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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나자레원의

2020년 내과총동우회를 빛낸 인물
‘봉사상’ 정재복 명예교수(소화기내과)

이사장으로 200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내과총동우회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회원들, 특히

강진경 교수 전기-박인서 교수 추모집 발간 주도

후배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과총동우회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회원 수가 많이 증가
하여, 가족적인 분위기는 약해 진 것 같습니다. 대신 유능한
회원 분들의 힘을 모으면 의료 및 사회 각 분야에서 봉사
활동을 비롯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
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나 회원들 모두 새로운 계획을 세우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들의 업적을 기리고 발전의 디딤돌로 삼는 것은
후배들의 몫입니다.”

끝으로 내과소식지를 통해 동문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브란스’가 국내 정상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고 있는 밑

먼저 봉사상 수상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바탕에는 온갖 어려움을 뚫고 최고 수준의 진료와 연구, 교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소화기내과 교수들은 세부전

현재 우리 모두 COVID-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

공 구분 없이 위장관, 간, 췌담도 등 소화기내과의 거의 모

습니다. 회원 분들 모두, 이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총동

든 영역에 걸쳐 진료 및 연구를 했습니다. 박인서 교수님은

우회 모임시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을 이어간 선배들의 노고가 서려 있다. 수많은 선배들이

내과총동우회 회원 분들 중에는 해외 의료선교를 비롯해

1991년 모교 소화기내과장을 맡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

혼신의 노력으로 탁월한 성과를 일궈내 세브란스의 성가를

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 위장관, 간, 췌담도 분야로 구분해 소화기내과 세부 분야

높였다. 이런 선배들의 업적을 기리고 발전의 디딤돌로 삼

제가 봉사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송구합니다.

의 진료 및 학술 발전에 이정표를 세우신 분입니다. 박인서

는 것은 남은 후배들의 몫이다. 지난해 세브란스 발전의 주

교수님 추모집 발간에 참여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던 혜안에

역인 걸출한 선배 두 분의 전기와 추모집이 발간되었다. 신

새삼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 만남조차 힘든

지난해에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과 선배들의 업적을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주목된다.

기리는 일에 몰두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내과총동우회를 빛낸 인물 ‘봉사상’을 받은 정재

고 강진경 교수님 전기의 편집위원장을 맡아 발간하였고,

복 명예교수(소화기내과)는 강진경 교수 전기와 박인서 교

이어서 박인서 교수님 추모집 발간 에는 편집위원으로 참

지난 2015년 5월 10일 발간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

수 추모집 발간을 주도했다. 모교 정년퇴임 후 국민건강보

여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봉사상 수상 이유인 것으로 알고

과학교실 130년사’ 발간시 편집위원장을 맡아 우리 세브란

험 일산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그는 개인시간을

있습니다. 강진경 교수님은 현재의 세브란스병원 본관 건물

스 내과의 뿌리를 찾고 정리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홍천

내어 방대한 자료를 찾고 직접 집필했다. COVID-19 상황

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분입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장

수 교수님이 내과학교실 주임교수 및 내과총동우회 이사장

에서 선배들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2020년을 바쁘게 보냈

을 맡아 온갖 어려움을 이겨 내시고 건물을 완공하셨습니다.

시기에 총무를 맡아서 동우회 일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내

던 정재복 교수로부터 ‘봉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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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식지의 편집인으로도 4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사회봉

3

만나봅시다

만나봅시다

2020년 내과총동우회를 빛낸 인물
‘공로상’ 이욱용 회장
대한노인의학회-대한검진의학회 창설 주도, 선도 학회로 육성

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모교의 젊은 교수들을 잘 모르니까, 세브란
스에 환자를 보내면서도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젊은 교수
들이 연말에 한 번 열리는 내과총동우회 모임에 나와 “ OO

회장님은 2016-2017년 내과총동우회장을 역임하며 내과

과에 누가 있다”고 알려주면 좋겠어요. 친교는 물론 환자

동문들의 단합과 교류에 힘쓰셨습니다. 당시를 회고해 주십

진료를 위해서 소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오.
세브란스병원과 개원가의 진료협진 모임을 통해 모교 교

노인의학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이전에 대한노인의학회

수진과 개원의들 간의 협진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

를 창설하시고 10여년 동안 회장,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발

다. 모교 교수에 협진을 의뢰할 때 우리 내과 동문들 뿐 아

전의 기반을 다지셨습니다.

니라 다른 대학 출신들에게도 많이 권유합니다. 환자 의뢰

“모교의 젊은 교수들이
내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합니다.”

할 때 누구나 해당 병원에서 좋은 결과를 내길 기대하잖아

지금은 모교를 비롯해 주요 대학에 노인의학과가 설치되

요? 저는 “의뢰한 환자가 3차병원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 있지만, 지난 2004년 제가 대한노인의학회 창설을 주도

의뢰한 개원의도 비난을 받습니다”라며 개원가 의사들에게

할 때만 해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10여년 동안

세브란스병원에 진료의뢰를 많이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초대 이사장, 회장으로 활동하며 학회의 기반을 다지고 발

내과총동우회장을 맡으면서 세브란스에 환자를 많이 보내

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현재 노인의학회 회원

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들이 7천명 이상으로 늘어나 있고, 학술대회를 열면 전국의
노인관련 의사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치매 등 노인
관련 최신지견 소개, 연수교육을 실시하면서 학회 때마다 1

이욱용(74년 졸, 이내과의원 원장) 전 내과총동우회장의

같아 기쁩니다. 저는 모교를 정말 사랑합니다. 대외 활동을

천명이 넘는 의사들이 몰려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

모교 사랑은 울림이 크다. 그가 거쳐 간 자리에는 ‘세브란

할 때 우리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부단한 노력을 했습

방 회원들은 버스를 대절해 단체로 상경하는 등 높은 관심

스’의 흔적이 뚜렷하다. 폭넓은 대외활동으로 각계에 발이

니다. 개원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관심을 쏟아 왔습

을 보이고 있습니다.

