, 어머

입니다. 그렇다고 평생 안 해 온 (음주를) 갑자기 할 수도 없

니의 시각에서 보는 섬세함이 있잖아요? 외롭게 혼자 사는

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새로운 리더십 문화를 창출해야

레지던트는 한번 대면하면 생활환경이 다 보여요. 그래서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의료계 현실에서

먼저 다가가 조언을 해주면 많이 고마워하죠. 지방에서 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일까 항상 고민하

자 올라온 레지던트들은 외롭거든요. 제 눈에는 금세 다 보

며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젊은 교수들에게도 요즘은 잔소리보다는 격려를 많
이 하는 편입니다.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세브란스 내과 동문들한테 인사말씀을 해주시죠. 의과대학을
수석졸업(83년) 하셨죠?
박해심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무부총장이다. 1983년 연세대학교 의과대

권위 교과서 ‘미들턴 알레르기(Middleton’s Allergy)’의 주
저자로 참여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기도 하다.

동문모임에 자주 참석을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격려 문
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특히 여자 동문들이 (저의 취임

학을 졸업한 박해심 의무부총장(알레르기내과)은 인턴, 레

을) 의미 깊게 받아들이고 격려를 많이 보내셨어요. 제가 의

지던트, 펠로우까지 모두 세브란스병원에서 마쳤다. 지난 3

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여학생이 극히 소수였어요. 지금처

월1일 아주대 의료원장에 취임한 그는 “지금까지 관행처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과 의료

럼 여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시절이지요. 의대 공부가 재

여겨온 리더의 격식에서 다소 벗어나 새로운 리더십을 통

원 업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연세의대 출신인 이혜란 교수

미있어 열심히 했고 그 결과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

해 아주대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원장의

가 한림대의료원장(소아청소년과), 김봉옥 교수가 충남대병

아요.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3년까지 모두 세브란스에서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2월 28일까지이다.

원장(재활의학과)을 맡은 적이 있지만 교육·연구와 진료를 총

했습니다.

괄하는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박해심 교수님이
박 의료원장은 1995년부터 아주대 의과대학 알레르기내

처음입니다.

과 교수로 근무하며 아주대의료원 임상시험센터장, 연구지

남성 동료분들보다 2~3배는 잘해야 한다는 각오로 치열
하게 생활한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잘
해야겠다는 강박감이 스트레스였고 삶을 피곤하게 했지만

원실장, 첨단의학연구원장 등을 역임했고 의료원장 취임 직

좋은 임상연구자, 교수로 남기를 원했는데 생각하지 않았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제가 임상이나 연구

전까지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면역질환 연구단장을 맡아

던 기회로 의료원장을 맡았습니다. 오랜 기간 재직했던 기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

난치성 천식에 대한 면역치료제 개발을 주도했다. 학회 활

관에 기여를 해야겠다는 각오입니다. 의과대학과 의료원 모

는 것도 세브란스 시절부터 다진 경쟁력이 원천입니다.

동도 활발해 대한직업성천식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두를 챙기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실감

회장, 세계알레르기학회 학술위원장, 《알레르기천식및면역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학연구(AAIR)》 편집장 등을 역임했고 알레르기 분야 최고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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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료원장님의 20~30대 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서있는 것 같아요. 전국의 의과대학 가운데 여성 교수 퍼

의료원장 취임 직전까지 아주의대 연구중심병원 업무를

가 없었는데,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

달라졌죠?

센티지가 가장 높았고 여성 교수들이 주요 보직에 조기에

이끌어 오셨는데요.

다시 감사드립니다.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저도 그런 혜택을 본 사람
그렇습니다. 이제 세브란스 내과에도 여자 교수들이 많

입니다.

연구를 중시하는 병원으로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과제입니

고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도 많지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

다. 제가 연구개발(R&D) 관련해서 경험도 많고 보건복지부

마지막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여자 후배들한테 당부의

니다. 제가 경험할 때와 환경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만

과제도 많이 해와 임상연구자나 보직자 가운데 누구보다도

말씀 해주시죠.

주니어는 많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줄 시니어가

연세의대 세브란스 병원과 아주대 의료원의 협력 관계에

R&D 분야를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대병원의 평판

부족한 것 같아요.

대해 말씀해주시죠.   

을 올리는 길은 학문적 성취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갈수록 여성 의료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

세계적 추세가 그렇지요. 아주의대가 다른 학교보다 더 잘할

호사 선생님들도 많지만 의사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자 선생님들은 자기가 맡은 일은 굉장히 잘하지만, 여
러 가지 사회적 관계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로 너무 잘 알고 익숙한 사이이기 때문에 협력관계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R&D 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의사들은 레지던트나 펠로우를 거치고 공부를 하다보

그런데 큰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중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필요할 때는 콜

우리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으니까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

면 결혼과 출산을 늦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어려

요하죠. 이런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할 때 경험

라보레이션을 많이 해야 합니다. 최근 데이터중심병원 등

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봐요.

움을 겪는 여성 의사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격려해

이 많은 여성 시니어 선생님들과 상의하면 도움이 되는데

큰 사업을 할 때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면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 윈윈하는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작지만 강한 대학, 혁신적인 인재

여성 의사들도 도중에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

최근 의대에 여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그 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를 늘려도 되는 충분한

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후배들

람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롤모델로서 남성 교수님들 뿐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이유로 정원이 40명이라서 굉장

이 개인적인 고충이나 가정생활에서 괴로운 일에 대해 저

아니라 비슷한 고민을 경험했던 여성 교수님들의 역할이

히 아쉬워요. 지금도 병원은 하나밖에 없지만 알차고, 국제경

에게 문의하면 명쾌한 답을 준다고 말하더군요. 주변에서도

더욱 중요합니다. 아주대 의료원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앞

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전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겠어요. 혹시

임교수 1인당 연구비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경

연대의대 동문들 모두 훌륭하시지만 제 도움이 필요하면

쟁력강화를 위한 목표도 더 높여 잡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 자랑스로운 의료인이 되도록 희망을 주는 대학이 되어야
겠다는 각오입니다.

워킹맘 의사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박 의료원장님처럼 워
킹맘이 직장에서 뜻을 펴기 위해서는 가족의 응원과 지원이
절대적인데요.
저처럼 수십 년 동안 직장 일에 매달리면 남편의 이해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죠. 진료와 연구에 바빠 거의 매일 밤
10시가 넘어야 퇴근했어요. 남편과 외아들에게 항상 미안
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싫은 소리 한번 안 하고 도중에 좌
절하지 않도록 한결같이 지원해준 남편(한림대의료원장과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교수)이 고맙고 존경합니
다. 남편은 같은 내과(호흡기내과)를 전공해 조언도 많이 해
주고 도와주기도 했어요. 저희 부부가 육아에 신경 쓸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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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과 소세포폐암의 연구결과,
미국임상암학회(ASCO)에서 발표
정현철 종양내과 교수 보원학술상 수상

“종양내과의 모든 교수들이 연구에 참여하여 자궁경부암

(2008-2009),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2014-2015)을

과 소세포폐암의 연구결과를 미국 임상 암학회 (ASCO)에

거쳐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한암학회 이사장으로

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한 면역 항암

활동했다.

제가 자궁경부암과 소세포폐암에서 미국 식약청 허가를 받
게 되었다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전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정현철 교수는 “우리 종양내과는 다른 대학에서 ‘다학제’

20여 곳의 암센터가 참여하여 이 중 두 가지 암종에서 종양

라는 말조차 생소해 할 때 국내 최초로 다학제 연구를 시작

내과가 주도하여 신약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환자를 위한

했다”면서 “돌아가신 홍완기 교수님(미국 MD앤더슨 암센

진료와 신약개발 연구에서 모두 우수한 연구결과를 얻은

터)이 당시 미국에서 진행되던 다학제 연구를 알려주셨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종양내과 외에 병리학과, 영상의학과,

많이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진단검사의학과와 폐암센터, 여성암센터 등 다학제 진료팀

"수상을 한 논문은 면역항암제 개발을 위해 10개의 암종에서 약제의 효능과
부작용을 평가하고 바이오 마커를 개발하는 연구결과 중 한 가지였습니다.

이 참여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이사장을 맡았던 대한암학회는 우리나라
에서 가장 오래된 다학제 학회로 기초학자, 기초의학자, 임

정현철 교수는 “신약개발과 같은 다학제 연구가 진행되

상의학자들이 모두 모여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

이 연구를 위해 종양내과의 모든 교수들이 참여하여 10개 암종 모두에서

기 위해서는 연구자간, 연구자와 회사간의 신뢰도가 가장

학제 학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할 때 이를 조율하는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중요하며, 신약연구와 중개연구를 병행하는 인프라와 연구

능력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소신을 펼칠 수

자의 마인드, 그리고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면서 “종양내과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후

교수들은 리더십, 연구자 마인드, 인프라 등을 만들면서 이

배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번 기회에 회사들로부터 능력에 대한 신뢰도까지 얻었기에

두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연구를 국제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다발적으
정현철 종양내과 교수가 보원학술상을 수상했다.

에 논문을 발표한 교원을 매년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현철 교수는 “연구는 재미있게 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
한테 검증을 받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저도

정현철 교수는 미국 임상암학회지(J Clin Oncol)에 <기

“이런 상은 저보다는 젊은 사람한테 가야 하는데 제가 ‘얼

“종양내과에서는 앞으로 항암제가 없는 항암약물치료의

처음에는 진료밖에 몰랐지만 스승님이신 김병수 교수님의

존치료에 실패한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펨브로리주맙 치료

굴마담’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연구

개발, 정밀의학에 의해 수술 불가능한 환자를 완치 수술이

지도로 연구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중개 연구로 영역을

의 효능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연구: Keynote-158

는 연구자 혼자서 하는 연구가 아닙니다. 진료가 다학제 치

가능하게 하는 컨버젼수술유도 약물치료 등을 개발하는 연

넓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디자인의 2상 연구>를 발표해 국제적으로 학술적 가치와

료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처럼 연구도 다학제 연구로 급격

구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보다도 더 광범위한

공헌도를 인정받았다.

