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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암학회 4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0년사 편찬은 대한암학회가 걸어온 지난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미가 큽니다. 

6.25 전쟁을 겪은 후 격변하는 사회 혼란 속에서 1958년 대한암학회의 전신인 대한암연구회를 창립

한 선배 의학자들의 선구자적인 시대 인식과 환자와 학문에 대한 열정에 존경과 경외심에 머리가 숙여

집니다. 당시, 지금도 쉽지 않은 영문 논문을 발간하고 암 연구에 매진했던 열정은 훗날 대한암학회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74년 연구회가 학회로 개편, 창립되면서 저희 대한암학회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

니다. 1980년대는 조직을 개편하여 학회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성장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회원 수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각종 학술상이 신설되고 많은 국제

대회를 개최하면서 학회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대외적인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질환별로 암 관련학회들이 설립되어 자칫 암학회의 활동이 위축될까 우려했으나 오히려 

 | 대한암학회 40년사 발간 |

모학회로서 암 관련학회들과 유기적 연계를 형성하여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상호 발전해 가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회원들의 오랜 염원인 학회지의 SCIE의 등재는 모든 회

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쾌거로 대한암학회가 세계 속의 학회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모르고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40년사 발간은 우리

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힘찬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회원 모두가 암 연구의 미래를 개척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40년사 편찬을 책임지고 수행하신 기획위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암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4년 6월 

대한암학회 회장

서 현 숙

| 발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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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3월 2일, 대한암학회가 창립총회를 열어 정식 발족한 이래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논어》〈위정편(爲政篇)〉에서 공자는 일생을 회고하며 “40세가 되니 미혹되지 않았다(四十而不惑)”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대한암학회도 4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의학의 발전과 암 정복이라는 명확한 목표

를 향해 흔들림 없이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미래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 우리 학회를 만들고 발전시

켜 왔는지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선각자인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님은 일

제 강점기에 조국을 잃고 방황하는 동포들에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일갈하며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대한암학회의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는 것은 보다 밝은 미래를 여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에는 대한암학회의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대한암연구회 시절부터 시작하여 여러 선배, 동료, 후

배 의사들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58년 윤일선, 진병호, 이제구, 김석환, 민광식 등 우

리나라 암 연구의 개척자들이 대한암연구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의학계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966년부터 영문 학술지를 발간하였고, 1974년 학회로 거듭난 뒤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학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구성원의 다양성을 증대시켜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는 중견, 젊은 회원들의 

 | 대한암학회 40년사 발간 |

학술 연구를 향한 열정이 학회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대한암학회 학술지를 SCIE에 등재시키는 

등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013년 2월 상임이사회에서 40년사 준비를 처음 논의한 이래 길지 않은 준비 기간과 제한된 자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역사책을 만들어낸 오승택 기획위원장과 여러 기획위원 분들의 시간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실장 이하 학회 사무실 직원 분들도 학회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40년사 

준비를 돕느라 크게 애써주셨습니다. 역대 임원 및 원로 교수님들께서도 부족한 자료의 한계를 메워주

시느라 빛바랜 사진 자료를 찾아주시고 인터뷰를 통해 잊혀진 이야기들을 복원해주셨습니다. 원고를 

꼼꼼히 읽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감수위원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이 모든 분들의 노력과 학회에 대한 애정이 대한암학회 40년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이

러한 뜻 깊은 노력의 산물을 기념하는 기념사를 쓸 수 있게 된 것은 그 자체로 크나큰 영광입니다. 40

년사 발간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학회 회원들의 연구와 학술활동에 대한 열정과 학회에 대한 애정이 한

층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동력을 통해 대한암학회가 국내 암 관련학회의 중심학회로서 세계 

의학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더욱 발전해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대한암학회 이사장

방 영 주

| 기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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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암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암학회는 1958년 11월에 윤일선 교수님을 초대 회장으로 출범한 대한암연구회를 모태로 하여 50

년을 훌쩍 넘긴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암학회의 모학회입니다.

대한암연구회는 암 치료를 위한 의사 재교육, 암연구비 보조, 연구상담, 외국 암 연구기구와의 상호 

연계를 주요 활동 목표로 삼다 1970년대에 암이 의학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학회로 

확장되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학회 창립 후에는 암 연구활동뿐 아니라 암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관한 학술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

하였고 연차학술대회와 학술 집담회를 통해 암에 관련된 최신 지견을 회원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에서의 학술활동 성과는 국제적으로 이어져 1987년에는 서울에서 제8차 아시아·태평양

암학회가 32개국 1,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암학회가 국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 2007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세계폐암학회에는 80개국에서 4,800

여 명의 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국내 의료 및 암 연구 수준을 국제적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대한암학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의사 중심의 임상적 암 연구에서 벗어나 기초적 암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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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연구의 균형을 맞추어 기초분야의 회원가입을 널리 받아들여 국내 암 연구 및 학술활동을 활성

화시켰습니다. 다학제적 접근과 공통적인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연구는 학문의 개방성을 통해 학문 발

전을 추구한 학회 운영의 모범사례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한암학회는 학술지 분야에서도 국제화를 선도한 학회인데, 암연구회로 활동하던 1960년대에 이미 

영문잡지를 연 2회 발간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암학회 공식 학술지인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가 2012년도에 SCIE에 등재되는 쾌거로 이어졌습니다.

학술활동 외에 대국민 홍보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터넷과 매스미디어를 통해 올바른 암 

치료방법을 소개하고 특히 ‘암중모색’ 희망 캠페인을 통해 암은 극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언

론과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난 40년간의 눈부신 대한암학회의 발전은 개방적인 학회운영 방식과 연관학회와의 적극적인 교류

와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암학회의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점점 초세분화되고 이질화

되는 학회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있어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회원 학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암학회가 걸어온 발자취가 창립 40주년 편찬사에 소중한 사료로 빠짐없이 기록되어 우리나라 

의학 학회 발전사의 소중한 사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암학회의 헌신적인 학술활동이 우리나

라 의료수준 향상의 밑거름이 되었듯이 근간에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중추

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날의 대한암학회를 이처럼 자라나도록 씨를 뿌리고 가꾸어 주신 선배 의학자들과 역대 임원, 원

로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 간의 유대가 한층 

강화되고 대한암학회가 국제학회로 거듭나는 전기가 마련되길 기원합니다.