넓은 이 회장은 항상 ‘세브란스’를 앞세운다. 그는 “공로상

니다.
이제 대한노인의학회는 명실상부하게 국내 노인 관련 학

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정말 세브란
스를 사랑한다. 모교 사랑하는 ‘공로’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서울대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매년 연말이면 서울대병

문을 선도하는 학회입니다. 노인의학회는 노인의학 전문의

강조했다. 2016-2017년 내과총동우회장을 역임하며 동

원 홍보 달력이 옵니다. 달력에는 ‘제중원136’이라는 사진

사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회원

문들의 단합과 교류에 힘썼던 그는 개원의들의 권익 향상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달력을 볼 때마다 역사를 바로 잡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

에도 노력했다. 특유의 선견지명으로 ‘노인의학’이라는 단

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중원은 곧 세브란스 아닙니

습니다. 장기요양이나 의사 소견서 등 현안들이 있을 때마

어조차 생소했던 시기에 대한노인의학회를 만들어 선도학

까? 1885년 미국 선교의사 알렌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회원

회로 육성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양식병원인 광혜원에서 제중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

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미 전체 인구 중

다. 서울대는 1945년 해방이후 새로 생긴 신설 대학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경성제국대학과 경성의전만 있었고,

역도 있어 대한노인의학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

세브란스의전도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제중원의 연속

습니다. 저의 활동이 주목받으면서 우리 세브란스의 위상도

성을 말해주는 사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세의

올라간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2020년 내과총동우회 공로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공로를 세운 것 같지 않은데...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

료원은 대한민국 최초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최고의 의료

선후배님들로부터 모교를 사랑하는 ‘공로’는 인정받은 것

기관인 동시에 10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의 병원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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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브란스에선

로 검진 업무에 몰두하는데 기여해 보람을 느낍니다.
내과소식지를 통해 동문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강보영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안동병원 설립자 강보영 회장의 발전기부금으로 조성

요즘은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잘 못 만나지만, 연
말 총동우회 모임 때 모교 교수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
어요. 특히 젊은 교수들이 모두 참여해 각 과별로 소개하면
‘아, 내가 환자를 의뢰하는 OO 과의 선생님이 저 분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얼굴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문들
이 모이면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지요. 누구인지 모
른 채 동문 교수에게 환자 의뢰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
다고 봅니다. 모교가 대외 친절도 평가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모교의 위상이 더욱 올라
갔으면 합니다.

회장님은 대한검진의학회 1-3대 회장을 역임하며 기반을 다
지시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개원의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회고해 주십시오.
안동병원의 설립자인 강보영 회장이 내과학교실에 전달

로 등록했던 대학원생에 한함)이다. 공고–접수–평가(인재개

건강검진 도입 초기만 해도 개원의들이 검진의학에 대해

한 1억 원의 발전기부금으로 조성된 ‘강보영 장학금’ 지급

발위)–선정(운영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 심사결과(순위

큰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은 검진의학 세상이지요. 개원의

대상자가 선정됐다. 강보영 회장은 경상북도 도민의 건강과

별)는 아래 표와 같다.

검진 업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갑작스럽게 기존에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82년 12개 진료과 134

없던 제반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과거에는 인정해주던 진

병상으로 안동병원을 개원하여 1천여 병상의 대형병원으로

이름

직위

지급금액

김형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강사

8,000,000원

찰료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수백만 원

성장시켰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안동병원의 상급협력병원

1
2

김윤아

신촌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강사

5,000,000원

에서 수천만 원씩 억울한 처분을 당한 개원의들은 대한의

이다.

3

김지혜

신촌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강사

5,000,000원

4

이승현

신촌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강사

4,000,000원

5

이세정

신촌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강사

4,000,000원

김영은

신촌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강사

4,000,000원

사협회와 시도 의사회 등에 탄원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의협은 전체 회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지 무관심 했고

강보영 장학금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전공의 및 강사들에

6

적극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검진

게 연구에 대한 motivation을 부여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대

7

정혜인

이대서울병원 전임의

2,000,000원

8

황윤아

신촌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강사

2,000,000원

9

손유진

신촌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강사

2,000,000원

10

김지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강사

2,000,000원

11

곽서연

신촌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강사

2,000,000원

을 도와주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만들어진 자생

상은 세브란스병원(신촌, 강남) 전공의 또는 세브란스병원(신

적인 단체가 바로 대한검진의학회입니다. 많은 노력 끝에

촌, 강남)에서 내과 전공의를 수료한 현직 강사 중에서 2020

복지부, 공단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 의협에서도

학년도 2학기 대학원 신입생으로 등록을 마친 자 또는 2020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개원의, 종합병원 의사들이 안정적으

학년도 2학기 등록을 마친 자(2020학년도 1학기에 신입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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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섭 심장내과 교수

박희남 심장내과 교수

“의생명 과학부에 있지만 늘 내과를 고향처럼 생각하고

“개인 업적이 아니라 세브란스 내과 울타리 안에서

내과의사를 평생의 아이덴티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과 지지로 맺은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공적

대표공적

윤영섭 교수는 심장내과 의사이자 줄기세포 연구자로, 지난 20년간 줄기세포를 이용한 심혈관질환 치료법을 개발하여 왔

· 대표적 심장부정맥인 심방세동 시술 시 신개발 항응고제 (NOAC) 지침을 제시하는 임상시험 논문과 한국인 심방세동

으며, 기초연구를 임상에 접목시키는 중요한 시도를 해오고 있음. 특히 전세계적으로도 줄기세포를 이용한 심혈관 재생연구
의 1세대 연구자로서 성체줄기세포, 만능줄기세포, 직접전환세포 등 심혈관질환 재생치료와 관련된 치료법을 발전시켜왔음.

연관 새로운 유전자 2종을 발표함.
· 심방세동 최적 시술법을 탐색 및 예측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실용화 함.

특히 최근에는 인간유도만능줄기세포(human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를 임상적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혈관내피세
포(endothelial cell)로 분화시킨 후 이 세포(hiPSC-EC)를 특정한 생체재료에 복합시켜서 혈관재생에 사용할 때 장기간 혈

수상소감

관재생이 직접 일어남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였음. 현재 한국에서 이를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pre-IND 연구의 마지막 단계

갑자기 수상자 선정 이메일을 받고, ‘나보다 훌륭한 업적으로 국가에 기여하신 교수님들이 수두룩한데, 정말 이걸 받아도

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 hiPSC-EC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임.

되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업적이 아니라 세브란스 내과 울타리 안에서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과 지지로 맺
은 결실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차분해 졌습니다.