하게 바뀌고 있어요. 임상연구에서 여러 연구자들과 네트워

다학제적 연구와 개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될 것이나 이미

크가 필요한 것처럼 기초와 중개연구에서도 이제는 네트워

경험을 충분히 하였기에 주도적으로 잘 할 것입니다. 특히

크가 연구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센터와 빅데이터를 만드는 작업도 중요한 인프라

┏

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임상자료는 표준화, 코드화가 되어

우리 연구결과에 근거해 연구한

면역 항암제가 자궁경부암과 소세포폐암에서
미국 식약청 허가받아

┛

정현철 교수는 “종양내과는 중개연구와 신약개발을 주

있지 않은 big junk로 이들을 목적에 맞게 수치화하여 big

연구 분야로 하고 있다”면서 “신약개발 패러다임은 급격하

data를 만드는 프로세스가 향후 신약개발의 주도권을 갖는

게 바뀌어 바스켓형 혹은 우산형 임상연구를 통해 과거에

계기가 될 것입니다.”

는 허가를 받기까지 10년이 걸리던 것이 이제는 2-3년 내
보원학술상은 의과대학 교원들의 연구의욕 진작과 의대

에도 허가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표적치료, 개인별

정현철 교수는 종양내과장(2005-2008), 연세 암센터 원

발전을 위해 기금을 출연한 윤덕진 명예교수의 호를 따서

맞춤치료와 정밀의학 개념에 의해 신약이 개발되고 있다”

장(2009-2012)을 역임하고 2013년부터 송당 암연구센

1988년부터 시상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고 밝혔다.

터 센터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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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선정
‘우수업적 교수상’(교육-의학 분야) 수상

교수이셨던 Augustine Choi 교수님(현재 코넬의대 학장)

미국 코넬의대와의 교류 통해
입원전담의 교육사업 등에 크게 기여

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실질적인 교류 활동을 시작하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 코넬의대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류를 추진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당시 의대 학장님이셨던 송시영 전임

입원전담전문의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교내, 대외 활동이

학장님과 장양수 학장님 및 이은직 내과학교실 주임교수님

활발하신데요.

여 코넬의대로 2차례에 걸쳐 4학년 학생의 해외실습을 보
내고 입원전담의를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 전
환을 앞두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

학생 교육에 대해서 주로 관여하였던 부분은 학생의 평

니다. 저는 현재 내과학교실에서 Hospital Medicine 위원

가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회 위원장을 맡아 코넬의대와의 교류와 교육사업을 추진하

Pass/Non-Pass로 평가하는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할 때

고 있습니다. 또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TFT 활동을 하게 되었고 교육의 질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정착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제도를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빨리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후 임상종합추론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아 주로 시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용인세브란스 병원에 입

대한의사협회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정착을 위한

문제 출제와 평가 도구 개발에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원의학과가 생기고 스물 세 분의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입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활동하였습니다.

의학과 교원으로 발령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내과학교실에서
Hospital Medicine 위원회 위원장,

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의과대학이 교육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이 자
김영삼 호흡기내과 교수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선정
하는 ‘우수업적 교수상’(교육-의학 분야)을 받았다.

연세대학교 교육 분야 우수교수로 선정된 소감을 말씀해주시

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하고 교육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죠.

도와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학생들을 지도
하여 3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높은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여

연세의대는 교육 분야의 발전과 증진을 위해 교육업적이

의과대학 교원으로서 교육 분야 우수교수로 선정되어 영

졸업 전에 논문을 완성, 이를 출판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

우수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강의 부문, 교과목운영 부문(기

광입니다. 의과대학 교원으로 일하는 동안 꼭 교육 분야에

다. 현재의 절대평가 제도 아래 의과대학에서 요구하는 수

본, 임상), 교수학습 및 선택과목 분야로 나누어 매년 시상

서 기여하고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우

준의 역량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해 오고 있다. 김영삼 교수는 지난 4월 교육-의학 분야의

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수업적 교수상을 받았다.

것은 끊임없이 교육에 투자하고 훌륭한 의학자들을 길러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교수는 미국 코넬의대와의 교류활동을 추진하여

해주시죠.

입원전담의를 위한 교육사업을 정착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코넬의대와의 교류를 통해 입원전담의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김 교수는 연세의대가 입원전담의 정책에서 앞서나가는데

추진하셨습니다. 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 중점을 두

크게 기여했다. 현재 내과학교실 Hospital Medicine 위원

셨습니까?

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한의사협
회 산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정착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8

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관심을 두는 분야와 제안 사항을 말씀

현재 의과대학 교육에 대한 평가 방향이 변하는데 의과대
학 교육과정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 실제 환자를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

제가 이번에 (우수교수로) 선정된 가장 큰 활동은 코넬의

상표현형 중심의 교육과 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공부를 하

대와의 교류사업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으로

고 있습니다. 임상추론(Clinical Reasoning)에 대한 교육

알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제가 해외연수를 갔을 때 지도

을 빨리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심이 있는 교수님들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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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학술상

2020 올해의 내과 교수(연구)

심방세동 전극도자 절제술 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 가능한 항응고 요법 제시

고혈압과 연관된 심혈관합병증,
죽상동맥경화증의 병태생리 연구등에 기여

주요 출혈합병증의 위험도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심방세동

┏

으로 시술을 받는 환자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응고
제 사용의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공단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국내 고혈압 환자들의 위험인자 및 치료 목표혈압 규명

국내 3개 대학병원에서 도합 326명의 환자를 모아 분석하

2) 병원 코호트를 이용한 고혈압 환자들의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을 높이는

였으며, 심방세동 시술 후 한 달 이내의 주요 출혈성 합병증

유희태
심장내과 조교수

바이오마커 규명

및 혈색전 합병증 발생 빈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세 군간

3) 다기관 코호트를 통한 난치성 고혈압의 치료 및 위험인자 규명

주요 출혈 합병증 발생 빈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며, 뇌졸

4) 죽상동맥경화증의 발생기전에서 내피세포와 혈관평활근세포의 역할, 특히

중이나 기타 혈색전 합병증 및 사망과 같은 심각한 사건은 세
군 모두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유희태 심장내과 조교수가 우현(于玄)학술상을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유희태 교수는 “귀한 상을 주신 내과학교실 선생님들께 감

우현학술상은 최흥재 명예교수가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사드리며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연구와 진료,

의 학술연구 향상을 위해 자신의 아호를 딴 학술기금을 출

교육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마음에 새기고 계속 정

연해 제정한 상으로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이뤄낸 내과학교실

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여러 기관 선생님들이 직접

교실원에게 수여한다.

시술하며 모아 주신, 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고가 담긴 소중

콜레스테롤 노출에 따른 염증신호의 증가로 인해 혈관평활근세포가 어떤 기전으로
박성하
심장내과 교수

거품세포(foam cell)로 전환분화(transdifferentiation)가 되는지 연구

박성하 심장내과 교수가 2020년 올해의 내과 교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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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 수면무호흡과 동반된 심장질환 등이다.

로 선정되었다.
박성하 교수는 “훌륭한 선배님들, 동료 교수들 그리고 후

유희태 교수는 심방세동 전극도자 절제술 전후 항응고치

한 자료를 1저자로서 정리하여 보고할 기회를 받은 것만으

박성하 교수의 주요 관심분야는 고혈압, 고혈압과 연관된

배 교수님, 강사, 전공의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랑스러운 연

료 유지 전략을 비교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이

로도 감사한 일이었는데, 과분한 상까지 받게 되니 몸둘 바를

심혈관합병증, 심혈관질환 예방, 그리고 죽상동맥경화증의

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내과학교실의 올해의 교수상에 선

가능한 항응고요법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심방세동은 성

모르겠다”고 말했다.

병태생리 등이다.

정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에서 가장 흔한 부정맥 질환으로 허혈성 뇌경색 원인의

그는 “다시 한번 내과학교실 주임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20~25%를 차지하며, 항부정맥제로 조절이 되지 않는 심방

교실원 분들과, 항상 많은 가르침 주시는 심장내과 교수님들

주요 연구분야도 1) 공단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국내 고

이어 “저보다 훌륭하고 자격이 되는 교수님들이 무수히

세동에 대한 전극도자 절제술은 최신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께 감사드리고, 이 연구를 지휘하여 주신 교신저자 박희남 교

혈압 환자들의 위험인자 및 치료 목표혈압 규명 2) 병원 코

많지만 지금 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이은직 부장님의 큰 선

서 권고수준 class I으로 상향 조정된 표준 치료이다.

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호트를 이용한 고혈압 환자들의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을 높

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더욱 더 열심히 연구에 매진할 수

심방세동 전극도자 절제술 전 3주 이상 항응고 요법을 시

유희태 교수는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다양한 심장

이는 바이오마커 규명 3) 다기관 코호트를 통한 난치성 고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저보다 훨씬 훌륭한 교실 후배들

행하고, 시술 후 재발 유무에 상관없이 2개월 항응고 요법

부정맥 분야 임상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접

혈압의 치료 및 위험인자 규명 4) 죽상동맥경화증의 발생

이 마음껏 연구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줄

을 유지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에서 추천하고 있으나, 시술 직

어들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심방세동, 심부전, 심실성 부

기전에서 내피세포와 혈관평활근세포의 역할, 특히 콜레

수 있는 교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항응고제를 1-2회 중단하는 것과 중단 없이 지속하는 것

정맥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더 많은 환

스테롤 노출에 따른 염증신호의 증가로 인해 혈관평활근

의 안정성 및 효과 차이에 대한 전향적인 대규모 연구 근거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 더불어 한국과학기술원

세포가 어떤 기전으로 거품세포(foam cell)로 전환분화

지금까지 없었다.

(KAIST) 기초연구 실험실에서의 연구 경험을 살려 면역학과

(transdifferentiation)가 되는지를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

심장부정맥의 관계를 규명하는 중개연구도 지속해 나갈 계

도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유희태 교수는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 (NOAC) 사
용에 있어 24시간 공백기를 두고 시술한 경우, 시술 당일 아
침만 중단한 경우, 중단하지 않고 지속한 군 간의 혈색전 및

10

획”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의 전문진료분야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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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봅시다

만나봅시다

2020 올해의 내과 교수(연구)
국내 염증성 장질환 진단과 치료에 기여

천식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 연구
박혜정 강남 호흡기내과 조교수 ‘이욱용 올해의 내과 교수’ 수상

그동안 수행해온 연구들은 모두 염증성 장질환 관련으로, 아직 확실하지 않은
병태생리와 약물유전체 규명을 위한 중개연구, 질병 경과나 예후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임상연구, 최근에는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연구에도 매진.