2014년 6월 

대한의학회 회장

김 동 익

| 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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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년 창립된 대한암협회와 대한암학회는 초창기에는 큰 뜻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같았다고 생각합

니다. 아시다시피 1974년 대한암학회가 정식 창립되면서 대한암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된 제1회 학술대회

에서 암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암 관련 학술활동을 

펼치면서 암학회가 국제적인 학회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02년부터 대한암학회에서 시행한 올바른 암 정보 전달을 위한 ‘암중모색’ 대국민 희망 캠페인

은 그 후 대한암협회로 이관되어 유관 사업이 진행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대함암협회는 암 예방 대

국민 캠페인 사업과 올바른 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사업을 추진하였

습니다. 대한암학회는 기초와 임상을 망라한 균형 잡힌 암 연구 및 학술활동에 전력하는 등 우리나라

의 암 연구 및 의료수준과 위상을 한층 높이고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학의 전문화, 세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암 분야의 연구와 진료 및 교육에 대한암학회

가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한암학회가 이같이 눈부신 발전

을 이룰 수 있도록 애쓰신 역대 회장님, 이사장님 그리고 현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과 학회 회

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한암학회 4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대한

암학회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암 예방과 퇴치에 계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대한암협회도 암 예방의 필요성과 올바른 지식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대한암협회 회장

구 범 환

대한암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암협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2005년 대한암학회 회장으로 일하기까지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대한암학회 일을 같이 해왔는데 

벌써 40주년을 맞이한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암학회는 1958년에 우리나라에 몇 분 안 되시는 암 분야 원로 교수님들이 모여 대한

암연구회를 발족한 후 16년이 지난 1974년 대한암학회로 창립되기까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종양학의 기초를 다지고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와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매

년 암 연구 발표회와 학술지 발간 등 이 분야의 의학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활발

한 학술활동과 함께 국제적으로 큰 대회를 연이어 주관, 개최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대한암학회의 위

상을 높여왔고 우리나라의 암 연구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대한암학회를 창립하신 선배 교수

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대한암학회와 대한암협회의 창립과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신 고 김진복 

교수님께 과거를 되돌아보며 각별하고 애틋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대한암학회 40년사 발간 |

| 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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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학술대회 학술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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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선 진병호 이제구

이기녕민광식 이주걸 김창근

1) 김진복, 2004 『인봉 김진복 산문집』 송죽문화사, 54쪽.

전사(前史) : 

대한암연구회와 암 연구의 개척자들1

1958~1974

대한암학회의 모체는 1958년 11월 20일 창립된 대한암연구회이다. 윤일선(1896년생, 서울의대 병리학 

교수), 진병호(1909년생, 서울의대 외과학 교수), 이제구(1911년생, 서울의대 병리학 교수), 민광식(1912년

생, 연세의대 외과학 교수), 이기녕(1914년생, 서울의대 생화학 교수), 이주걸(1914년생, 수도의대 신경외과

학 교수), 김창근(1917년생, 이화여의대 외과학 교수) 등 7명이 발기인이 되어 대한암연구회를 창립했던 

것이다.1)

당시 창립취지문에는 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인사들의 시대인식과 대한암연구회 창립의 목표가 잘 담

겨 있다.

“암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사망원인의 하나일 뿐 아니라 점차 증가의 일로를 밟고 있는 형

편에 있으나 선진제국에서는 국가적 혹은 사회적으로 해결 극복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데 반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속수무책 전연 방관 상태이므로 이 긴급한 문제를 조직적으로 해결하여볼 의도 



54

 | Ⅰ 대한암학회 40년사(1974~2014) |

 55

 | 대한암학회 40년사 |

2) 대한암연구회, 1958 『대한암연구회 창립취지문』

3)  『동아일보』 1947.8.6; 『경향신문』 1948.1.13.

4) 『경향신문』 1948.10.9; 『동아일보』 1949.8.23.

5) 서울대학교 한국의학인물사 편찬위원회, 2008 『한국의학인물사』 태학사, 179쪽.

‘윤일선 박사 談, 癌에 대하야’

(동아일보 1934.11.19)

하에 본회의 창립에 이르렀음.

즉 본회는 암연구비 보조, 연구 상담, 연구소의 설치, 일반계몽, 암 치료를 위한 의사 재교육, 의학잡지 

발간, 암학회의 창립, 외국 암연구기구와의 상호 연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오늘날과 비교할 때 1950년대에 암이 ‘가장 흔한 사망원인의 하나’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지만, 미국 의

학의 도입으로 전염병과 결핵 등 기존의 주요 질병 치료법이 발전하면서 이에 따른 사망률이 감소세에 

있던 것은 분명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암 발병이 ‘점차 증가 일로’에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의 상

황이 ‘선진제국(先進諸國)’들과 비교하여 해결, 극복에 있어 ‘속수무책’, ‘방관상태’인 것은 사실이었다.

특히 연구회 회장으로서 연구회의 창립을 주도한 윤일선은 병리학자로서 매우 이른 시기부터 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인 1934년 11월 19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는 윤일선이 암 예

방을 주제로 하는 대중 강연을 예정하고 있음을 알리는 기사가 실려 있다.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을 지내던 1947년에는 9월 2일에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국제

암연구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8월 6일 인천을 출항할 예정이라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고, 다음 해인 

1948년 1월에는 윤일선이 국제암연구대회에 출석하여 

발표 후 뉴욕, 볼티모어, 워싱턴 D.C., 리치먼드 등을 돌

며 미국 의학계를 시찰하는 중이라는 경향신문 보도가 

있었다.3)

| 윤일선 |

윤일선은 1948년 10월에도 파리에서 열린 국제암연

구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다음 해인 1949년 7월 18일부

터 22일까지 역시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암연구회에 참

가하고 8월 20일 귀국하여 파리 방문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4)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 등 세계 5대륙의 한 명

씩 대표를 결정하였는데 아시아에서는 인도 대표

가 선출되어 아시아부(部)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런데 나는 이 기간 중 서장(西藏, 티베트)과 우

리 한국부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이 지방의 암에 

대한 조사를 하여 아시아부에 보고하는 책임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국제암연구회 회장은 프랑스인 고

다씨이며 미(美), 영(英) 양국이 주동이 되어 있는 회이다.”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국제암연구회에서 5개 대륙의 대표를 선출하였는데 윤일선이 아시아 지역의 