수상소감

제가 타교 교수에서 세브란스 내과로 이식(?)된 것이 11년 전입니다. 무척 바빴지만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기회를 누리며 새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 내과 교실원 및 선후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움에 도전할 수 있던 인생 황금기였습니다. 다양한 기회를 주신 선배 교수님들, 저의 부덕에도 인내하며 끝없이 challenge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심장내과를 전공하고 도미하여 현재 에모리대학 교수로, 그리고 모교에서는 특임교수로서

를 주는 후배 교수님들과 제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올해 저의 신년 목표는 “인생 2막, 새로운 목표를 찾아서…”입니다. 이제껏

의생명 과학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내과의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해오던 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작은 상

이룬 열매는 모두 뒤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소명을 향해 두근거리는 한해를 꿈꾸어 봅니다. 세브란스 내과에

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생명 과학부에 있지만 늘 제가 내과를 고향처럼 생각하고 내과의사를 평생의 아이덴티티로 생

수상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받았던 내과와 심장내과 수련이 지금 제가 연구해오고 있는 연구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가
르쳐주시고 도움주신 많은 선후배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특임교수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무부총장님, 학장
님을 비롯한 많은 리더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를 진행하여 환자에게 도움되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더
욱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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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조병철 종양내과 교수

“현재 대부분 수입 의존적인 자가면역질환 진단법을
국내 기술로 개발함으로써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여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함께 노력해온 암 연구실 연구진에게 감사하며, 암 환자들을 위한

강화시키는데 기여한 공로입니다.”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장관 표창을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병철 교수(종양내과)가 지난해 12월 18일(금)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2020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
상식」에서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정부포상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진흥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저는 이번에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현장 신속 진단법 개발: 항 CCP 항체 현장진단분석 진단키트 기술이전, 제
품 출시 및 사업화’와 그간의 연구업적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를 선정, 발표했다. 조병철 교수가 선정된 '보건의료기술-우수연구’부문은 보건의료 R&D를 통한 우수성과 창출로 보건의료
기술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가장 흔한 만성 염증성 관절질환으로 발병 초기에 조기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현장에서 5~10

이번 정부포상의 장관표창을 받은 조병철 교수는 국내 연구자 주도 최초로 전세계 암 진료의 진료 지침서인 NCCN 가이

μl의 극소량 혈청, 혈장, 혈액 모두 이용 가능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키트를 개발하였으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

드라인을 변경하였다. 또한 유한양행 Lazertinib의 국내 다기관 임상 연구 총괄 연구책임자를 담당하였으며, 해당 임상 결과

진단의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 수입 의존적인 자가면역질환 진단법을 국내 기술로 개발함으로써 국산화에

를 Lancet Oncology(IF 35.386) 게재, Janssen 사에 1조 4천억 원의 기술 수출에 일조한 업적이 대표 공적으로 인정되었다.

성공하였으며,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여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한 공로입니다.
저는 그동안 나노입자를 이용한 류마티스관절염 진단과 치료, 중간엽줄기세포의 면역조절능을 이용한 류마티스질환 치료,
타카야수 혈관염, 루푸스 연구 등을 수행하여 왔고, 국제 저널에 우수 논문 발표 310편,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19건 등의

조병철 교수는 “저의 대표 공적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기까지 함께 노력해온 다안 암 연구실 연구진에게 감사하며,
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업적을 내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현장 신속 진단법 개발’ 과제는 연구중심병원 과제로 시작하였고, 특허를 받고, 기술이
전하고, 사업화해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바디텍메드 관계자분들, 연구
중심병원지원팀, 특허연구지원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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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공로상
이세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2020년 결핵예방의 날
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
강영애(호흡기내과 교수)

“재능기부로 생각하여 재임용 요청 때 마다 거절하지 못하고 있으나
의료분쟁조정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저 스스로도 환자 및 보호자와의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의 결핵관리실에서 늘 수고하시는

관계 형성과 설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핵관리 상담 간호사들이 있었기에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2월 3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분재조정위
원회 2,000회 기념으로 6명에게 공로상을 수상하였고 의

이 발생하게 되어 시간과 경제적으로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료분쟁조정위원으로는 제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

이번에 받게 된 2020년 결핵예방의 날 정부포상 (국무총

결핵 치료 약제 부작용 상담 및 환자 관리, 가족 접촉자 검

리 표창)은 개인이 받기보다, 그 동안 ‘민간·공공 협력 결핵

진, 잠복결핵 감염 상담, 다제내성결핵 환자 신약 관리 등의

관리 사업, Private-Public mix, PPM’에 협조해 온 민간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창문도 없고, 환자 1명 이상 상담할

라에서는 의료분쟁 발생시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의료소비

개인적으로 2009년부터 조정위원으로 참석하여 10년 넘

의료기관을 대표해서 받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세브란스

수 없는 좁은 공간이지만, 늘 수고해 주시는 이 분들의 역할

자들이 조정을 시작하게 되는 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의

게 하고 있는 데 오래하는 이유는 3년의 임기가 끝날 때 마

병원은 2009년부터 PPM 사업에 10년 이상 참여하고 있

이 있기에 이번에 2020년 결핵 예방의 날 정부 포상이 있

료분쟁조정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신청, 법

다 후임자 물색이 어려워서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가

으며, 현재 PPM사업 서울 북서 권역 책임 센터, 2020년 시

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을 통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소송은 법과 의

장 큽니다. 한 달에 1-2회, 의료분쟁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작된 다제 내성결핵 컨소시엄 (MDR-TB 컨소시엄) 사업의

료에 대한 전문성의 필요와 비용, 오랜 시간으로 소비자들

평균 4시간 정도 회의로 약 20건의 분쟁조정을 하고, 회의

수도권 북부 책임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이 많이 주저하게 되고, 한국의료분재조정중재원은 사망사

참석 전에 1건당 약 20장 이상의 의료 기록의 검토가 필요

고가 아니면 피신청병원이 불응하면 성립이 안 되어 실제

해서, 시간과 노력 소모가 만만치 않아 다들 꺼리시는 것 같

‘결핵’은 오래된 가난의 질병입니다. 전염병 관리와 근절

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국내 결핵 문제가 빠른 시일 내

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의료분쟁해결이 가장 많은 예

습니다. 저는 재능기부로 생각하여 재임용 요청 때 마다 거

을 위해서 국가 정책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의료시

에 해결이 되고, 민간 대학병원에서는 더 이상 ‘결핵’ 사업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하지 못하고 있으나 의료분쟁조정을 많이 보게 되면서