┏

특히, 장내 바이러스와 염증성 장질환과의 관련성, 한국인에서 면역조절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유전자 규명과 같은 연구들을 발표

구)로 선정되었다.

질환 관련으로, 아직 확실하지 않은 병태생리와 약물유전체

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하여 Allopurinol로 유발된 중증피부유해반응의 임상적 특
징과 예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여, 해외 유수 저널에 게재했

아낌없이 지원한
내과학교실에 감사
궤양성 대장염, 베체트 장염 등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염

다. 그 외에도 다제내성균 폐렴에 관한 연구, 담배 정책과 금

┛

증성 장질환은 서양에 비해 한국이나 일본, 대만, 홍콩 등
근 10-20년 사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많은 의학적 관

연 관계에 대한 국내 데이터 연구 및 cryopyrin-associated
periodic syndrome (CAPS)에 대한 연구들도 이번 수상에
도움이 되었다.

박혜정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조교수가 2020년
‘이욱용 올해의 내과 교수’로 선정되었다.

박 교수는 “아직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이욱용 올해의 내과
교수’ 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것에 대해 내과교실

박혜정 교수는 다양한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 연구를 진

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신 상에 걸 맞는 사람이

행 중이며, 특히 기도질환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알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내과학교실 발전에 기여하는 훌

천재희 교수는 향후 연구 계획과 관련, “염증성 장질환은

젠, 미세먼지 및 비만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기도질환 마우

륭한 연구자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만

스 모델을 활용한 연구, Big-data를 이용한 연구, 다양한 임

말했다.

성 난치 질환”이라며 “앞으로 내과 임상의사와 중개연구자

상 데이터 및 검체 연구들을 하고 있다.

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규명을 위한 중개연구, 질병 경과나 예후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임상연구, 최근에는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연

에서 구축한 전국 중증피부유해질환 코호트 데이터를 이용

어려움이 없도록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질병으로 여겨졌었는데, 최
천재희 교수가 그동안 수행해온 연구들은 모두 염증성 장

으며, 대한 천식 및 알레르기 학회 산하 약물알레르기 연구회

신규연구자들이
연구하는데

천재희
소화기내과 교수
천재희 소화기내과 교수가 2020년 올해의 내과 교수(연

COPD 발생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

박혜정 교수는 향후계획과 관련하여 “천식 및 COPD 질병

특히, 장내 바이러스와 염증성 장질환과의 관련성, 한국

로서의 장점을 모두 살려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을 규명하

2019년도에는 천식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 업적을 토

인에서 면역조절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유전자 규명과 같은

고, 완치 혹은 완치에 가까운 치료기전을 규명하여, 염증성

대로 ‘이욱용 올해의 교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박혜정 교

연구들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염증성 장질환 진단과 치료

장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는 “알레르기내과 박중원-이재현 교수님과 오랫동안 co-

이어 “늘 새로운 연구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에 기여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말했다.

work 하면서 구축해온 비만으로 유발된 천식 마우스 모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노력하는 연구자가 되겠다”면서 “저

을 이용하여 치료제를 탐색한 실험 연구가 대표 업적”이라고

와 같은 신규연구자들이 연구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물심양

밝혔다.

면으로 지원을 아낌없이 주시는 내과학교실에 다시 한 번 감

천재희 교수는 “올해의 내과 교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
광이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

박 교수는 2016년도에도 동일한 마우스 모델을 이용해서

면서 “수상에 대한 기쁨보다 이 상을 계기로 스스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여 박사학위를 수료하였고, 현재도 비만이 천

진료에 한 단계 더 매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디딤돌이라

식을 유발하는 기전, 관여 유전자 탐색, 새로운 치료제 탐색

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및 효과 확인 등을 위해 연구 중이다.

에 관여하는 유전자 탐색, 다양한 표현형 구분 및 치료제 개
발 등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에는 여러 분야의 연구업적들이 기여를 했는
천 교수의 주요 관심분야는 염증성 장질환으로 크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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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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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봅시다

만나봅시다

"후학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하며, 새로운 지식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제1회 올해의 내과교수 리더십 부문 수상

에게 ‘자신이 얼마나 더 아는 가’ 보다는 ‘서로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여 소통하자’고 주문합니다. 이론보다는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함께 연구의 비전을 세우고 있

┏

인생의 전환기에 주신 이 상은,
‘이유미, 열심히 했어. 지치지 말고...’라며
격려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다

습니다. 또 후학 양성이 핵심이라는 판단이 서서, 분야의 젊
은 의사 및 학생들과 소통하고 공부하며 연구하려고 노력하
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

이유미 교수는 “2020년 50세를 지나고 있는 인생의 전환
기에 주신 이 상은, ‘이유미, 열심히 했어. 지치지 말고...’라며

이 과정에서 칭찬하고 싶은 구성원은 ‘골무기질대사’ 전공

격려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다”면서 “‘세브란스와 결혼한

자인 홍남기 조교수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지도교수와 자

사람 같아’라며 놀리는 남편과, ‘병원이야? 나야?’라며 선택지

신보다 젊은 학생들과 소통하며 연구하는 일이 쉽지 않을 터

를 주던 아이들에게도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상이어서 감사드

인데 지도교수-동료-학생 간의 소통의 길을 넓히며 순조롭

린다”고 말했다.

게 ‘골무기질대사’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힘을 보태

동료 간의 협업과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고 있습니다.”

진료 및 연구에서 경험을 공유하면서

┏

후학 양성에서도 소통과 이해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나’ 또는 ‘우리’라는 울타리에서 ‘함께’가

되면서 구성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배려가 주어져야"

이유미
내분비내과 교수

┛

이유미 교수는 바람직한 리더십과 관련해 “‘나’ 또는 ‘우리’
이유미 내분비내과 교수가 제1회 올해의 내과교수 리더십

그는 “의학 중에서도 내과학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

라는 울타리에서 ‘함께’가 되어 나아가되, 한 명 한 명의 구성

며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방향, 다양한 연구주제를 찾아

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배려가

낼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라면서 “내과학중에서도 내분비학

사심 없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크고 작음에 연

내과학교실은 올해부터 진료·연구·교육 등 각 분야에서 뛰

은 체내 피드백과 이를 해석하는 과정이 흥미롭고도 보람 있

연하지 않고 각자의 리더십을 충실히 수행해 낸다면, 억지로

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내과 발전에 기여한 교원을 대상으

는 분야”라고 했다. 이어 “주 전공인 ‘골무기질대사’는 신비하

노력하지 않아도 훌륭한 결과가 자연히 찾아올 것을 믿어 의

로 ‘올해의 내과교수 리더십 부문’ 상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

여 ‘도대체 다음엔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하는 궁금증을 일

심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저도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수행

다. 모든 분야에서 갈수록 협업과 소통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

으킨다”면서 “그래서 저는 이 ‘신비한 가문’을 알리고 이 분야

하며 후학들과 함께 ‘골무기질대사’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에서 리더십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덕목이 되고 있다.

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소명감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 한다”고 말했다.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해의 내과교수 리더십 부문 상
올해의 내과교수 리더십 부문 상은 내과학교실
이 새롭게 마련한 상이다.
내과학교실(주임교수 이은직)은 사회 각 분야에
서 리더십이 중시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도 협
업, 다학제연구 등을 통해 리더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리더십 상을 신설했
다.

이유미 교수는 그동안 동료 간의 협업과 의사소통을 바탕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저는 용기를 내어 혼자만의 연구 습

이 교수는 “처음 제정된 ‘리더십’ 상을 주신 이유는 어디까

으로 진료 및 연구에서 경험을 공유하면서 후학 양성에서도

관을 바꾸기로 했는데, 마치 오랜 동면 끝에 밖으로 나온 곰

지나 선배교수님들의 배려, 관대하심 때문”이라며 “더 열심

소통과 이해를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

의 형세였다”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연구할

히 해 보라고 하시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 있다.이 교수는 제1회 리더십 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소

후학을 찾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귀한 상을 타게 되어 기쁘

“저는 후학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하려 노력할

감의 첫 마디를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로 시작했

다”고 했다.

것이며, 새로운 지식을 함께 공유하며 의사로서, 연구자의 삶

다. 이 교수는 ‘가문’이란 단어의 의미가 ‘조상이 같은 혈연집
단’이라면, 연세의대 내과학교실은 ‘의학을 연구하고 실행하
는 ‘가문’이라고 말했다.

14

교수부문에 박용범 류머티스내과 교수와 이유미
내분비내과 교수, 부교수 부문에 신동호 통합내
과 부교수가 선정되었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동료 간의 협업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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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봅시다

만나봅시다

"내과학교실에서 제공해준 기회 덕분에
입원의학연구회 초대 회장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린다”고 했다.

제1회 올해의 내과교수 리더십 부문 수상

리 가을학회에 일본과 대만의 연자를 초청해,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Asian Hospital Medicine Network를 만들어보

리더십 상을 수상한 소감에 대해 신 교수는 “큰 영광이자

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대만학회에 참석하여

감사, 또 감사할 따름”이라며 “더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

한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대만의 hospitalist system도 견학

신데, 부끄럽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사실 처음에는 감히 지

할 예정이었으나,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으로 연기되었습니

원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 전공의 진로 조사에서 통합

다. 하지만, 지금도 메일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학회가 재

내과 지원자가 없는 것을 보고, 전공의·전임의 선생님들에게

개되는대로 다시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하여, 조만간 아시안

통합내과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내과 내부 뿐 아니라 병원

네트워크라는 근사한 결실을 피울 것이라 믿습니다.”