티벳과 한국 지역 담당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담당 지역에 대한 조사 보고 책임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

런데 윤일선은 어떻게 국제암연구회에서 한국 대표로 선출될 수 있었을까? 이는 그가 1949년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학술지에 영문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그것이 종양에 대한 연구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윤일선은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암연구(Cancer Research)』에 ‘한국인 종양의 통계적 조사연구(A 

Statistical Study of Tumors Among Koreans)’ (1949)라는 논문을 게재했는데, 이러한 연구 성과를 인정

받았기에 한국 지역 담당 대표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5)
대한암연구회 창립취지문(1958)

“의학조선의 자랑, 

국제암연구대회서 기염” 

(『경향신문』 194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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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선은 1896년 10월 5일 일본 도쿄에서 개화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윤치오의 4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윤치오는 사촌형인 한말 계몽사상

가 윤치호의 영향을 받아 일본으로 건너갔다. 윤일선의 작은 아버지 윤치소

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부친이기도 하다. 윤일선은 일본에서 출생하여 소학

교를 나왔고, 1914년 한국에 건너와 소학교를 마친 후 경성중학교를 졸업

하고 다시 일본 오카야마(岡山)에 가서 제6고등학교를 거쳐 1919년 교토

제국대학 의학부에 입학했다.

1923년 교토제대 의학부를 졸업한 윤일선은 병리학교실 부수(副手)로 

들어가 후지나미 교수를 사사했다. 후지나미는 일본에서도 몇 안 되는 독일 

비르효(Virchow)의 초기 제자로, 근대 병리학의 시조이자 원로로 추앙받

은 비르효의 학문적 전통이 일본을 통해 한국으로 전파된 것이라 할 수 있

다. 후지나미는 단연 돋보였던 제자 윤일선을 경성제대 의학부장 시가에게 

추천했고, 시가는 윤일선을 병리학교실 도쿠미츠 교수에게 소개하였다. 도

쿠미츠는 흔쾌히 윤일선을 받아들였고 윤일선은 1926년 경성제대 부수로 

시작하여 조수를 거쳐 1928년 3월 조교수 발령을 받았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경성제대의 교수가 된 것이다.

윤일선은 경성제대에서 근무하다가 1929년 4월 세브란스의전 병리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1927년부터 세브란스의전 학감 오긍선의 부탁을 

받아 병리학 강의를 맡았던 그는 2년 만에 세브란스의전 병리학 교수 제의

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는 한국의 기초의학 및 병리학의 개척자로서 세브

란스의전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윤일선은 세브란스의전에서 과민증과 악성종양을 연구 분야로 강도 높

은 연구활동을 벌였다. 1934년에는 암 예방법에 대한 대중 강연에 나서기도 했고, 1937년에는 유럽과 미국을 여행하며 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들을 방문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컬럼비아대학을 거쳐 록펠러연구소에서 바이러스 유두종을 발견한 쇼프

(Shope) 박사를 만나 유두종바이러스를 분양받고 귀국하여 많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버드의대의 월바하(Wollbach) 교수를 만

났고, 노스웨스턴대학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 병리학교실을 방문하였다.

윤일선은 해방 이후인 1946년 발족한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병리학 교수로 부임했고 초대 대학원장에 임명되었다. 1946

년에는 대한병리학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이 되었고, 1948년에는 대한의학협회(현 대한의사협회) 회장직을 맡았다. 1954년  대

한민국학술원 회장에 선출되었고, 1956년에는 서울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 선출되어 5년 3개월이나 직무를 수행한 최장수 총장

이 되었다. 그는 총장 임기 후 초대 원자력원장을 맡았고, 평생 학자로서의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었다. 윤일선은 1987년 6월 22일 

92세를 일기로 타계했다.6)

윤일선의 생애

1950년대 들어서도 윤일선은 ‘마우스(mouse)에 대한 암종(癌腫)형성 실험 등에 있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극동지역 책임자 자격으로 파리 국제암학회에 참석해 이를 발표하였다.7)  또한 한국전쟁 발발 이

후 1956년 서울대학교 총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서울대학교에서 발행하는『대학신문』에 암과 관련하여 

해외 학계 동향, 국제 암회의 참석 후기, ‘암과 원자력 연구’와 같은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암 연구의 국

내 최고 권위자로서 대중적 글쓰기에도 노력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8)

국내 최초로 해외 학회지에 게재된 윤일선의 영어 논문(1949)

7) 『경향신문』 1950.3.21; 『동아일보』 1950.6.24.

8) 『대학신문』 1952.2.11; 1954.9.8.; 1955.11.14.

“해외학계소식, 세계의학연구의 주동(主動), 

발암성물질 구명에 총집중”

(『대학신문』 1952.2.11)

“교수 프로필, 세계적 암학자 윤일선 박사”(『대학신문』 

1952.11.3)

6) 『동아일보』 1934.11.19; 서울대학교 한국의학인물사 편찬위원회, 2008 『한국의학인물사』 태학사, 171~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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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에 따라 10여 년

에 걸쳐 수만 마리에 달하는 흰쥐 실험을 했

다고 한다.9)

진병호의 외과학교실 제자였던 김진환의 회

고에 따르면 진병호는 외과를 전공하면서도 

임상보다도 기초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1960년대 후반에 이미 암 치료를 위한 

항암화학 요법을 임상에 적용하기도 하였

다.10)

 “암학회 창설 당시에 주축이 되셨던 이제구 

선생님, 김석환 선생님, 진병호 선생님, 생화학

의 이기녕 선생님 이런 분들 모두 경성제대 같

은 클래스였어요. 그런 영향도 조금 있고, 아

무튼 당시에 진병호 선생님이 외과 분야이면

서도 임상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는 암 연구를, 기초연구를 한다는 게 그 시절에는 상당히 훌륭한 업적이

었지요. (중략) 그래서 내 논문도 그렇고 전부 임상시험이랑은 동떨어진 기초연구예요. 진병호 교수님은 

톡소 호르몬에서 출발해서 베타 라이포프로테인하고 폴리사카라이드에만 십여 년간 중점을 두신 거니

까요. 완전히 종양에 대한 연구를 하신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항암 치료를 임상적으로 처음 쓴 것이 1960년도 후반이에요. 그때 내과에 오인혁 교

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위암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했고, 수술 후에 항암제를 쓰잖아요. 