스템에서는 ‘결핵’을 치료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민간 대학

이나 ‘결핵 관리실’이 없어도 되는 때가 오길 기대합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 형성과 설명에

병원’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간·공공 협력 결핵 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조정은 사회 구성원간 화해를 이끌

많이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치료내시경을 많이 하는 저에

리 사업의 일환으로 세브란스 병원에는 ‘결핵 관리실’이 운

어 낼 수 있게 철저하게 사실을 조사하여 양측으로부터 신

게 분쟁이 적게 발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

영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호흡기내과 외래 6층에 있

뢰를 받는 조정이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 소비자와

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결핵 관리실’ 에는 현재 5명의 결핵관리 상담 간호사가

의료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

12

국내에서 2030년 결핵 퇴치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PPM사업에 참여하는 세브란스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 결핵균 배양 환자 스크리닝, 결핵 환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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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원 · 조선일보 선정,
“ 2020 젊은 과학자들 ” 수상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우수 교수 상

김범경(소화기내과 부교수)

원기범(울산의대 내과 조교수)

“다른 전공 분야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신촌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에서 전임의로 보냈던 2년은

실제 진료에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의 및 연구자로서 기본을 다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작년 한림원과 조선일보가 선정하는 “2020젊은 과
학자들"에 선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04년 세브란스

이는 서구화된 생활 습관과 고령화 사회와 밀접한 연관이

저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조교수 원기범입

있습니다. 간질환은 여러 장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교실

니다. 2010–2011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에서

내 다른 분과는 물론, 다른 전공 분야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

전임의 수련과정을 거친 후 현재 울산대학교병원 심장내과

해 궁극적으로 실제 진료에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

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개인적으로는 향후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일차 예방

력하겠습니다.

우수교수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합

제 전문진료분야는 심근경색증, 협심증이며 주요 관심연구

니다. 또한 임상의로서 관상동맥 중재시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는 비만, 대사증후군 및 이와 관련된 동맥경화 질환입

경험을 통해 환자들에게 좀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

니다.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제가 연구우수

병원 내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강사 등의 과정을 거쳐 저를
현재까지 이끌어 주신 내과학교실의 여러 교수님들, 특히

그 동안의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선배님

한국보건의료원 원장님이신 한광협 명예교수님과 교실 내

들과 후학들에게 자랑스럽고 귀감이 되는 내과학 교실원이

여러 동료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내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교수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던 여러 교수님

학교실만 보더라도 저보다 업적이 더 뛰어난 분도 꽤 많은

되돌아보면 전임의로 보냈던 2년의 수련기간은 임상의

들께 다신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희 내과학교실의

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제가 선정되어 오히려 쑥스럽

및 연구자로서 기본을 다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 과분한 타이틀에 몸 둘 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니다. 또한 2014년 다케다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다녀온
1년간의 일본연수를 통해 심장 CT를 이용한 다양한 임상

저의 주된 진료 및 연구 분야는 소화기내과 영역 중 간염,

연구 및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경험했던 것은 지금의 연구

간경변증, 간암 등입니다. 우리나라 간질환은 B·C형간염 관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여러

련 질병이 주를 이루고 있다가, 현재는 그 중심축이 지방간

임상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염을 비롯한 만성 대사 질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장혁재 교수님 덕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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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내과총동우회를 빛낸 인물
‘학술 부문’ 김한상 조교수(종양내과)

제30회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이충근(종양내과 임상조교수)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할 있도록 중개연구 및 의과학자 양성과정에
관심 있는 후배님들께 많은 조언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암의 전이 중 림프절로의 전이의 기전에 대해 연구해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Science 지에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수상의 기회를 주신 내과학교실 선생님

구하겠습니다.

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긴 의학자들에게 대한의학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에서
새로운 발견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여 모교의

이번 연구는 내과 수련을 마치고 5년간 기초 연구실 (본
교 약리학교실: 지도교수 이민구 교수님)에서 임상의과학

위상을 높이고 내과학교실의 부끄럽지 않은 일원이 되도록

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 처음으로 교수라는 직함을 달고 저만의
커리어를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부담감도

제가 배운 것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중개연구 및 의과학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임상적으로 많은 한계를 느껴, 전이를

느낍니다. 많은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선배님들을 포함하여

자 양성과정에 관심있는 후배님들께 많은 조언을 드릴 수

반복하는 종양의 본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어 전문연구

역대 뛰어난 수상자들이 수상 이후에도 좋은 연구를 많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질책의 의

행하였습니다. 당시 암의 전이 중 림프절로의 전이의 기전

미로 본 상을 받고,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욱 정진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 손주혁 과장님, 정현철 교수님, 안중배 교수님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대해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2019년에 Science 지에 발

을 비롯하여 그동안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선배

감사합니다.

표하였고, 그 연구의 가치를 인정해 주셔서 운이 좋게도 제
30회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과학 교실의 일원으로서 진료, 연구, 교육 및 봉사 업무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지만, 기초 연구를 실제 환자 치료

어느 하나에도 소홀히 할 수 없음에도 최선을 다하는 진료

와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며 진행하여 결론에 다다를 수

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탐

있었던 것은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도와 주셨던 내

16

하고,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내과학교실에서 전공의로 수련 받으며, 암의 전이로

무사히 과정을 마치고 임상의로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교실 교수님들, 특히 종양내과 교수님들 덕분이라 생각

선정하여 분쉬의학상 본상 및 젊은 의학자상을 수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physician-scientist) 박사과정으로 유전체 및 세포생
물학에 대해 공부하는 동안 아이디어를 얻어 진행할 수 있

1990년부터 국내 의학 발전에 주목할 만한 연구 업적을

17

의국장 소감 김현욱

고 박인서 교수 추모집 발간

의국장 소감

고 박인서 교수 (소화기내과)
1주기 맞아 추모집 발간

김현욱 의국장

고 박인서 교수 1주기를 맞이하여 후배 및 제자들이 박 교수의 생전 모습과 철학 그리고 제자와 후배를 사랑했던 마

“지난해 8월 단체행동에 이어 COVID-19 3차 대유행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여 의국에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을 기록한 추모집을 발간했다.
박인서 교수는 1991년 모교 소화기내과장을 맡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화기내과를 위장관, 간, 췌담도 분야로
구분해 소화기내과 세부 분야의 진료 및 학술 발전에 이정표를 세우며 중흥을 이끌었다.
발행처는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연세의대 소화기병연구소, 박인서 교수 제자 모임(박제모) 등으로 정재복, 박효진,
천상배 교수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내과 김현욱 전공의가 지난해 11월 1일 의국장으로 선