과 학회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지원을 하였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통합내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동호 교수는 “앞으로도 통합내과 구성원으로서 병원과
교실 내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내
입원의학의 활성화와 아시안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구체적

“코넬 대학의 hospitalist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한 덕분에
저를 비롯한 우리 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내과학회 이사장님, 총무이사님과 함께 일본
입원의학회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일본과 대만의 hospitalist

목표를 가지고 정진하겠다”면서 “세계에 세브란스 내과학교
실의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roup들과 연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우

신동호
통합내과 부교수
제1회 올해의 내과교수 리더십 부문 수상자인 신동호 통합

연구회 초대 회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내과 부교수는 “심장내과 의사였던 저는, 2018년에 만들어
진 통합내과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의 역

“입원의학연구회는 내과학회의 첫 산하 연구회로서, 아직

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면서 “내과학교실과 의과대학

은 작은 규모이지만, 향후 학회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홈페

에서 코넬 입원전담전문의 팀과의 교환프로그램을 마련해주

이지 제작, 집담회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어, 입원전담전문의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미국의 역사와 현

있습니다.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병원의 입원전담전문

재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의들을 만나고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즐거운 일이었습
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라는

신동호 교수는 병원과 내과에서 여러 위원회 활동을 하고

이름과 교실에서 제공해준 기회가 아니었다면 저 혼자로는

있는 가운데 2019년에 설립된 대한내과학회 산하 입원의학

도저히 불가능했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연구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전국 입원전담전문의들의

드립니다.“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신동호 교수는 “저희를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
신동호 교수는 “다른 병원들에 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비

는 이은직 주임교수님, 정준원 총무님, 김창오 과장님께 감사

교적 늦게 자리를 잡았던 우리병원이 입원의학연구회의 선

드린다”면서 “통합내과를 만들고 기틀을 닦아주신 장양수 학

도그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코넬 입원전담전문의 팀과의 교

장님, 안철민 초대과장님, 그리고 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환자

환프로그램이 발판이 되었다”면서 “그 덕분에 제가 입원의학

를 보고 계시는 통합내과 입원전담전문의 선생님들께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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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올해의 내과교수 리더십 부문 수상자들과 이은직 주임교수(가운데)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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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브란스에선

지금 세브란스에선

내과학교실 학술연구비 신청에 49명 응모

2020년 내과학교실 학술상 수상자 발표

소화기내과 8명으로 신청비율 16.3%, 심장내과와 종양내과
각 7명으로 14.3%

제1저자 분야 최우수상

최우수분과상

분 과

직 위

성 명

분 과

심장내과

조교수

김태훈

류마티스내과

교신저자 분야 최우수상

내과학교실은 2020년도 제21회 내과학교실 학술연구비
신청현황 및 선정 연구를 공개했다.

또 호흡기내과와 내분비내과 그리고 신장내과에서 각각
6명 신청했다. 이밖에 감염내과 4명, 류마티스내과 3명, 혈

분 과

직 위

성 명

분 과

종양내과

교 수

조병철

종양내과

액내과 1명, 노년내과 1명으로 집계되었다.

최다점상

내과학교실(주임교수 이은직, 연구위원장 이상원)은 “이
번 학술연구비 신청에 총 49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분과 직위별 지원 상황에 따르면 단독과제의 경우 교수
26명, 강사 19명이 신청했고 협동과제에 교수 3명, 강사 1

분과별 지원 상황을 보면 소화기내과에서 8명이 지원해

강남 우수 연구자상

분 과

직 위

성 명

분 과

직 위

성 명

심장내과

교 수

정보영

강남)소화기내과

교 수

김지현

다작상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비율 16.3%를 차지했고 심장내과와 종양내과가 7명으
로 14.3%를 기록했다.

최우수 향상 분과상

올해 학술연구비로 선정된 과제는 아래와 같다.

전공의 논문상

분 과

직 위

성 명

분 과

직 위

성 명

류마티스내과

교 수

이상원

현)신장내과

강 사

김재영

논문 업적을 토대로 선정하는 2020년 내과학교실 학술
교수 부문
No.

분 과

직 위

성 명

제 목

1

노년

임상조교수

김광준

노인 원격진료를 위한 무선청진기 및 앱 개발

2

감염

임상조교수

김정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환자에서의 바이러스 역학 변화

3

강)종양

임상조교수

김지형

PDX mouse model을 이용한 BRCA1 methylation에 따른 PARP inhibitor의 치료 반응 평가
예측 모델 개발

4

강)신장

임상조교수

지종현

만성 신장질환에서 LRRc17의 발현과 혈관 석회화의 관계 규명

강사 부문
제 목

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내과학교실은 지난해(2019년) 논문 업적을 바탕으로 ‘제

항암제, 면역 항암제, 신약 임상 연구, 식도암의 최신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신약 임상 연구 등이다. 2020년 의과
대학 연구활동 우수교수상(피인용상)을 받았다.

1저자 분야 최우상’에 김태훈 심장내과 조교수를 선정하였

정보영 교수의 주요 관심분야는 심방세동, 부정맥, 심박

다. ‘교신저자 분야 최우수상’은 조병철 종양내과 교수, ‘최

동기, 심장돌연사 등으로 이와 관련된 논문을 활발하게 발

다점상’은 정보영 심장내과 교수, ‘다작상’은 이상원 류마티

표하고 있다.

스내과 교수가 수상했다.

이상원 교수의 주요 관심분야는 ANCA-associated

또 ‘최우수 분과상’은 류마티스내과, ‘최우수 향상 분과상’

vasculitis / Polyarteritis nodosa Vasculitis, others

은 종양내과가 받았다. ‘강남 우수 연구자상’은 김지현 강남

/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especially lupus

No.

분 과

직 위

성 명

1

내분비

강사

김경진

감마 글루타민 펩티드 전이효소와 골다공증성 골절과의 관계

소화기내과 교수, ‘전공의 논문상’은 김재영 신장내과 강사

nephritis / Investigation of new therapeutic

2

종양

강사

김창곤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순환 CD8+T 림프구를 이용한 PD-1 억제제에 대한 치료 반응 예측

3

에게 돌아갔다.

modalities in autoimmune diseases 등이다.

내분비

강사

이세정

근감소증이 간이식 환자에서 이식 후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

4

내분비

강사

이승현

만성 신장질환에서 LRRc17의 발현과 혈관 석회화의 관계 규명

5

신장

강사

조원지

투석 중인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brain FDG-PET 을 이용한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연구

6

혈액

강사

조현수

급성 백혈병 골수내 기억-유사 자연살해세포의 역할 규명

김태훈 교수는 주요 관심분야인 부정맥(상심실성빈맥, 심

김지현 교수는 위암, 식도암, 위식도역류질환, 조기위장

방세동, 심실빈맥), 급사, 심장전기생리검사 및 전극도자절

관암의 내시경 절제술, 치료내시경 등을 주요 관심분야로

제술, 심박동기, 제세동기 등에 대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

두고 있다.

치고 있다.
조병철 교수의 주요 관심분야는 폐암(폐종양) 최신 표적

협동과제 부문
No.

분 과

직 위

성 명

1

강)감염

진료교수

김용찬

18

제 목
홍역 항체가 확인되지 않은 젊은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3차 홍역 백신 접종의 면역원성과 안전성

내과학교실 주임교수 이은직 / 연구위원장 이상원
19

지금 세브란스에선

지금 세브란스에선

마음이 뜨거워지는 도전을 일깨워준
내과학교실 Vision Talk
함께 나누는 내과이야기-1st
조원정
의과대학 본과 3학년

개회 인사
이은직 내과 주임교수

미래신약개발의 방향과
내과의 비전

TED TALK 1
안녕하세요, 저는 본과 3학년 학생 조원정입니다.

신약 개발 연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성과 의사의 역할에 대
해 명확하게 정의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소화기내과 이혜

오늘 내과학 교실에서 마련해주신 Vision talk, 특히 남

원 교수님의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나의 모든 생각의 중심

수연 대표님 강연이 저를 포함해 저희 조원들과 자리에 참

에 있어야한다”는 말씀은 실습 중 분주한 가운데 스스로

석한 동기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도전이 되어 제 개인

의 편의를 위해 이기적이게 되기 쉬운 저희들의 본성에 경

적인 감명과 수합한 동기들의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종을 울렸고, 감염내과 김정호 교수님의 말씀 중 Decision

합니다.

making의 중요성은 ‘과연 나는 의학을 공부하며 무엇을 바
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이었습

현재 저를 포함해 다수의 의과대학 학생들은 막연히 연구

니다.

소화기내과이혜원

특강

GI이노베이션 남수연 대표

교수
TED TALK 2

개별식사
본관3층 푸드코트

감염내과김정호

교수

◀ 사진 = VISION TALK 포스터 1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교육위원회

가 좋아서, 환자들에게 이로운 연구를 하고 싶어서 연구 멘
토링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하지만 많은 학업량과 분주한 실습 일정으로 본격적인 연

공부하고 무엇보다 공부하고 탐구하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구 참여 및 결과 도출이 어려워 늘 “학생 때는 학업으로, 이

고 하신 교수님들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오늘 강연을 계기

후엔 임상이 우선 순위인 삶에서 의사로서 갖출 수 있는 의

로 연구에 있어 저희 의과대학생들은 각자의 마음에 깃든

학자로서의 역량은 어디까지인가. 기초과학 연구자들과의

관심과 열정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선배님

차별성과 의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 하는 고민을 하고 현실

의 발자취를 이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내과이야기-2nd
[개회 인사 ]

이은직 내과 주임교수
[TED TALK 1]

에 밀려 좌절을 하거나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혈액내과김유리

[특 강]

KAIST 김하일 교수
어떻게 살 것인가?

교수
[TED TALK 2 ]

하지만 오늘 강연을 통해 남수연 대표님께서는 “환자

[개별식사]
본관3층 푸드코트

도 열심히 보고, 논문도 쓰고, 신약개발도 할 수 있다!”

호흡기내과이수환

교수

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고 저희의 고민들은 모두 눈 녹
듯 사라졌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신약의 가치 (value)를

2020.8.5(수) 오후 5:45분

결정 짓는 것은 과학 및 기술의 우수성 (Excellence in
science and technology)과 상업적 경쟁력 (commercial
competitiveness) 두 가지이며 전자는 기초 연구를 통해
서, 그리고 후자는 의사의 역할”이라고 하시며 앞으로의

20

VISION TALK 포스터 2 = 사진 ▶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교육위원회

21

지금 세브란스에선

지금 세브란스에선

"혼자서 대장내시경을 전담하던 시절,
늘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

당연히 독점이고 우리 병원의 선생님들도 엉덩이를 내놓고 저

수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연구력도 소화기 논문으로

한테 검사를 맡겨야했습니다.

보면 세계 선두권아닙니까? 저희는 복이 많았던 세대였습니다.