당시에 5-FU라고 있는데 진병호 선생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한번 써보자 해서 그분에게 썼지요. 수술 

받은 것이 1968년인가 그렇고 그때 싸이톡산(cytoxan)이니 5-FU니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나올 때입니

다. (중략) 오인혁 선생은 서울대학교 내과 교수이니까 특수한 케이스였지요. 사실 조기 위암이라 수술

만 했어도 넉넉했을 것인데 항암요법도 해보자고 해서 썼던 거예요. 그때는 한 7~8년 동안 5-FU, 싸이톡

산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김진환은 진병호의 주선으로 1969년 일본 암연구소에서 김동집, 강태웅과 암 화학요법을 공부하고 

돌아오기도 했는데, 서울대학교병원이 신축되면서 성형외과 창설 문제가 대두되자 전공을 바꾸고 미국 

이렇듯 대한암연구회 창립에는 한국 암 연구에 있어서 첫 걸음을 내디딘 윤일선의 오랜 노력과 관심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윤일선 외에도 대한암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진병호, 김석환, 이제

구, 민광식 등 한국 암 연구의 ‘개척자’들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암 연

구에 기여하며 훗날 대한암연구회가 대한암학회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진병호 |

 진병호는 국내 외과학계의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 특히 암 치료와 암 연구의 선구자라 할 만한 행보

를 1957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두드러지게 보여주었다. 1957년 국제외과학회 한국지부가 창설될 때 부

회장으로 피선되었고, 1958년에는 5-FU를 이용한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였다. 미국 데이먼 러니언 기금

(Damon Runyon Fund)으로부터 1959년부터 1963년까지 당시로서는 거금인 2,000~3,000달러 정도의 

연구비를 매년 지급받았다.

1958년 대한암연구회 창설 시 총무에 취임하였고 이 해 학술대회에서 ‘억암물질에 대하여’라는 주제

로 숙제보고를 하여 암 연구자로서 입지를 다졌다. 1961

년에는 미국 암학회에 참석한 뒤 뉴욕의 슬로언케터링 

암연구소를 둘러보고 귀국하였다. 1962년에는 민간인

을 대상으로 암에 대하여 교육하고 기금을 모집하는 역

할을 담당하는 대암협회(對癌協會) 창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196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초

대 소장에 취임하였고 1964년 2월에는 민간 암연구소인 

중앙암연구소와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중앙병원을 

설립하는 데에도 이바지하였다.

1966년에는 대한암협회 학술이사를 맡았고, 도쿄에

서 열린 국제암학회에 참석하고 ‘암성장억제인자의 임상

시험’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를 세계 

학계에 알리는 성과를 올렸다. 그는 간세포 속에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어떤 물질이 있고 이것이 줄어들 때 동물실험 중인 진병호

“암에 바친 평생”(『경향신문』 1971.1.24)

9)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외과학교실, 2012 『현대 외과학의 초석을 다지다, 小草 진병호』 37~40쪽. 10)  『김진환 선생님 인터뷰』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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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진병호가 1972년 1월 지병인 고혈압으로 일찍 세상을 뜨

고 서울의대 외과의 암 연구 전통은 진병호의 제자이자 김진환의 1년 선배인 김진복이 이어받게 되었

다. 김진복은 1974년 암학회 창설과 1983년 이사장제 도입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대한암학

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 김석환 |

김석환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대한암

연구회를 창립한 7인의 발기인에는 포함되

지 않았지만, 진병호의 경성제대 동기이자 

산부인과 분야의 원로로 암 연구와 부인

암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암연구회 활

동을 주도하였다. 경성제대 졸업 후 1930년

대에 성대의원(城大醫院) 산부인과 의사로 활약하던 김석환

은 해방 후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가 되었고, 정년퇴임 후인 

1964년 2월 와룡동에 부인암을 전문으로 하는 중앙암연구소

와 중앙병원을 개원하였다.12)

이제구의 제자로 암연구회 시절부터 재무간사 및 서무·총무간사를 맡았던 함의근은 김석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거기서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이 산부인과 하시는 김석환 교수예요. 그래서 연구회 모임을 주로 김석

환 선생님 병원에서 했어요. 내 기억에는 2층 홀에서 한 40~50명이 모여서 연구회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의과대학을 1958년에 졸업하고 1964년도에 서울대학교 강사로 들어왔으니까 그 무

렵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미 세포병리학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앞서 언급했던 김석환 선생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거든요. 그게 계기가 있었어요. 암연구회 시절에 열심히 도와주던 레오퍼드 코스(Leopold Koss)라

는 미국 교수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나중에 뉴욕대학 교수로 가지만 여기서는 군의관으로 있었어요. 그

런데 이 분이 세계적인 세포 병리학자에요. 그래서 김석환 선생님이 이 분의 영향을 받아서 초창기에 세

진병호는 1926년 경성제대 예과에 입학해서, 1928년 의학부에 진입하였다. 그는 1932년 경성제대 의학부를 3회로 졸업하고 

제2외과학교실의 오가와 시게루(小川蕃) 교수의 영향을 받아 오가와 외과에 부수로 들어갔다. 산부인과의 김석환, 해부학의 나세

진, 약리학의 오진섭, 이비인후과학의 한기택, 미생물학의 허규 등이 진병호의 동기들이다. 진병호는 1937년 ‘교액성 장폐색증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한국인으로서 교수직에 남기 어려웠기 때문에 학위 취득 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진외과의원을 

개업하였다.