잡힌 수련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되었다. 김현욱 의국장은 “COVID-19 3차 대유행 시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2021년도 내과 신입전공의 선

내용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 박인서 교수 약력, 2장 교수시절, 학회 및 연구활동, 3장 소화기내과의 중흥을

에 의국에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발에 총 34명의 전공의들이 지원하였으며, 최종 27명의 우

이끌다, 4장 사진으로 보는 박인서 교수 모습, 5장 박인서 교수 정년퇴임 특강; 소화성 궤양의 역사, 6장 박인서 교

있다”면서 “의국원으로 구성된 신입전공의 교육팀을 구성

수한 전공의들이 선발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

수가 보관했던 자료, 7장 저서 및 역서 머리말, 8장 대표연구 논문, 9장 박인서 교수 제자 모임(박제모), 10장 고 박

하여 비대면 형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니다. 해당 전공의들의 원활한 업무 시작을 위해 의국에서

인서 교수 담임반, 11장 제자들 가슴속의 박인서 교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월 18일에는 2021년도 내과

는 총 17명의 의국원으로 구성된 신입전공의 교육팀을 구

신입전공의 27명이 선발되었다.

성하여 비대면 형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

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남을 도와주고 성실하고 평상심을 지녀야 해요.

소감

2019년 3월 아무것도 모른 채 내과에 입국하여 교수님

박인서 교수님이 후학들에게 남기신 말:

그리고 아픈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품위 있고,

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내과 의국장 김현욱 전공의입니다.

그리고 의국선배님들의 가르침과 보호 아래서 지내오던 제

철학이 있는 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엔 세브란스 내과학교실의 교수님들,

가 세브란스 내과 의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감회가

(분문 71쪽)

의국선배님들 그리고 의국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

새롭습니다. 저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처음 업무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부족한 경험

■

발 행 일: 2020-10-18

지난 8월 단체행동에 이어 올 겨울 COVID-19 3차 대유

과 지식으로 내과 의국의 발전과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

■

I S B N: 979-11-90450-33-1

행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여 의국에서는 변화에 능동적으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

출 판 사: 메디안북

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무중 발열이 생기거나

들, 의국선배님들의 지원과 따뜻한 격려의 말씀들 그리고

■

페 이 지: 237 쪽

확진자와 접촉하는 전공의가 발생시 즉각 시행 중이던 업

많은 의국원들의 지지 덕분에 의국장으로서의 업무를 무사

■

발간 후원: 총 38명 (세소회 회원, 박인서 교수 제자 모임, 담임반)

무를 중단하고 감염관리실과 상의하도록 대처하고 있습니

히 수행하고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초심

비매품.

다. 이외에도 최근 행정명령에 의해 본원을 비롯하여 자병

을 잃지 않고 2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에도 하루하루 의국의

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확진자 진료를 시작하여 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의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의료진의 안전보장과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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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내과
■

12월 31일 장준 교수님께서 마지막 진료를 마치셨다. 그동안 후배 의사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은혜를 잊
지 않고자 외래에서 조촐한 자리를 가졌다. 호흡기내과 의사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환자 진료에 정진할 것임을 마음에 새
길 수 있었던 귀한 자리였다.

신촌
소화기내과
<행사>
■

9월 정재복 명예교수의 Diseases of the Gallbladder 책이 발간되었다. (담낭질환의 최신지견)

■

10월 10일~14일 UEGW 2020 (united European gastroenterology week)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

10월 30일 대한간암학회 single topic conference가 온라인 개최되었으며 송재원 강사가 전이성 간암이 의심된 환자에서 수술 후
lymphocyte rich hepatocellular carcinoma로 진단된 증례를 발표 하였다.

■

10월 17일 NEPP 2020 (The 5th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Professionals) 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

11월 7일 대한췌장담도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

11월 13일~16일 AASLD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 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

11월 19일~21일 KDDW 2020 (The 4th Korea Digestive Disease Week) 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

12월 고 박인서 교수 추모집이 발간되었다.

■

12월 5일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추계심포지엄이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

12월 5일~6일 The Asia-Pacific Primary Liver cancer Expert association (APPLE) single topic conference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

12월 16일~18일 The 8th Annual Meeting of Asian Organization for Crohn’s & Colitis (AOCC)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수상내역>
■

김범경 부교수 : 한림원·本紙 선정, "2020젊은 과학자들" 선정

■

이재승 임상조교수 : 2020년도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최우수 논문상 (교신저자: 김도영 교수님)

■

박이슬 연구원 : 2020년도 AOCC에서 Best abstract awards 수상

■

강은애 임상조교수 : 2020년도 AOCC에서 Best abstract awards 수상

■

성민제 임상연구조교수 : 2020년도 KDDW에서 Best abstract awards 수상

■

이혜원 조교수 : 2020년도 대한간학회-한국간재단 학술연구기금 수상

<경조사>
■

심장내과
■

12월 1일 임채완 임상연구조교수가 명지 병원에 심장혈관 중재시술 파트 조교수로 발령 받아 근무를 시작 하였음.

■

12월 18일 박희남 교수가 심방 세동 연구에 대한 연구 업적을 인정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 포상을
받았음.

10월 25일 임현철(연세03졸, 용인세브란스병원) 모친상. (김천태찬장례식장 2층 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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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면역치료의 효능이 인정받기 시작하던 6년 전에 시작했던 연구로, 전 세계를 대표하는 20여 암센터가 참여해

종양내과
■

11월 19일~20일 양일간

개최된 대한폐암학회 2020 KALC international Conference Virtual에서 조병철, 김혜련, 홍민희, 임선
민 교수가 참석하였다. 김혜련 교수는 「Is it time for a paradigm shift in first line treatment od advanced
NSCLC」 에서 좌장으로 참여하였으며, 홍민희 교수는 「Neoadjuvant Treatment for N2 Disease; from
Chemotherapy to Immunotherapy and TKI」 를 주제로, 임선민 교수는 「New Medical Approaches for
brain metastases」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

10종의 암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다. 자궁경부암, 소세포폐암, 담관암 등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그 첫 결과가 발표
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밀의학의 국제적 리더십 기반을 확보한 종양내과의 모든 교수와 연세암병원의 각 전문 센
터, 병리학교실, 진단검사의학교실 교수들에게 감사드린다. 지금은 이 연구의 경험을 기반으로 매우 복잡하고 세밀한 정
밀의학 연구가 종양내과 주관으로 진행 중이며 그 결과들이 모두 학문적으로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다. 또한 정현철 교수는 이번 수상으로 받은 상금 1,000만원 전액을 연세의료원 의과대학 신축을 위해 기부하였다.