요? 이분들이 언젠가는 대장내시경을 또 해야 하니까 제가 행

선생님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장비를 사용하

대장 분야의 대가 김원호 소화기내과 교수 정년퇴임 인터뷰

정적인 문제를 부탁하면 잘 들어 줬어요. 저 혼자 독점하고 있

며 현재의 대장 분야 토대를 만드셨습니다. 후배들한테 당부의

으니까 항상 환자들이 줄을 이었어요. 대장내시경을 하던 의사

말씀 해주시죠.

옛날에는 병원에서 서열이 엄격해 숨도 제대로 못 쉬었잖아

가 전국에 서너 명밖에 없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밥 먹을 시간
김원호 소화기내과 교수는

미국은 당시에도 대장이 소화기내과 중에서 가장 큰 분야였

도 없을 만큼 늘 바빴지만 대장 전문의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내시경의 핵심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죠. 환자들이 의사에게

우리나라 대장 분야의 개척자

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거의 없어 고민을 좀 했어요, 그

후배들도 알고 있겠지만 내시경 검사 시 환자들과 한 두 마디

요청하는 사항이 첫 번째가 내시경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다. 김 교수는 정년퇴임 인터

이후에 미국 학회 출장 중에 대장 전문 미국 선생님들과 교류

대화를 하면 내시경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지요. 두 번째가 안전하게, 세 번째가 너무 기다리지 않게 신속

뷰에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하면서 대장 분야의 ‘비전’을 확인하게 되었지요. 당시 국내 다

싶어요.

한 검사를 요청하고 있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편안한 검사를

대장 분야 연구를 시작하고 내

른 병원들은 우리보다 늦게 세분화를 했는데 대장질환에 관심

시경을 전문적으로 한 첫 세대

을 가지고 내시경을 하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본격적으

대한소화기학회 이사장, 대한장연구학회 회장 등 학회 활동도

이 좋아졌어요. 저희가 질 관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면서 내시

라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로 대장 분야에 대한 공부도 하고 내시경도 전문적으로 하게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경의 정확도는 높아졌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선생님들이 모

말했다. 그는 대장 관련 환자가

된 것이죠,

거의 없던 시절 대장 전문의의 ‘비전’을 확인하고 국내 대장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의료시스템을 보면 세 번째까지는 많

두 모여 한 달에 한 번씩 피드백을 합니다. 안전은 병원에서 제
대한소화기학회는 전통의 학회이지요. 대한장연구학회는

시하는 대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신속 면에서는 우리 병원 뿐

시경 검사를 개척했다. 김원호 교수는 “국내 대장내시경 검사

선생님은 대장내시경을 ‘부드럽게’하는 명의로 정평이 나셨는

집담회부터 이끌어 각별한 애정이 갑니다. 1998년 장질환에

아니라 국내 병원 전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네 번

는 모든 면에서 크게 좋아졌다”면서 “다만 환자를 더욱 배려하

데요. 김우식 전 연세대 총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관심이 있는 몇 명의 의사들이 장질환의 연구를 위해 집담회

째, 편안하게 해달라는 점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한 관심이랄까

를 시작한 게 대한장연구학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초기에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환자를 배려하면서 기술적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대장내시경이 굉장히 어렵고 고

는 IBD연구회란 이름으로 연구 모임과 집담회를 개최하다가

으로도 덜 불편하게 하는 노력을 더 하면 좋겠어요.

통스러운 검사라는 인식들이 환자 뿐 아니라 의사도 가지고 있

임상의의 관심이 증가하고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교수님은 대장 분야의 대가이신데요. 소화기내과에서 대장을

었어요. 그 당시엔 수면 내시경이 없고 기술이 덜 발달해 대장

1999년 장연구회로 모임을 확대하였지요. 장 전문의들이 많이

행정면에서 발전기금 모금에 오래 관여하셨죠? 내과 출신으로

세부전공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시죠.

내시경에 1~2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했지요. 환자는 아프

늘어나고 날로 증가하는 장질환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연세대학교 의료원장을 지내신 고 강진경 선생님 장학금 관리

다고 비명을 지르고... 조금 과장하면 대장내시경 스케줄이 잡

새로운 지식의 도입을 위해 대한장연구학회를 결성하기에 이

도 맡아 운영하시고 장학금 기탁도 많이 하셨어요.

남들이 안 할 때 첫 번째 물결을 탔어요. 경쟁자가 거의 없던

히면 온 병원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의

르렀지요.

시기에 대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것

사들이 저하고 비슷하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잘 합니다. 김우식

같습니다. 1987년에 제대하고 교직으로 왔는데 당시 소화기내

총장님이 저 말고 다른 의사를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

현재의 세브란스 황금기를 연 주역 중의 한 분입니다. 감회가

일입니다. 훌륭한 선배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우리 후학들

과는 세부분과라는 개념이 없어 교수님들이 위, 간, 췌장 담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후배 의사들을 잘 교육시켰기 때문에

남다르시죠,

의 몫입니다. (주)영안모자 백성학 회장님이 1억원을 기탁하시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보셨어요. 그러다가 2~3년 지나면서

모두들 대장내시경을 잘합니다.

면서 기술적으로도 덜 불편하게 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면 좋겠
다”며 후배들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저희가 강진경 선생님께 빚을 많이 졌어요. 당연히 해야 할

면서 강진경 장학금이 시작되었어요. 저희 교수한테 주어진

세부전공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지요. 박인서 선생님

대장내시경 도입 초기에는 우리 병원에서 20여 년 동안 500

저희 세대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던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일이 진료, 교육, 연구 그리고 봉사인데 여기에는 행정적인 일

이 위, 강진경 선생님이 췌장 담도, 문영명 선생님과 전재윤 선

건 정도 했어요. 한 달에 2~3건 밖에 못한 셈이지요. 제가 본격

좋아지면서 병원들이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규모가

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주로 발전기금 모금에 관여했는데,

생님이 간, 이상인 선생님이 위, 정재복 선생님이 췌장 담도를

적으로 뛰어들면서 대장내시경을 하루에도 열 몇 건씩 하기 시

크게 늘어나면서 의사, 교수들을 많이 뽑던 시기였지요. 운 좋

모금 부탁을 하다 보니 일찍부터 나긋나긋한 의사가 된 것 같

선택하셨어요. 저도 세부분야를 정해야 하는데, 고민을 거듭

작했고, 일년치를 일주일에 한꺼번에 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내

게 큰 어려움 없이 정년까지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

습니다. 요즘은 진료 자체의 경쟁력 때문에 다들 환자에게 친

했습니다. 그 때 돌아가신 강진경 선생님이 ‘장 한번 해보면 어

시경으로 암을 예방하거나 조기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이

병원이 어렵던 시기에 병원의 리더들이 고민하고 고생하셨던

절하게 하기 때문에 그 점을 당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대장 질환 환자가 거의 없었

알려지면서 내시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어요. 그 때 대장

덕을 본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국제 경쟁력’이

브란스가 발전을 거듭하던 시기에 운 좋게도 저희 세대는 그

거든요.

내시경 담당 의사는 저 혼자였거든요. 외부국에서 오는 분들은

라는 표현자체가 없었어요. 지금에야 세브란스병원이 세계 유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내과학교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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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브란스에선

지금 세브란스에선

고단한 감염내과 의사의 일상, '펭수'
인터뷰로 활력 찾았다
코로나19와 싸우며 감염내과의 역할에 자부심

코로나 확진 환자를 보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다. 쌀쌀한

일상이 변화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하는 장난스런 생

날씨의 초봄이었으나 Level-D 방호복을 장시간 입고 나면

각에 짤막한 사연을 올리고는 곧 잊어버렸다. 평소 당첨운

등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흘렀다. 방호복을 입고 중증의

이 없었던 터라 사연이 채택되라고 상상도 안 했던 것이다.

환자를 보는 돌보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물론, 인공호흡기를 달았던 환자들이 발관

그러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출근을 준비하던 내게 EBS

을 하고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보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에서 연락이 왔고 펭수와의 인터뷰가 확정이 되었다는 소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

식을 전해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나의 소식을 전해들은

떠는 신종감염병 환자를 직접 본다는 것은 감염내과 의사

병동도 오랜만에 활기를 띄었다. 고생하다 보니 이렇게 보

로서 굉장한 경험이자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었다.

답을 받는 날도 있구나 하며 서로 웃음을 터트렸다. 종종 우
스갯소리로 펭수와 인터뷰 한 날이 감염내과 의사 하길 가

손유진
감염내과 강사

하지만 이마를 깊게 누르는 고글과, 목을 조여오는 방호

장 잘 한 날이라고 말하곤 한다. 지금도 지나다니다 보면 가

복의 고무줄, 조금의 움직임에도 숨을 '헉헉' 하게 만드는

끔 ‘자이언트 펭TV’ 잘 봤다고 인사해 주시며 어떻게 인터

N95 마스크로 병동에서 일하는 모두가 지쳐갔다. 또, 생명

뷰를 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에게 이 글

이 움트는 아름다운 봄에 병원의 가장 구석진 건물에 갇혀

이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로부터 감염병은 인류를 위협해왔다. 의료기술의 발달,

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전공의 4년차 시절 신종감염병 환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24시간씩 상주를 하는

항생제의 개발, 위생 상태의 개선 등으로 인류는 수많은 감

의 발생에 대비하여 Level-D 방호복을 입는 연습을 하면서

것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무척 피곤하게 하였다. 아, 이것이

코로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확진자는 계속해

염병들과 싸워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이나 지금도 4-5년

도 신종감염병 환자의 진료는 나와는 동떨어진 일로 치부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인가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

서 늘고 있고 33병동에도 여전히 코로나 확진 환자가 입원

에 한 번씩 감염병은 전 세계를 강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했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그저 순간의 고생일 뿐이었

씩 들었다. 언제까지 격리병동에서 환자를 봐야 하는지 기

해 있다. 미지의 감염병은 늘 공포의 대상이 되었으나 의사

불안에 떨고, 의료,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큰 타격을 입곤

고, 그 이전에 발생했던 SARS도,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도

약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꽤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렇지

들은 운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한다.

이미 기억 속에서 지워져 있었다.

만 환자를 본다는 자부심으로 스스로를 다잡아가며 하루하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그 지식을 이용해 더 효과적인 약과

루를 버텨냈다.

치료법을 개발할 것이다. 코로나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날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감염내과 의사로서

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병원 내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실감하게 되었

열심히 연구하고 환자를 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길일

다. 물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초짜 감염내과 의사이기에 나

것이다.