이 무렵 진병호의 집안 어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그는 암에 대한 연구를 결심하였다. 어머니인 김조

해 여사도 1940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는 우선 개업으로 유학 비용을 마련한 뒤 독일에서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

었으나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독일 유학의 꿈을 접고 개업에 진력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의 

암 연구는 1945년 8월 소련군 진주 후 38선 이남인 개성으로 월남하면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개성시 운학동에는 1939년 

12월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동기인 오진섭이 소장을 맡고 있었고, 실험실 사정도 오히

려 본교보다 나아 유기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분광기도 갖추고 있었다. 진병호는 여기서 스테로이드가 항암 화학요법제로 유용함

을 문헌상에서 확인하고 능실(菱實) 열매로부터 천연 스테로이드를 추출하는 실험적인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후에는 임시 수도 부산으로 피란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요청을 받아 1951년 7월 강사로 위촉되었고, 같은 해 

10월 교수로 발령 받아 외과학교실 주임교수를 맡았다. 기존에 외과를 이끌던 제1외과의 이재복, 제2외과의 김시창, 제3외과의 

백인제 등이 모두 납북되어 외과를 이끌 적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1952년 1월 서울의대 부속병원 제4대 원장에 취임하였고 

휴전 후인 1955년 9월에는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네소타대학 외과 주임교수인 오웬 반겐스틴(Owen Wangensteen) 

지도로 9개월간 연수를 받았다. 귀국 후에는 외과학교실 교육과정을 미국식으로 구성하여 외과해부 집담회, 종양클리닉, 외과병

리 집담회, 논문 초독회, 방사선 집담회, 증례회의 등으로 세분하였다. 이 중 종양클리닉은 종양학에 관심이 많았던 진병호가 역점

을 두었던 교육으로 특이한 암환자에 대한 증례 보고를 듣고 집중적으로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11)

진병호와 암 연구

진병호(앞줄 맨 오른쪽)와 1932년 경성제대 졸업 한국인 동기생들 일본 암학회. 가운데가 진병호, 오른쪽으로 나건영, 신면우

김석환, 암연구소 개원 (『동아일보』 1964.3.5)

김석환 

(1909~1985)

11)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외과학교실, 2012 『현대 외과학의 초석을 다지다, 小草 진병호』 20~37쪽.

12) 『경향신문』 1963.2.27; 『동아일보』 1964.3.5.

13) 『함의근 선생님 인터뷰』 20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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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병리 공부를 했지요. (중략) 돌아오셔서 서울대

학교 산부인과 안에 세포 병리, 그러니까 자궁 도

말 표본 있죠? 그걸 아마 김석환 선생님이 처음 했

을 거예요.”13)

진병호의 제자였던 김진환도 김석환의 연구비 

지원을 언급하였고, 김석환의 정년퇴임 이후 서울

의대 산부인과 스텝이 된 이효표도 김석환이 초창

기부터 자궁경부암에 관심을 가지고 1970년대에 

세포진 검사에 열심이었음을 회고하였다.

“김석환 선생님은 중앙암연구소를 만들고 암연구회 

연구 자금도 조금씩 보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상에

서 주로 암 연구하고 관련된 리서치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 김석환 선생님이에요. 여기 서울의대 외과에서 만

든 진병호 선생님 기념집에도 김석환 선생님이 지금 돈

으로 3,000만원을 기부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4)

“김석환 선생님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특히 Pap Smear,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검사법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Pap Smear를 위해서 이동차량이 들어왔는데 그 이동차량에 세포진 검사 시설을 싣고 지방을 돌아다니

는 방식이었지요. 제가 레지던트를 할 때에도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 버스 옆에 ‘자궁경부암 세포진 검

사’ 라고 써붙이고 무의촌 진료를 하듯이 다녔습니다. 그게 1970년대 중후반경의 일입니다.” 15)

이러한 회고들을 통해 김석환이 대한암연구회의 연구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고, 중앙병원과 중

앙암연구소 활동을 통하여 부인암 연구와 진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석환은 

1966년 발족한 대한암협회에서 1982년 회장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초대, 2대 회장을 맡으며 대국민 홍보 

활동에도 크게 기여하였다.16)

“창립 10돌 맞는 대한암협회 김석환 회장”(『경향신문』 1976.4.10)

14) 『김진환 선생님 인터뷰』 2013.12.11.

15) 『이효표 선생님 인터뷰』 2013.12.6.

16) 『동아일보』 1966.4.12; 『경향신문』 1976.4.10.

17) 서울대학교 한국의학인물사 편찬위원회, 2008 『한국의학인물사』 태학사, 181~189쪽.

18) 『대학신문』 19957.6.24.

| 이제구 |

이제구는 1931년 경성제대 의학부에 입학하여 졸업 직후인 1937년 4월 경성제대 의학부 병리학교실 

제2강좌, 고스기(小杉虎一) 교수의 부수로 입국했다. 그는 약관 29세에 1940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병리학 교수가 되었고, 해방 후인 1945년 10월 경성대학 의학부 병리학 교수로 취임하였다. 병리학교실

에는 2개 강좌가 있었는데 윤일선이 제1강좌 교수, 이제구가 제2강좌 교수였다.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가 발족하자 2개 강좌가 하나로 통합되었는데, 윤일선이 대학원장이 되면서 이제구는 통합된 병리학교

실의 주임교수가 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부산 전시연합대학 교무처장, 서울의대 학장 서리를 맡았고 

정전협정 체결 후 서울의대 학장에 임명되어 3~4대, 7~8대 학장을 지내며 역대 최장수 학장으로 기록되

었다.17)

  이제구의 학문적 관심 분야는 실험병리학으로 많은 시간을 학교 일에 할애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윤일선과 마찬가지로 대한암연구회 발족 전인 

1957년 『대학신문』에 암의 치료 원리에 대한 특

집 기사를 싣는 등 이른 시기부터 암에 대한 깊

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1966년에는 진병호, 김석

환 등과 도쿄 국제암학회에 참석하였으며 1974년 

암연구회가 암학회로 변화, 발전하는 데에도 크

게 공헌하였다.18)이제구, 암의 치료 - 특히 그 원리에 대해서 - (『대학신문』 1957.6.24)

도쿄 국제암학회 (1966.10.23~29), 맨 아랫줄 오른쪽 첫째가 진병호, 둘째가 이제구, 

넷째가 김석환.