11월 10일 대한의학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제30회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에 이충근 임상조교수(연세의대 종양내과)를 선
정했다고 10일 밝혔다.학술적으로 가치와 공헌도가 인정되는 우수논문을 발표한 의학자에게는 ‘젊은의학자상’과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은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분쉬의학상을 통해 국내 의과학자들의 훌륭한
연구 업적을 발굴하고 세계적 수준에 오른 한국 의학의 위상을 조명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분쉬의학상
은 앞으로도 국내 의과학자들의 성과를 드높이고 한국 의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

11월 13일 제
 33회 보원학술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정현철 교수는 지난해 임상종양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 IF
32.956)에 게재한 ‘진행성 자궁경부암에서 펨브롤리주맙의 효능과 안전성: 2단계 키노트-158 연구 결과(Efficacy
and Safety of Pembrolizumab in Previously Treated Advanced Cervical Cancer: Results From the Phase II
KEYNOTE-158 Study)’ 연구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세암병원을 포함해 다기관의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된 임상 연구에서는 12.2%의 환자에서 부분 관해 이상, 30.6%의 환자가 안정 병변 이상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6개월 무진행 생존율이 25%로 확인됐다. 이를 근거로 미국 식품 의약국(FDA)의 약제 승인도 이뤄진 바 있다. 정
현철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개인의 연구라기보다 팀 사이언스의 결과로서 의미를 가진다. 정밀의학이 10여 년 전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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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2020년 내과총동우회 학술상에 김한상 교수가 선정되었다. 김한상 교수는 2020년 8월 13일 셀(Cell, IF 38.637)

혈액내과

에 '세포밖 소포체 및 입자 단백체 분석을 통한 종양 바이오마커 탐색 연구(Extracellular Vesicle and Particle
Biomarkers Define Multiple Human Cancers)' 을 게재하였다. 내과총동우회 학술상은 내과총동우회를 빛낸 인물로
서 논문 실적 및 업적, 내과동우회 기여도를 평가하여 선정된다.
■

12월 4일 조병철

교수가 <2020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을 수상하였다. 올해 19회를 맞이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은 보건의료기술 분야 최고의 전통과 권위가 있는 상으로, 이번 포상에서 조병철교수는 암 진료 지침서

■

11월 6일~7일 대한혈액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

정준원 교수가 AML/MDS연구회 세션에 “FLT3 inhibitors & Bcl-2 inhibitor for adult AML” 주제로 강의하였고,

■

김진석 교수가 혈전지혈연구회 세션에 좌장으로 참여하였다.

■

11월 24일 정해림 조교수가 건강히 둘째 딸을 득녀하였다.

NCCN 가이드라인을 변경하였으며, Lazertinib 국내 다기관 임상총괄 연구책임자로 연구결과를 Lancet Oncology에
게재 및 얀센에 1조 4천억원 기술을 수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표창 부문을 수상하였다.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

■

박근형 강사가 2020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

김형우 교수가 2021년부로 임상 조교수로 상신되었다.

10월 25일 세브란스병원

제25회 당뇨병의 오늘과 내일, 언택트 시대 슬기로운 당뇨병환자 진료라는 제목으로 시대에 발 맞춰 세브
란스병원 첫 온라인 연수강좌를 개최하였고, 전국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보다 많은 최신 식견을 알리는 뜻 깊은
행사였다.

■

이민영 임상조교수가 2020년 11월 AOCE-SICEM 학회에서 Top 10 Poster Award를 수상하였다.

■

구철룡 부교수가 2020년 12월 10일 9th Annual Meeting of KONES 대한신경내분비연구회 연례 학술 대회에서 Genetics of
Pituitary Tumors 주제로 강의하였다.

■

구철룡 부교수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US Endocrine Society 출간 학술지 Journal of the Endocrine Society Editorial
board member, 건강보험시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전문위원회 위원

알레르기내과
■

11월 7일 박경희 조교수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Diagnostic efficacy of disposable 8 multi-headed
lancet device for skin prick tests 를 주제로 발표하여 우수 연제상을 수상하였다

■

2021년 4월 11일 제25회 연세 알레르기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이다.

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이은직 교수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내분비학회 “신경내분비 연구회" 회장, "내분비 R&D 네트워크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
하게 되었다.

■

이유미 교수가 2021년 The Americ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 학회에서 program organizing committee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홍남기 조교수, 김경진 임상연구조교수, 이승현 강사가 각각 2020 8th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에서 우수 구연상을
수상하였다.

■

이승현 강사가 2020년 대한 내분비학회 대사성 골질환 연구회 연구상을 수상하였다.

■

홍남기 조교수, 김경진 임상연구조교수가 ENDO Online 2021 학회에서 Endocrine society Outstanding Abstract Awards를
수상하였다.

24

감염내과
■

10월 17일 최준용 교수가 2020년 대한에이즈학회 연수강좌에서 “PrEP & PEP”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

10월 18일 안진영 조교수가 한국통증중재시술연구회 심포지움에서 “개원의가 알아야할 감염관리”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10월 24일 정수진 조교수가 2020년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노년내과 심포지엄에서 “노인환자에서의 COVID-19” 주제로 강
의하였다.

■

11월 5일 최준용 교수, 정수진 조교수가 2020년 대한감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Clinical Grand Rounds” session 에서 강의하
였다.

■

11월 6일 김무현 강사가 2020년 대한감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로 수상하였다.

■

12월 17일 안진영 조교수가 대한재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치료”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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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내과

강남

10월 23일 이은주 강사가 대한류마티스내과 학술대회에서 “Classification of ANCA-associated vasculitis reassessed by

■

소화기내과

cluster anlaysis” 및 “Fibrinogen to albumin ratio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cross sectional BVAS in
patients with ANCA-associated vasculiti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

■

metastasis in early gastric cancer”라는 제목으로 우수구연상을 수상하였다.