에게 큰 책임이 주어졌던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회의에 참
석하고, 병원의 운영에 감염내과 교수님들의 역할을 보며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가늠하게 되었다.
대구 신천지발 사태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병원들의
의료 자원과 인적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우리 병원도 중증

이 글을 쓰는 나는 감염내과 의사로서 아직 햇병아리에
불과하다. 항생제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데 매력을
느껴 감염내과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신종감염병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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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진 환자를 받게 되었다.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는 2월

그렇게 지치고 힘든 일상에 내게도 특별한 일이 찾아왔

29일, 첫 확진자가 우리 병원에 도착한 날이다. 3월부터 감

다. 평소 펭수를 무척 좋아하던 나는 당직이 끝나고 나면 종

염내과 강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다는 기대감은 코로나 확

종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고단함을 쫓곤 했다. 퇴근 후, 여

진 환자를 보는 긴장감으로 바뀌었고, 나는 전공의의 연장

느 때와 같이 동영상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던 중 ‘자이언트

선과 같은 당직의 연속인 삶으로 다시 뛰어들게 되었다.

펭TV’ 유튜브 커뮤니티에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일상에 대
한 사연을 올려 달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다. ‘그래, 나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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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기(김은영 부교수)

해외 연수기(김은영 부교수)

"긴 호흡으로 앞날의 연구 계획하는
귀한 시간 가져"

보게 되었는데, 폐암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의 하나인 비흡연

습니다. 내과 수련 후 미국 GSK에 근무 중이신 김준형 선생님

자에서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의 원인에 대한 통합적 연구에

가족, 연수 오신 피부과 김도영 교수님 가족과 한 동네에 살아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비흡연자 폐암이 중국, 한국, 일본의 여성

매주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더없이 가깝게 지낼 수 있어 큰 기

에서 발생률이 높은 만큼 당연히 한국의 공동연구자들이 포함

쁨이었습니다. 늘 눈 앞의 일에 쫓기듯 생활해 온 제게, 평생의

미국 국립 암 연구소(NCI) 연수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 연락을

연구 주제에 천착하는 NCI의 연구자들, 국립 공원에서 반겨 주

해보게 되었고, 다행히 반갑게 맞아주어 그간 다루지 못했던 다

시던 백발의 자원봉사자 분들은 긴 호흡으로 앞으로의 날들을

양한 접근법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bioinformatics를

계획하게 하는 고마운 롤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통해 발굴한 여러 유전적 요인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팀에

김은영
호흡기내과 부교수

한국인 최지연 박사님이 계시어, 앞으로 함께 한국인을 대상으

먼 타국에서의 여유로운 날들은, 결코 한가롭거나 느긋한 것

로 하는 연구를 계획하여 진행해보자는 뜻을 갖게 되었고, 귀국

과는 다른, 긴 호흡으로 제 삶과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

후에는 Zoom 회의를 가지며 매주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 해준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소중히
대하지 못했던 나와 나의 사람들, 우리 병원, 우리 나라의 감사

호흡기내과 부교수 김은영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도우심으

Guha는 생화학적 지식이 놀랍도록 탄탄한 M.D., Ph.D.로 비소

제가 살았던 베데스다는 현지인이 미국에서 유리 돔 안과 같

함을 깨닫는 날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2년의 시간 동안

로 2018년 3월부터 2년간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 암 연구

세포폐암 항암제 내성 기전을 연구하는 분인데, 대부분의 환자

은 곳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배운 다양성과 배려, 존중의 가치를 고마운 분들과 나누며 살아

소 (National Cancer Institute)로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가 동아시아 여성 폐암 환자여서 임상과 연구 모두에서 많은 공

국립보건원 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의 다양한 국제 기구, 인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면을 빌어 귀한 기회를 허락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금

감대를 가지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바쁜 PI를 대신해서

근에 밀집한 각 국의 대사관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공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험실 포닥들에게 폐암의 임상적 특징들에 대해 알려주기도

립 초등학교는 각 국에서 파견 근무를 온 분들의 자녀들로 50

그동안 여러 선배 교수님들께서 NCI로 연수를 다녀오시면서

하고, 그들의 연구에서 미처 파악 못한 중요한 발견이나 시사점

여 개국의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다니는 마치 국제 학교를 방불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신 덕에 저도 자연스럽게 NCI를 연수

을 짚어줄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케 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양성이 우리를 빛나게 한다는 문구가

지로 생각하게 되었고, 존경하는 내과 선배님이신 이승태, 맹호

연구도 해야 하고 진료도 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학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International Day 행사는 각 국

영 선생님께서 가까이 계시어 연수 준비와 정착에 너무나 큰 도

느꼈는데, 임상을 바탕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의 귀중함을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할 정도로 모두가 열심이었습니다.

움을 받고 메릴랜드 베데스다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연수 시작 1년 전 워싱턴 D.C.에서 AACR 학회가 있어, PI이신

부스의 인기는 먹을 것과 선물에 비례한다는 그간 학회 참석
국립보건원의 베데스다 메인 캠퍼스는 NCI를 비롯하여 산하

의 경험을 되살려 한국 과자와 작은 기념품을 준비했는데, 30

여러 연구소가 모여있는 매우 넓은 곳으로 각종 컨퍼런스와 워

분 만에 모두 동날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 전시용으로 준

크샵이 매주 열려 Dr. Rosenberg, Dr. Fauci와 같은 대가들의

비했던 BTS 사진들도 환호성과 함께 모두 사라진 즐거운 경험

저희 랩은 Center for Cancer Research 내 Thoracic and

강연을 들을 수 있고 NIH Library에서 bioinformatics 강의를

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팬인 둘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등교

GI Malignancies Branch 소속으로 4명의 PI가 넓은 실험실을

비롯하여 첨단 resources 들을 교육하여 본인의 연수 분야 외에

첫 날부터 한국어 인사를 건네 저희 아이의 긴장을 녹여 주었

같이 쓰고 있었는데, 제가 중국으로 연수를 왔나 싶을 정도로

도 다양한 주제들을 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Take

고, 발렌타인 데이에 반 아이들에게 나눠준 작은 카카오프렌즈

중국인 포닥과 staff scientist 들이 많았습니다. 세계 150여 개

your child to work day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아이들이

문구류는 다른 반 아이들까지 얻으러 올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

국의 과학자들이 국립 보건원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 top

미국의 최첨단 과학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어

니다. 미국에서 쓰는 세계 지도의 Far East에 그려진 작은 우리

6가 중국, 한국, 일본 등이었고, 한국인에 대해 부지런하고 똑

떤 연구를 하는 지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나라의 존재감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긍정적이었

Dr. Guha를 만나 lab도 둘러보고 살기 좋은 동네도 찾아보는
등의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똑하다는 인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 모두들 반갑게 대해주

습니다.

었습니다. 감사히도 연수 전 5-6년 동안 장윤수 교수님으로부

AACR 학회 기간에는 NCI가 텅 빌 정도로 많은 구성원들이

터 기초 실험과 translational research를 배운 덕분에, 미국의

참석하였습니다. 연수 둘째 해에 열린 AACR 학회에서 NCI의

다행히 아이들이 장거리 여행에 익숙하고 좋아해주어 북미

lab에서 어려움없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PI 이신 Dr.

Integrative Tumor Epidemiology Branch에서 하는 발표를

대륙의 여러 국립 공원들을 둘러 본 것이 가장 큰 추억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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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봉헌식

용인세브란스병원 봉헌식

‘사람을 위한 디지털’을 주제로 우리 병원의 디지털 솔루

자리에 직접 참여하고 같이 일조를 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

션에 대해 풀어나간 설명은 감동적이었고 획기적이었다. 봉

로는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새 병원의 홍보실장으로

헌식이 끝나고 참석한 많은 분들이 박진영 실장에게 다가가

서 병원의 구석구석을 보다 많은 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으나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속 깊

그러지 못해 너무나 아쉬웠지만 이번 봉헌식은 부족한 가운

이정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홍보실장

은 곳에서부터 우리 병원에 대한 자부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데서도 디지털 병원으로서 첫 발걸음을 보여준 진정한 “디

느꼈다.

지털 시대의 봉헌식”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2020년 6월 25일, 드디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용인세브란스병원의 많은 교직원이 노

이번 봉헌식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계획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의 봉헌식을 마

란스병원의 개원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를 갖춰 알리는’

력한 마음이 병원장님의 말씀에 녹아있었다. 이후 연세대학

된 행사였지만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친 후 다시 한번 우리 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보

봉헌식이 개최되었다. 새로운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첫’ 홍보

교 허동수 이사장님의 봉헌사와 열쇠 전달 그리고 서승환

이 철저히 진행되었고 세브란스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인

았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아시아의 중심 병원’을 지향하며

실장을 맡은 이후 성공적인 병원 건립과 개원을 알리는 이

총장님의 준공사가 진행되었고, 윤도흠 연세대 의무부총장

도하심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의 뜻으

디지털 혁신, 안전과 공감 그리고 하나의 세브란스를 추구한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원내의 작은 사이니지 하나

겸 의료원장님께서는 “연세의료원과 세브란스의 명성, 전문

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의료원의 비전을

다. 이를 위해 병원의 전 직원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힘을 다

부터 대외적인 언론홍보 활동까지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이

성을 오롯하게 이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신뢰받는 병원이

용인세브란스병원도 이어받아 그 첫걸음을 떼는 역사적인

해 노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기에 모든 것이 큰 부담으

될 것”이라고 인사 말씀을 전했다. 의료원장님께서 평소 ‘오

로 다가왔지만, 우리 병원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아 하루

롯하다’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 적이 없으신데 세브란스 안에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다.