도쿄 국제암학회 풍경(1966.1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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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광식 |

민광식은 자타가 공인하는 암수술의 대가로 위암과 대장암 수술 분야에서 독

보적인 존재였다. 그는 1950~1970년대 한국 지도층 인사들의 암수술을 도맡다시

피 할 정도로 그 명성이 높았다. 그는 1936년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하고 김명선 박

사가 병원장으로 있는 평양기독병원에서 수련하였다. 당시 평양기독병원은 지방 

병원 중에서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외과에는 장기려 박사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5년간 평양기독병원 외과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

을 마친 민광식은 미국 선교부의 지원으로 일본 

유학을 떠났고 경성제대 의학부 외과를 담당하였

던 기리하라 교수가 있는 나고야대학 의학부에 입

학하였다. 그러나 그는 태평양전쟁 발발로 1년 만

에 귀국하였으며 세브란스병원에서 연구와 임상

을 계속하였다. 해방 이후 4년여의 미국 펜실베이

니아의대 유학을 거치면서 민광식은 미국식 외과

학의 분과체제와 전문분야별 특수클리닉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를 한국 외과학의 현대화에 적

용하였다.19)

1966년 10월 1~3일 대한의학협회종합학술대회가 서울대에서 열렸는데 이 학술대회에서는 암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구가 ‘암 연구의 최근 동향’을, 민광식이 ‘위암에 대하여’, 김석환이 ‘자궁

암에 대하여’, 안치열이 ‘암의 방사선 치료’, 진병호가 ‘암의 화학요법’을 발표하였다. 이는 당시 민광식을 

비롯한 대한암학회 창립 발기인들이 초창기 한국 암 연구와 진료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20)

1958년 11월 20일 대한암연구회 창립총회에서는 전문 10조의 회칙을 제정하였다. 회칙 3조에서는 대

한암연구회의 사무소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내에 둔다고 규정하였고 회칙 6조에서는 연구회

의 임원을 회장, 총무, 재무(학술) 각 1명으로 하고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회장

단은 회장 윤일선, 총무부장 진병호, 학술부장 이제구로 구성하였다. 회원 자격은 암의 연구 및 임상에 

종사하는 대학강사 이상 직급 종사자로 규정하였다.21)

초창기 대한암연구회의 회원은 7명뿐이었지만 연구 활동은 상당히 활발하였다. 회장단이 주축이 되

어 매년 연구 발표회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진병호와 이제구는 미국 Damon Runyon Fund에 암 

연구비를 신청하여 이듬해 각각 3,000달러와 2,000달러를 연구비로 지급받아 ‘암 성장 억제 조직인자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22)

1961년에는 구국회(1919년생, 수도의대 대학원장), 윤덕선(1921년생, 당시 가톨릭의대 외과학 교수, 의

학부 부학장 겸 부속 성모병원 부원장, 1962년부터 가톨릭 중앙의료원 초대 의무원장)이 회원으로 추천 

가입하였고, 1966년에는 민병철, 김영진, 김진복 등 3명이 추천, 입회 허가되었다. 또한 진병호의 제자인 

김진복, 이제구의 제자인 함의근을 각각 서무·총무 및 재무 간사에 임명하였다.

한편 대한암연구회는 1966년부터 영문 본문과 국문 초록을 게재하는 『대한암연구회 학술지(The 

Journal of Korean Cancer Research Association)』를 연 2회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연구회의 평의원이 

잡지의 편집위원이 되었고 편집책임은 당시 서울대학교 외과 강사로 있던 김진복, 김진환이 맡았다.

『대한암연구회 학술지』는 1966년에는 8월과 12월에, 다음 해부터는 6월과 12월에 발행되었는데

『대한암연구회 학술지』 창간호 『대한암연구회 학술지』 창간호 목차

민광식과 세브란스병원 외과학교실원(1960)

민광식

19) 『세브란스병원 웹진』 2012년 8월호

20) 『동아일보』 1966.10.01.

21) 대한암연구회, 1958 『대한암연구회 회칙』

22) 김진복, 2004 『인봉 김진복 산문집』 송죽문화사,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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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 No.1에 해당하는 1966년 8월호 첫머리에 아래와 같이 영문으로 된 윤일선의 1966년 6월 16일자 

‘서문’이 실려 있다. ‘암 연구에 대한 우리 자신만의 잡지를 갖고자 하는 포부’를 드러낸 이 서문은 ‘이 

잡지에서 우리 연구자들이 새로운 생각과 지식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잡지 발행의 취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한편 1966년 5월 21일에는 대한암연구회 제1회 학술강연회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개최되었다. 연제

는 ①이식암의 개념(김창근 40분)과 ②핵산과 암(이기녕 40분)이었다. 학술강연회가 열린 후 회원가입 

추천이 많아져 당시 각 대학 및 원자력병원 암 연구 종사자들이 대거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1966년 대

한암연구회의 회원 수는 32명으로 증가하였다. 이후에도 회원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매년 개최된 

학술대회에는 꾸준히 50~100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23)

  1972년 총무부장 진병호 교수가 타계하면서 1966년부터 서무·총무간사를 맡고 있던 서울의대 외

과 조교수 김진복이 학술부장을 맡았고 학술부장으로 있던 이제구가 총무부장을 맡게 되었다. 재무간

사로 있던 함의근은 서무·총무간사가 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3) 김진복, 2004 『인봉 김진복 산문집』 송죽문화사, 54~55쪽.

24) 김진복, 2004 『인봉 김진복 산문집』 송죽문화사, 56쪽.

25) 김진복, 2004 『인봉 김진복 산문집』 송죽문화사, 55쪽.

『대한암연구회 학술지』 창간호 서문

임 기 회 장 총무부장 재무·학술부장 서무·총무간사 재무간사

1958~1965 윤일선 진병호 이제구 김노경 민헌기

1966~1971 윤일선 진병호 진병호 김진복 함의근

1972~1973 윤일선 이제구 김진복 함의근

대한암연구회 역대 임원 명단(1958~1973)24)

이즈음 암이 의학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면서 학회로 확장,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암연구회를 대한암학회로 발족할 것을 결의하고 1973년 6월 

대한암학회로 개편,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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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암학회 창립과 

학회의 초기 성장2

1974~1983
 1)  『매일경제』 1973.6.20.