12월 28일 박용범

교수가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현장 신속 진단법 개발: 항 CCP 항체 현장진단분석 진단키트 기술이
전, 제품 출시 및 사업화’ 라는 주제로 “2020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우수연구부문 장관 표창을 수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KDDW 2020에서 이은서 임상강사가 “Tumor budding is important to predict lymph node

■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KDDW 2020에서 김영민 진료교수가 "Association between TyG index an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a health checkup cohort study"라는 제목으로 우수구연상을 수상하였다.

상하였다.
■

11월 22일 제 21회 세브란스 내과 연구강좌에서 조재희 교수가 “우연히 발견된 담석 및 담낭용종: 진단 치료 업데이트” 주제로 강
의하였다.

■

12월 4일 소화기내과와 소화기내시경실이 “최적의 진정 관리 소화기내시경검사를 위한 개선활동 (optimal sedation GI
endoscopy, OASIS)”이라는 주제로 병원차원 QI 활동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노년내과
■

김창오 교수가 NECA 주관의 환자중심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세부책임자로 선정되어 5년간 노인포괄평가를 통한 종합적인 노
인관리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

천유진 교수 (종양내과 전공) 가 노년내과와 VIP 검진센터 겸임교수로 발령받아 2020년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

대한축구협회 의무분과위원이자 국가대표팀/올림픽대표팀 팀닥터인 김광준 교수가 대한축구협회로 부터 축구대표팀의 코로나 19

호흡기내과
■

대처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

김광준 교수가 내분비내과 강은석 교수가 세부책임자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연구에 참여하여 속혈당측

의하였다.
■

정 및 인슐린 펌프를 이용한 당뇨병 환자 관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통합내과
10월 24일 대한내과학회

제 71차 추계학술대회 입원전담전문의 세션에서 신동호 교수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수가에 대하여 강

2021년 1월 1일 조재화 교수가 2년 임기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간행이사로 선임되었다.

심장내과
■

의하였다.
■

11월 28일 박혜정 조교수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 천식연구회에서 진행한 Asthma school 2020 온라인 심포지움에서
“Severe asthma” 주제로 강의하였다.

■

■

11월 13일 박혜정 조교수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국제 심포지움 (KATRDIC)에서 “Scientific update of singulair” 주제로 강

최의영교수가 복지부 2020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과제 구관연구 책임자로 선정되었다. 대상과제는 '비심혈관 수술전 심 초
음파 검사의 심혈관 사고 예방 효과' 이다.

12월 19일 제5차

연세의대 내과 입원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Weill Cornell의 Justin Choi, Jennifer Lee 교수가 Clinical
Reasoning and Patients safety, Resiliency 주제로 강의하였고, 최은아 교수가 면역항암치료와 부작용 관리에 대하
여 강의하였다.

신장내과
■

11월 22일에 시행한 제 21회 연세의대 내과 연수강좌에서 최훈영 교수가 '소변에 거품이 나와요 : 증례로 풀어보는 단백뇨진단' 이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

2021년 8월 19~23일 예정인 19th Asian Pacific Congress of Nephrology 에서 박형천교수가 Scientific Committee vicechair 로 위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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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내과
■

용인

10월 21일~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40회 대한류마티스학회 학술대회에서 박민찬 교수가 연자로 참여하여 "New treatment

학술부

option for Ankylosing Spondylitis: Ixekizumab, a new IL-17A inhibitor"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권오찬 임
상조교수가 "Disease-specific factors associated with cardiovascular events in patients with Takayasu

■

11월 10일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질문 제기’를 주제로 메타강의를 진행하였다.

arteritis"를 주제로 poster presentation 을 하였고, 박정환 강사가 "Comparison of disease activity according

■

12월 08일 ‘관련문헌 체계적 검색’을 주제로 메타강의를 진행하였다.

to the use of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in patients with stable ankylosing spondylitis
receiving tumor necrosis factor inhibitor"를 주제로 poster presentation 을 하였다.

소화기내과

<소개>
■

강남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는 2006년 박민찬 교수가 부임한 후로 각종 관절 질환과 결체조직 질환에 대한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

■

용인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시경실이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주관하는 우수내시경실로 인증되었다.

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러 류마티스 질환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심도 있는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이들 질환들의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을 이해하고 나아가 다양한 질환들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심장내과
<진료>
■

■

강남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는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통풍, 퇴행성 관절염 등의 근골격계 질환들과 루푸스, 다발성 근염,
피부근염, 전신성 경화증, 혈관염, 베체트병, 레이노 증후군 등의 면역이상으로 발생하는 결체조직 질환들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

Cardiology, FAPSC)을 취득하였고 총 38회 언론보도 되었다.
■

하고 있다. 2021년 1월 현재 박민찬 교수, 권오찬 임상조교수, 박정환 강사가 재직 중이다.

11월 21일 개최된 제 13회 K-TRI 워크샵에서 노지웅 조교수, 이오현 조교수, 김용철 조교수가 각각 스너프박스 접근법에 대해서
Video live발표, 케이스 발표, 강의를 하였다.

■

<연구>
■

김용철 조교수가 09월 18일 국내최초로 아시아-태평양 심장학회 지도전문의 자격증(Fellowship of Asia Pacific Society of

김용철 조교수가 2020년 11월 6일 미국심장학회 지도전문의 자격증(Fellowship of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FACC)
과 12월 15일 유럽심장학회 지도전문의 자격증(Fellowship of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을 각각 취득하였고, 총 33회

Ankylosing spondylitis,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환자들의 코호트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코호트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이비인후과, 안과와 함께 다학제 연구를 진행 중이며, sjogren syndrome 코호트를 구축하고 검체를 수집하여 multi-omics 등

언론보도 되었다.
■

중개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중이다. 임상시험으로는 active axial spondyloarthritis 환자에서 secukinumab 정맥 주사 요

조덕규 교수가 시술한 OCT-guided stent ablation by the Rotablator 케이스 논문(제1저자: 김용철 조교수, 교신저자: 조덕규
교수) 2020년 12월 31일 국제학술지인 Cardiology Journal에 게재되었다.

법의 유효성, 안전성 및 내약성을 위약과 비교하여 입증하기 위한 제 III상 다기관 연구와 ankylosing spondylitis 에서 방사선적 진행에
대한 adalimumab 바이오시밀러 대비 secukinumab 의 효과에 대한 제 IIIb상 연구를 진행 중이다.

내분비내과
■

였다.