서 새롭게 태어난 용인세브란스병원을 강조하시고 싶으신

"진정한 디지털 시대의 봉헌식"
용인세브란스병원 봉헌식을 마치고

의지가 역력히 엿보이는 말씀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2020년의 가장 큰 사건
인 ‘코로나19’로 인해 봉헌식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심지

이후 지역의 국회의원분들과 용인시장님의 축사가 이어

어 행사 자체를 못 하지는 않을까 싶어 허탈한 마음으로 지

진 후 디지털 투어 영상이 송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

내던 중 드디어 봉헌식 날짜가 정해졌고 홍보실, 총무팀 그

리 병원의 멋진 모습을 직접 보여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리고 기획팀 모두가 설레면서도 급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기

에 화면으로나마 병원의 구석구석을 보여주고자 기획하였

시작하였다. 어쩔 수 없이 행사는 축소되고 참석 대상도 초

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팀들이 합심하여 잘 만들어졌다

청 대상자로 한정 운영되어야 해서 마음이 너무 아쉬웠으나

고 생각했다.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나마 병원을 보

보다 신선하고 획기적인 봉헌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다

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며 만족하시는 모습에 안도의 한숨이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매일 회의를 하

절로 나왔다. 특히 디지털 투어 영상 이후 서프라이즈로 소

고 준비를 하였다. 축소된 인원만 들어올 수 있기에 모든 의

개된 박진영 기획관리실장의 프레젠테이션은 이번 봉헌식

료원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봉헌식 한 시간 전부터 볼 수 있

의 핫이슈였고 매우 성공적인 콘텐츠였다고 생각한다. 봉헌

도록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였다.

식 날짜가 정해진 날부터 최동훈 원장님께서는 박진영 실장
에게 ‘스티브 잡스’처럼 멋있게 우리 병원의 디지털에 대해

드디어 오후 3시에 봉헌식이 시작되었고 연세대학교 허동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원장님의 오더(?)를 받은

수 이사장님, 서승환 총장님, 윤도흠 연세의료원장님 등 내

박진영 실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있었다. 과연 이런 오더를

부 보직자분들과 정춘숙·정찬민 국회의원, 백군기 용인시장

잘 완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완벽하게도 박진영 실

등 용인시의 외빈을 포함하여 약 50여 명의 주요 보직자분

장은 제품 하나를 전 세계 언론 매체에 주목시킨 스티브 잡

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종훈 의료원 원목실장님의 기도와 내

스처럼 영상의 흐름에 맞추어 완벽한 프리젠테이션으로 청

외빈 소개에 이어 최동훈 병원장님의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중을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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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최동훈 용인세브란스 병원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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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3년제로 바뀐 내과 의국 이야기

연세의대 학생
연구멘토링 참여를 통한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

내과 수련 3년제...전공의들 대부분 적응,
정착 단계
큰 변화는 각 과의 chief job 사라진 것

국혜원
내과 전공의 3년차

홍남기
내분비내과(지도교수)
올해는 내과 수련이 3년제로 바뀐 후 1,2,3년차만으로 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도 제시되어, 후반부부터 기존

의과대학 2학년 김용재, 4학년 정연우 학생이 ‘머신러닝 알

연구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

국을 운영하는 첫 해로, 이와 같이 근무한지 약 3개월 반이

의 rotation schedule을 변경하여 각자 지원할 분과에 소속

고리즘을 이용한 근감소증 선별검사 개발 및 검증’ 연구 (지

의 관심학문영역을 찾아 나가기 시작한 학생들이 학부생 연

지났습니다. 신촌에서는 56명의 내과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

된 전공의로 그 분과만 rotation하고, 각자 지원할 과의 job

도교수: 내분비내과 홍남기) 로 2020년 한국과학창의재단

구프로그램이나 학술제 등을 통해 크고 작은 성과들을 쌓아

습니다. 가장 큰 변화점은 기존의 4년차 전공의가 담당하던

을 미리 배우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소수 있었습니다.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URP)에 선발되었다.

가며, 이를 발전원동력으로 삼아 physician scientist 제도

각 과의 chief job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견은, 앞으로 각 분과를 정해서 강사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
해당 프로그램은 대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한다.

지원하게 되면 전공이 아닌 다른 분과에 대해서는 배울 일
작년까지는 4년차 때 각자 전공하게 될 하나의 분과를 정

심사하여 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전

하여, 그 과에 소속된 전공의로서 1년간 각 과의 세부적인

국 대학 다양한 학부전공에서 지원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업무를 chief job이라고 불렀으

하였다.

2020년 한국과학창의재단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URP) 선발

이 더욱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공의 3년동안은 기존 체제로
rotation을 지속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며, chief job에는 (각 과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병동 업무

수련이 3년제로 변경되면서 의국원들의 관심사 중 다

에는 병동 중환 상의 및 back up, senior 교수님 환자들의

른 것은, 학회 참석 등을 통한 평점 획득이 이전보다 어려

김용재 학생, 정연우 학생은 연구멘토링 및 심화멘토링 프

primary 업무, 병동 환자의 검사 푸쉬 arrange, 각과의 세

워졌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1-2년차 때에 업무

로그램으로 만나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번 경험을 통해

분화된 검사 직접 시행 및 참관/교육 (예시. 심초음파, 내시

loading이 높고 일 처리의 효율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학회

두 학생이 팀을 이루어 서로 협력 및 지도교수와 토론하며 스

경) 등이 있었습니다. 일부 과의 경우 일반 외래 진료도 함께

참석이 어려웠었고, 이 때문에 3-4년차 때에 주로 학회 참

스로 연구주제를 고민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귀중한 경험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내과 3년제 시행으로 이러

석 및 평점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평점을 채웠었습니다. 올해

을 공유할 수 있었다.

한 부분에 공백이 생겨 강사 선생님 또는 3년차 순환 전공의

COVID 19가 겹치면서 기존에 예정되어있던 학회들의 연

가 이들 업무를 분담하고 있고, 비교적 무리 없이 소화하고

기/취소로 평점 획득이 이전만큼 용이하지 않아 이를 포함

있습니다.

한 졸국 요건 만족에 전공의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

명확한 목표가 주어지고, 좋은 연구팀이 구성되면, 빠르게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연세의대 학생들의 잠재력을 보

고 있습니다.

았고, 새싹연구자를 양성하는 연구멘토링 프로그램이 연세
의대의 중요한 미래 경쟁력 중 하나라는 비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3년제 시행에 대하여 전공의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김용재
의과대학 2학년

정연우
의과대학 4학년

긍정적인 입장이나, 한편으로는 chief 생활을 해보지 못하

위와 같은 변화에 3개월 반동안 내과 전공의들 대부분 적

고 바로 강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각 분과의 일을 하

응하고 있으며, 수련 3년제도 무리 없이 정착되는 듯 합니다.

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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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내과
■

지난 4월 15일, 종양내과 안병철 교수가 득녀하였다.

■

4월 28일, 대한암학회(이사장 정현철)와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에 기반한 암환자 진료에 대해 의료
인을 대상으로 하는 권고사항을 공동 발간했다. 또한 라선영 교수와 이기쁨
강사는 COVID-19 상황에서 암환자의 치료 가이드라인과 연세암병원 현황

신촌

에 대해 ASCO POST에 발표하였다.

소화기내과
■

■

규 교수의 [면역치료 불응성 위암 환자의 정밀 면역치료 전략 수립을 위한

2020.03.12. 2020 올해의 내과교수에 소화기내과 천재희 교수님이 선정되었다.

면역 관문 억제제에 의해 유도되는 질병 과진행에 대한 연구] 가 우수과제

2020 강보영 올해의 내과교수상에 김범경 교수님이 선정되었다.
■

2020.03.23. 연세대 우수업적교수상 연구 부분 최우수상 김승업 교수님이 수상하였다.

■

2020.05.15. 대한방사선색전술연구회 제 11회 심포지엄에서 김승업 교수가 Sequential TARE and systemic therapy,

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

2020.05.25. 소화기내과 김도영 교수와 전혜연 임상연 강사가 <KBS 무엇이든

■

■

2020.05.30. 소화기내과 이용찬 교수님 아드님이 결혼하였다.

■

2020.06.28. 소화기내과 강사 1년차 장지훈 선생님이 결혼하였다

■

(예정) 2020.08.08. 소화기내과 김원호 교수님 퇴임식 예정이다.

글로벌 케어 박용준 회장이 제 25회 연세의학대상 봉사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의학대상 상금 1천만원 전액을 내과학교실 발
전 기금으로 기부하였다.

물어보세요: 바이러스와 염증이 암을 유발? 간 건강법>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5월 22일, 종양내과가 2020년도 1/4분기 의약품 부작용 보고 우수 부서
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김도영 교수가 Multi-center data: efficacy and safety of TARE 주제로 발표하였다.
■

지난 4월 29일,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연구비상 부문에서 종양내과 정민

■

5월 29일~31일 개최된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주최 Annual Meeting 『ASCO20 Virtual Scientific Program』에 종양내
과 교수, 강사가 참여하였다. 라선영 교수는 HER2 양성 위암 환자 43명을 대상으로 ‘허쥬마’, 펨브롤리주맙(Pembrolizumab)
및 화학요법의 삼중요법으로 치료하는 제 1b/2상 임상시험 결과를 「Targeting HER2 in combination with anti-PD-1 and
chemotherapy confers a significant tumor shrinkage of gastric cancer: A multi-institutional phase Ib/II trial of
first-line triplet regimen (Pembrolizumab, Trastuzumab, Chemotherapy) for HER2 positive advanced gastric
cancer (AGC)」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하였다.

■

■

6월 3일, 종양내과 라선영 교수, 정민규 교수, 이충근 교수가 2019년도 대한암학회 학술지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호흡기내과

(CRT) 저널에 책임저자로 게재한 논문 [S-1 Based Doublet as an Adjuvant Chemotherapy for Curatively Resected Stage

호흡기내과는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를

III Gastric Cancer: Results from the Randomized Phase III POST Trial] 이 <2020년 제 12회 대한암학회 로슈 암학술상> 수

운영중이다.

상논문으로 선정되었다.

■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critical care를 위해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중환자팀이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

서울신문 2020년 5월 6일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예방 수칙, 치료 방법 등에 대한 문답 코너에 정지예 교수가 패널로 참석하여 도
움을 주었다

심장내과
■

2020.04.29. 홍명기 교수가 연세대학교 학술상 의생명 부문을 수상 하였다.

■

2020.06.16. 김병극/홍성진 교수 (교신저자 장양수) 가 “급성관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티카그렐러 단독 치료와 아스피린 병용
치료의 효과 비교” 연구로 국제학술지 JAMA 에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다.