2) 『대한암학회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974.3.2); 『대한암학회 회칙』 (1974.3.2)

대한암학회는 1974년 3월 2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1973년 6월 15일 윤일선, 이제구, 김석환 등 대한

암연구회를 이끌던 인물들이 이미 대한암학회로의 개편을 결의하고 회장으로 윤일선을 선출하였지만,1) 

정식 창립총회를 연 것은 1974년 3월 2일 오후 4시 30분, 서울대학교 병리학교실이었기 때문이다. 창립

총회, 즉 대한암학회 발기인 총회에는 윤일선, 이제구, 김석환, 민광식, 이상국, 함의근, 김진복, 이유복, 백

승룡 등 9명이 참석하였으며 (1) 대한암학회 회칙 통과 (2) 임원 선출 (3) 평의원 이렇게 세 가지 안건이 

토의되었다. 여기서 결의한 회칙에서는 학회의 명칭을 대한암학회라고 정하고 그 목적을 “암의 학술적 

연구와 국내 및 국제적인 지식 교류를 통하여 인류의 복지 향상을 도모함”이라고 밝혔다.2)

이날의 회의록 사본과 회칙, 임원 명단 등은 학회가입 인준을 위해 『대한암학회 학회가입인준 신청

서』에 포함되어 대한암학회 회장 윤일선의 명의로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 협의회에 제출되었다. 여기에

는 학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는 암 질환이 현

재 고도로 발달된 의학기술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 불치의 병으로 남아 있고 특히 암의 기초연구

가 외국에 비해 수십 년이나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을 통감한 임상 및 기초 의

학자들이 모여 상호 학술적 교류를 통해 암 질환

의 퇴치로 의학계의 발전을 위해 학회를 설립하

게 되었습니다. 

  아직 연륜은 짧으나마 1974년 3월 2일 대한

암학회가 설립되어 학술대회, 국내 및 국외 학자 대한암학회 창립총회 회의록(19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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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별강연에서 많은 학술활동을 하였고, 한국 의학 발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 학회는 더 많은 국제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대한의학협회 분과학

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를 원합니다.”3)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첨부된 임원 명단으로 미루어 보아 1980~1981년경으로 

보이는데, 이미 이 시기에 ‘임상 및 기초 의학자들의 상호 학술 교류’와 ‘국제적 교류’의 발전을 목표로 했

다는 점에서 일찍이 대한암학회의 미래상을 정확하게 전망하고 지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암연구회에서 암학회로의 전환은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함의근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으로 있던 이제구는 제자인 함의근의 차이나 메디컬보드(China 

Medical Board, CMB) 유학을 연기시키고 미국 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 펠로우십을 다녀올 

것을 권하였다. 당시 상황에 대한 함의근의 회고를 살펴보자.

“1968년 무렵 연구회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구 선생님이 나에게 미국 암

학회(American cancer society)에서 하는 펠로우십이 있는데 그걸 가라고 하시

더군요. 거기서 학회 운영이라든지 연구 활동이라든지를 보고 오라고 그러세

요. (중략) 미 암학회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일대에서 한 열댓 명을 펠

로우로 데리고 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나 말고도 세 사람이 더 갔는데 우석의

대의 최일훈 교수, 경북의대의 이태호 교수, 그리고 고려병원의 유두열 선생이라

고 나보다 2년 선배로 그렇게 넷이 같이 갔어요. 한 6개월 미국에 있으면서 연구

기관을 다 돌고 미 암학회 운영 방식, 학회 진행 이런 것들을 전부 봤어요. 하와이에서부터 연구기관 다 

돌았죠. 엠디 앤더슨 암병원도 봤고 폭스 체이스 암센터(Fox Chase Cancer Center), 코넬대학 메디컬센

터에서 하고 있는 뉴욕 메모리얼센터에도 갔습니다. (중략) 그런 식으로 한 6개월 동안 돌아다니고 펠로

우 수료증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암학회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윤일선, 이제구 선생님께 다 보

고를 했어요.” 4)

대한암연구회 발족부터 회장을 맡아왔던 윤일선과 한국전쟁기(3~4대), 1964년 9월부터 1968년 9월까

지 학장(7~8대)을 연임하면서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였던 이제구가 제자

인 함의근을 통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 암학회의 운영 방식과 연구기관들

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는 대한암연구회의 학회로의 개편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평의원 제도, 학회 회칙, 학술대회 방식 등이 

참고대상이었을 것이다.  

한편 대한암학회 임원으로는 회장에 윤일선, 부회장에 이제구가 투표로 선출

되었고 회장의 임명에 의해 총무부장에 함의근, 학술부장에 김진복이 임명되었

다. 평의원 역시 회장에 의해 임명되었는데 윤일선, 이제구, 김석환, 민광식, 이상국, 함의근, 김진복, 이유

복, 백승룡 등 9명이었다. 그리고 얼마 뒤인 1974년 5월 4일 제1회 대한암학회 학술대회를 기준으로 김석

환, 민광식이 부회장에 추가되었고 평의원도 40명으로 증가하였다.5) 

3)  『대한암학회 학회가입인준 신청서』 (날짜 미상, 1980~81년경으로 추정)

4) 『함의근 선생님 인터뷰』 2013.9.25.

5) 『매일경제』 1969.5.2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198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사』

1974년 대한암학회 제1회 학술대회 당시 학회의 평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때는 학회 평의원에 회장, 부회장 등의 간부진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암학회 임원 명단(1974)

윤일선(병리학), 이제구(병리학), 김석환(산부인과), 민

광식(외과), 이기녕(생화학), 이승훈(미생물학), 김홍기(이비

인후과), 박길수(외과), 이문호(내과), 나건영(산부인과), 이상

국(병리학), 최흥재(내과), 김동식(병리학), 홍순각(안과), 황

규철(외과), 이수종(산부인과), 곽현모(산부인과), 이유복(병

리학), 최병숙(방사선과), 이장규(내과), 백승룡(병리학), 고광

도(내과), 윤택구(병리학), 강신명(산부인과), 김진용(치료방

사선과), 김영제, 김예회(내과), 노경병(산부인과), 안부호, 안

치열(방사선과), 허경발(외과), 유흥진(산부인과), 정극수, 정

창수(병리학), 황태식(산부인과), 함의근(병리학), 박찬무(산

부인과), 김창근(외과), 이주걸(신경외과), 김진복(외과)

1974년 제1회 학술대회 당시 대한암학회 평의원 명단

대한암학회 임원 명단 (1974)

김진복

함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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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한암학회 임원진의 기본 틀은 1979년 민광식이 별세함으로써 부회장에 황태식이 선임된 것

을 제외하면 1983년 학회에 상임이사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대체로 유지되었다. 황태식은 1960년부터 

1965년까지 연세의대 산부인과 제5대 주임교수를 지냈고 1968년 11월 삼성의 후원으로 개원한 고려병

원의 산부인과 과장, 마산 고려병원장, 서울 고려병원장을 지냈다.7) 이 시기 대한암학회의 임원진을 표

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임 기 회 장 부회장 총무부장 학술부장 총무간사 재무간사 학술간사 편집간사