통합내과
■

10월 24일 대한

내과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 POCUS (Point of Care Ultrastound) 위원장인 이기

■

김철식 교수가 2021년 1월부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총무이사 및 대한내분비학회 재무이사로 임명받아 2년간의 임기 시작예정
이다.

병 교수가 [POCUS for in-hospital patient care] 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지난 10월 24일에 개최된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노년내과심포지엄에서 김경민 교수가 '근감소증'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

10월 24일 대한

내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입원전담전문의 세션에서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 기획위원장 박승교 교수가 사회
를 맡았다.

■

신장내과

도화미 교수가 세부책임자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연구에 참여하여 낙상 위험도 지수 분석, 약품주입속
도 빅데이터 분석 및 IoMT 표준 플랫폼 도입에 따른 간호 업무 변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28

■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남유주 강사가 파견 근무를 나와 외래 및 인공신장실 진료를 시작하였다.

■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류근우 강사가 파견 근무를 나와 외래 및 인공신장실 진료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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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소식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내과학교실

조의를 표합니다

김성렬 조교수가 하반기 용인 내과부 연구비를 수혜하였다.

1.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연수강좌 : 2020. 11. 22(일)
신촌-강남 공동 온라인개최

(연구 주제: Reference equation for spirometry values in Korean Adults adjusted by body composition analysis)
■

11월13일 대한결핵및호흡기 추계학술대회에서 이은혜 조교수가 ‘잠복결핵의 진단 부분’ 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

김성렬 조교수가 참여한 “성인 천식 환자에 충격진동법 적용 연구”, 이은혜 조교수가 참여한 “급성 폐손상에서 펜드린 억제제 치료
효과 연구” 가 다수의 기사에서 인용되었다.

■

정수진(03졸)부친상

2020.10

박형근(84졸)모친상

2020.10

안광진(86졸)모친상

2020.10

김경희(43졸)별세

2020.10

내과부

임현철(03졸)모친상

2020.10

1. 2020년 제4회 입원의학 심포지엄 : 2020. 12. 19(토)

이병권(91졸)모친상

2020.10

- 연세의대-코넬의대 간 입원전담전문의 교육과정 온라인 진행

12월5일 최지수 조교수가 KW 컨벤션 센터에서 결혼식을 진행하였다.

강인숙(이화00졸)부친상

2020.11

황영웅(93졸)부친상

2020.11

김정환(93졸)부친상

2020.12

정상윤(99졸)빙모상

2020.12

박성하(95졸)모친상

2020.12

박효경(96졸)시모상

2020.12

강신욱(86졸)부친상

2020.12

이명식(서울81졸)빙부상

2020.12

염준섭(93졸)부친상

2020.12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박근형(15졸)

2020.10

최지수(12졸)

2020.12

기부금 내역 2020.10.01~2020.12.31
기부항목명

■

기부자명

기부금액

강남병원 신장내과 발전기부금

심성록, 이상훈, 박종원, 박승호, 김영아, 최소래, 김기중, 이태희, 강병승

강남병원 심장내과 발전기부금

장해일

100,000,000

세브란스 내과부 발전기부금-구철회 내과전공의 리더십상

구철회

4,000,000

암병원 종양내과 발전기부금

채난숙

300,000

의과대학 내과기념사업발전기부금(故 강진경)

서연호

1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구철회 4,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남수연

남수연

김영진 10,000,000 백종열 20,000,000

27,000,000

34,000,000
100,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 - 내분비내과

남재현 10,000,000 안광진 2,000,000

12,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동우회

주승행

15,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류마티스내과

한민희

20,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소화기내과

김중영, 한승한, 백효채, 양주영, 윤주헌, 박준철, 이돈행, 이천균, 김병창, 이광재, 김지현, 유효민, 윤영훈,
이상길, 정을순, 김범수, 신성태, 함기백, 윤상현, 박병규, 이동기, 이승근, 한재용, 박효진, 홍성표, 이준규,
정재복, 서정훈, 진춘조, 김태일, 정준표, 박효진, 천상배, 최광준, 문윤재, 박승우, 김현수, 이상인, 정배기,
김용범

12,25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심장내과

조건호

10,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알레르기

한민희

20 000,000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혈액내과

박도순, 이명부

류마티스내과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호흡기내과

안성수 조교수가 2020년 대한류마티스학회 추계학회 (KCR2020) 에서 biomarkers in ANCA-associated vasculitis 의 주제로 구

이강석, 장상호, 이이형, 안강현, 박재민, 천선희, 백승, 이장훈, 조철호, 이수환, 이상훈, 김은영, 김송이, 정경
수, 임아영, 강영애, 정지예, 박무석, 김영삼, 장준, 장상호, 김영삼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연구기부금-심장내과(정덕재단)

조규옥

연 발표를 진행하였다.

의과대학 소화기병연구소 연구기부금

황영남

30

1,500,000
43,600,000

31

제25회 연세 알레르기 연수 강좌 프로그램
일시 : 2021년 4월11일(일) 온라인

08:30-08:55

등록

08:55-09:00

개회사

박중원 교수
Session 1 좌장: 홍천수 명예교수
연세의대 이재현

09:00-09:30

알레르기 검사 제대로 이해하기

09:30-10:00

알레르기비염과 구강알레르기증후군

10:00-10:30

알레르기질환의 면역요법

10:30-10:40

Break

10:40-11:10

확실한 천식의 관리

연세의대 박경희

11:10-11:40

확실한 COPD의 관리

연세의대 박혜정

11:40-12:10

확실한 만성 기침의 해결

울산의대 권혁수

12:10-13:20

Lunch

13:20-13:50

만성 두드러기와 만성 소양감

연세의대 박중원

13:50-14:20

성인에서의 식품 알레르기와 아나필락시스

전남의대 심다운

14:20-14:50

아토피피부염 제대로 이해하기

14:50-15:00

Break

15:00-15:30

한국에서의 약물 알레르기와 의약품피해구제

서울의대 강혜련

15:30-16:00

COVID-19 백신의 이해

연세의대 김정호

16:00-16:30

호산구증다증의 임상적 의미와 접근

연세의대 김성렬

16:30-16:50

폐회사

가톨릭관동의대 이용원
아주의대 신유섭

Session 2 좌장: 김철우 교수

Session 3 좌장: 지영구 교수

차의과대학 신정우
Session 4 좌장: 김상하 교수

박중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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