■

2020.06.29. 유희태 조교수가 우현학술상을 수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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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2020년 2월 부로 종양내과에서 강사 수료한 용인세브란스 이가든 교

감염내과

수가 6월 13일 화촉을 밝혀 종양내과 교원들의 많은 축하인사가 있었다.
■

6월 15일, 종양내과가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학술상 <최우수 향상 분과상(2020년
도)>를 수상하였다. 본 상은 종양내과에서 2018년도에 비하여 2019년도에 우수
논문 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하여 선정되었다.

■

6월 15일, 종양내과 조병철 교수가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학술상 <책임저자 분

■

2020년 3월 27일, 4월 10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경험을 나누고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세열회 학술 webinar를 진행하였다.

■

2020년 3월 30일 ~ 4월 10일, 정수진 조교수가 충북 보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팀장으로 근무하였다.

■

2020년 4월, 감염내과가 2019 최우수 환자만족 부서로 수상하였다.

■

2020년 4월 9일, 염준섭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한국 파스퇴르연구소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
하여 발표하였다.

야 최우수(2020년도)>를 수상하였다. 본 상은 조병철 교수의 논문 [Lazertinib
in patients with EGFR mutation-positive advanced non-small-cell lung
cancer: results from the dose escalation and dose expansion parts of a
first-in-human, open-label, multicentre, phase 1-2 study] 이 책임저자

■

2020년 4월 16일, 입원치료 받던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

2020년 5월 1일, 김무현 강사가 근무를 시작하였다.

■

2020년 5월 18일, 정수진 조교수가 한국의료질향상학회 “COVID-19와 환자안전” 주제로 개최된 webinar에서 “COVID-19 임상
적 특성” 에 대해 강의하였다.

분야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

6월 22일자로 통합내과 양창봉 교수가 종양내과 입원전담전문의로 발령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다.

■

2020년 6월 5일, 중증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를 다시 시작하였다.

■

2020년 6월 19일, 최준용 교수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1상 첫 투약을 진행하였다.

내분비내과
■

당뇨병 센터 (소장: 강은석 교수)에서는 올해 제 1형 당뇨병 재택 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2020년 6월 1일 제1

류마티스내과

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교육 책자를 제작하여 발간하였다. 모두 13개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환자들의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

■

기 위해 쉬운 용어와 그림을 함께 사용하였다

■

2020년 6월 15일 류마티스내과가 내과학교실 학술상 “최우수분과상”에 선정되었다

김경진, 이세정, 이승현 강사가 2020년 내과학술연구비 수혜자로 선정되었다.

■

2020년 6월 15일 이상원 교수가 내과학교실 학술상 “다작상”에 선정되었다.

■

2020년 6월 24일 박용범 교수가 2020 올해의 내과교수 “리더십” 부분에 선정되었다.

■

2020년 11월 7일 제 4회 Yonsei Rheumatology Review Course 가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진행 예정이다.

혈액내과
■

정준원 교수가 대한혈액학회 AML/MDS 연구회 회장으로, 김진석 교수가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로 선출되었다.

■

내과학교실 학술연구비 과제로 조현수 강사의 ‘급성 백혈병 골수내 기억-유사 자연살해 세포의 역할 규명’ 이 선정되었다

노년내과
■

신장내과
■

2020.05.01 서창환 강사가 군복무를 마치고 신장내과 강사 업무를 시작하였다.

김창오 교수
- 2020년 우수업적교수 (교수학습 및 선택과목분야)에 선정

■

김광준 조교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원선정, 식약처 연구과제위원으로 선정,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국가임상시험 경쟁력 강화 TF 위원 선정

알레르기내과
■

2020년 05월 27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 ‘알레르기 행진을 막아라’ 라는 주제로 박중원 교수, 이재현 부교수가

통합내과

출연하였다.
■

2020년 9월 23일 연세 알레르기 심포지엄 예정이나 COVID-19 방역지침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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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신동호 교수가 제1회 올해의 내과 교수 리더십 부문 수상하였다.

■

2020년 3월, 문성우 교수, 이인국 교수가 통합내과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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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소식

강남

분과별 소식

용인

소화기내과
■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동기 교수가 안식월을 보냈다.

■

2020년 5월 27일 유성환 임상강사가 제4회 대한복부초음파연구회 온라인 증례 집담회에서 “심한 상복부 통증과 만져지는 종괴를
주소로 내원한 1례”를 발표하였다.

심장내과
■

2020년 4월 24일 세브란스 심장내과 고영국, 안철민 교수가 방문하여 One Severance 진료와 말초혈관질환의 stent graft 시술
을 하였다.

■

2020년 5월 1일 노지웅 조교수가 근무를 시작하였다.

■

2020년 5월 22일 세브란스 심장내과 김중선 교수가 방문하여 One Severance 진료와 심방중격결손증 device closer시술을 하
였다.

■

2020년 5월 25일 노지웅 조교수가 득녀하였다.

■

2020년 6월 5일 장양수 학장, 홍명기 교수, 김병극 교수, 홍성진 조교수가 방문하여 특이 환자 진료 자문을 시행하고 용인 심장내
과 교수진을 격려하였다.

호흡기내과
■

2020. 6. 23. 박혜정 조교수가 MBN에서 방영된 “엄지의 제왕” 프로그램에 ‘숨통이 막히면 죽는다’를 주제로 출연하였다.

내분비내과
■

혈당상태, 기저질환, 저혈당 위험도 등을 고려한 입원환자 혈당관리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2020년 6월 4일 병동입원 당뇨환자 혈당
관리 설명회 와 2020년 6월 18일 수술전후 당뇨환자 혈당관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자 및 수술전후 당뇨환자 혈당 조절 알고리즘 적용에 대한 실무적인 토론을 하였으며 각 유형별 환자 시범 적용을 거친 후 추후 적용

신장내과
■

위 설명회에는 내분비내과, 입원의학과, 마취과, 외과계열 교수 및 각 병동 담당 간호사 및 입원전담간호사 등이 참석을 하여 입원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2020년 4월 27일 배성창 선생이 강남구에서 운영하던 ’참조은강남연세의원‘을 송파구로 이전하여 ’서울연세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료를 시작하였다.

■

2020년 5월 2일 지정근 선생이 신장내과 강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

2020년 5월 19일 박형천 교수가 ’KDIGO General Nephrology & Dialysis in the Times of Covid-19 webinar‘에서 ’Kore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preventing transmission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hemodialysis

혈액종양내과
■

2020년 6월 13일 이가든 진료교수가 혼인을 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facilities‘ 주제로 강의하였다.
■

2020년 6월 1일 김태훈 선생이 용인시 기흥구에서 ’연세김내과의원‘을 개원하여 진료를 시작하였다.

신장내과
■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류근우 강사가 파견 근무를 나와 외래 및 인공신장실 진료를 시작하였다.

감염내과
류마티스내과
■

■

2020년 7월 1일부로 김용찬 임상조교수가 용인세브란스 감염내과에서 근무 시작하였다.

2020.4.29.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류마티스내과 발전세미나에 박민찬 교수, 권오찬 조교수, 박정환 강사가 참석하였다.

내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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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7일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가 방문하여 초고령사회의 의료와 삶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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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소식

교실 소식

4. 2020학년도 내과학교실 학술상 선정

내과학교실
1. 2020 Vision Talk-1st 함께 나누는 내과이야기 (Internal Medicine Vision Program)
• 대상 : 3학년 임상실습생
• 일시 : 6. 17(수) 18:00
• 장소 : 의과대학 윤인배홀
• 특강 : 미래신약개뱍의 방향과 내과의 비전 (남수연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
• TED Talk : 이혜원(소화기내과 교수), 김정호(감염내과 교수)

제1저자 분야 최우수상

김태훈 교수(심장내과)

교신저자 분야 최우수상

조병철 교수(종양내과)

최다점상

정보영 교수(심장내과)

다작상

이상원 교수(류마티스내과)

최우수분과상

류마티스내과

최우수 향상 분과상

종양내과

강남 우수 연구자상

김지현 교수(소화기내과)

전공의 논문상

김재영 강사(신장내과)

수상을 축하합니다
1. 제7회 임상순상 수상자 : 김현욱 전공의
2. 2020년 제27회 우현학술상 시상식 : 6. 29(월) 18:00 백양누리 김순전홀
• 수상자 : 유희태 조교수(심장내과)

축하드립니다

• 논문제목 : When is it appropriate to stop non-vitamin K

2020 연세학술상 : 홍명기 (86졸)

antagonist oral anticoagulants before catheter ablation of

의과대학 우수업적 교수 : 김창오 (96졸)

atrial fibrillation? A multicentre prospective randomized study

한림원정회원 : 민유홍 (82졸), 이동기 (84졸), 하종원 (88졸)

(European Heart Journal 2019.5)
3. 2020 올해의 내과교수 시상식 : 6. 26(금) 18:30 티원

개원을 축하합니다

｜연구부분｜
선정직위
교수

부교수

조교수

비고

수상자

2020 올해의 내과 교수

천재희

2020 올해의 내과 교수

박성하

2020 한민희 올해의 내과 교수

이상원

2020 구철회 올해의 내과 교수

송정식

2020 이욱용 올해의 내과 교수

박혜정

2020 김영진 올해의 내과 교수

유희태

2020 박인서 올해의 내과 교수

김혜련

2020 강보영 올해의 내과 교수

김범경

2020 안광진 올해의 내과 교수

변민광

류동열 (95졸, 연세정성내과의원) 2020.06
김태훈(10졸, 연세김내과의원) 2020.06

조의를 표합니다
김현진 (98졸) 부친상 2020.04   김동기 (98졸) 빙부상 2020.04
박상진 (88졸) 부친상 2020.04   이진헌 (88졸) 부친상 2020.04
박성하 (95졸) 부친상 2020.04   박효경 (96졸) 시부상 2020.04
김호길 (62졸) 별세

2020.04   박상민 (03졸) 부친상 2020.05

용석중 (85졸) 빙모상 2020.05   정욱진 (94졸) 부친상 2020.05
문현진 (08졸) 부친상 2020.05   이상원 (00졸) 빙부상 2020.05
송명은 (07졸) 모친상 2020.05   이동준 (07졸) 빙모상 2020.05

｜리더십부분｜
선정직위
교수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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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용 (90졸) 모친상 2020.06   김진민 (97졸) 빙모상 2020.06
비고

수상자

2020 Leadership Award 올해의 내과 교수

박용범

2020 Leadership Award 올해의 내과 교수

이유미

2020 Leadership Award 올해의 내과 교수

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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