1974~1978 윤일선
이제구, 김석환

민광식
함의근 김진복 김용일 이대일 최국진 윤택구

1979 윤일선
이제구, 김석환

민광식
함의근 김진복 이대일 이현순 이건욱 윤택구

1980~1981 윤일선 이제구, 김석환 함의근 김진복 안긍환 이현순 이건욱 윤택구

1982 윤일선
이제구, 김석환

황태식
함의근 김진복 안긍환 이현순 김상준 윤택구

대한암학회 역대 임원 명단(1974~1982)8)

대한암학회 제1회 학술대회는 1974년 5월 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A강의실에서 대한암협

회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제1회 학술대회에서는 일반 연제 19개가 발표되었고 암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었다. 심포지엄 사회는 부회장 김석환이 맡았고 총 6개 주제가 발표되었는데, ① 암

의 조기진단과 X선(가톨릭의대 방사선과 박용휘) ② 암의 조기진단과 내시경(서울의대 내과 오인혁) ③  

암의 방사선요법(연세의대 방사선과 최병숙) ④ 암의 화학요법(가톨릭의대 내과 김예회) ⑤ 암의 면역요

법(서울의대 외과 김진복) ⑥ 실험적 화학요법(한국원자력연구소 윤택구) 등이었다.

학술대회는 이후 매년 개최되었고 암학술집담회가 연 4회 각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순회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후 1983년까지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동아일보』 1963.12.9.

7) 『매일경제』 1969.5.2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198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사』

8) 김진복, 2004 『인봉 김진복 산문집』 송죽문화사, 56쪽; 『대한암학회 제1회 학술대회 연제집』 (1974.5.4)

대한암학회 제1회 학술대회 연제집(1974)

황태식은 1960년부터 1965년까지 연

세의대 산부인과 제5대 주임교수를 지내면

서 조교수 노경병, 이동희 등과 함께 1962

년 4월 1일 우리나라 최초로 연세의대 세브

란스병원 산부인과 외래 진찰실에 암 조기 

진단 센터(Cancer Detection Center, 

CDC)를 개설하였다. 이를 통해 암 진료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기초를 확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1963년 12월에는 세브란스 자궁암 조기진단 센터의 자매기관으로 

제일병원 ‘서울부인암센터’가 문을 열었다.(원장 이동희) 6)

황태식과 우리나라 최초의 자궁암 조기진단 센터

황태식

세브란스 자궁암 조기진단 센터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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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수 일 시 장 소 연제수

1 1974.5.4 서울대학교병원 19

2 1975.6.28 서울대학교병원 9

3 1976.6.26 서울대학교병원 20

4 1977.5.28 서울대학교병원 33

5 1978.5.31 서울대학교병원 33

6 1979.9.22 서울대학교병원 31

7 1980.10.4 서울대학교병원 31

8 1981.9.21 서울대학교병원 32

9 1982.5.29 서울대학교병원 29

10 1983.6.3 서울대학교병원 32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현황(1974~1983)

학술대회가 거듭되면서 1980년대 들어 학술대회의 국제화에 대한 시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2

년 2월 27일 간부회의에서 학술부장 김진복의 제안에 따라 외국인 학자들을 초청하기 위해 학술대회 

날짜를 앞당겨 5월 29일에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고 1982년 6월 19일 평의원회에서는 1985년을 목표로 

아시아 지역 암학회를 한국에서 주최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이때 평의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총 19명으로 윤일선, 이제구, 김석환, 김동식, 이문호, 이상국, 김창근, 함의근, 김진복, 김상인, 박찬일, 윤

택구, 김동집, 유흥진, 김용규, 김진용, 김찬수, 김종근, 허경발 등이었으며 윤일선 회장의 발의로 이문호, 

윤택구, 김진복, 김병수가 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실제로 암학회 최초의 국제학회 개최는 1987년에 

성사되었지만, 이 시기부터의 시도가 1980년대 후반에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9) 

이 시기 학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부장, 학술부장 및 간사가 참석하는 간부회의와 임원과 평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평의원회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평의원회에는 보통 전체 평의원 40명 중 절반에 해

당하는 20명 내외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간부회의 장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의 이제

구 교수실이었고 평의원회 장소는 서울대학병원 식당, 강당 등이었기 때문에 지방에 소재한 평의원은 

평의원회에 참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시기 학회의 운영이 여전히 서울의대, 특히 병리

학교실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10) 

9) 『대한암학회 간부회의 회의록』 1982.2.27; 『대한암학회 평의원회 회의록』 1982.6.19.

10)  『대한암학회 간부회의 회의록』 1979.7.19; 1980.8.7; 1982.2.27; 1983:1.14; 1983.4.7; 1983.5.30, 『대한암학회 평의원회 회의록』 

1982.6.19; 1983.2.18; 1983.6.3.

제9회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1982.5.29)

  김진복(외과), 나건영(산부인과), 김상인(병리학), 김종선(이비인후

과), 김노경(내과), 이상국(병리학), 박찬일(방사선과), 이문호(내과), 

장우현(미생물학), 한만청(방사선과), 홍창의(소아과), 함의근(병리

학), 윤일선(병리학), 윤택구(병리학), 이장규(내과), 김용규(외과), 

김진용(방사선과), 김동식(병리학), 김병수(소아과), 곽현모(산부인

과), 이유복(병리학), 최흥재(내과), 황규철(외과), 김예회(내과), 김

찬수(미생물학), 임수덕(피부과), 이제구(병리학), 김승조(산부인과), 

김동집(내과), 허경발(외과), 백승룡(병리학), 김석환(산부인과), 김

창근(외과), 김경석(내과), 노경병(산부인과), 박길수(외과), 박찬무

(산부인과), 유흥진(산부인과), 황일우(외과), 황태식(산부인과).

1980년대 초 대한암학회 평의원 명단

대한암학회 임원 명단(198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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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971년 미국 내과전문의, 종양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에서 암

전문의의 정식 수련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1971년 귀국하여 가톨릭의대 내과 조교수로 부임하였고 

1980년 백병원 내과 과장으로 옮겨 1983년 10월 국내 네 번째로 개설된 암센터인 백병원암센터 소장이 

되었다.12)

김병수(연세의대, 소아과학)는 1965년 ECFMG 시험을 통해 미국에 건너가 하버드의대 부속 암센터의 

시드니 파버(Sidney Farber) 교수 밑에서 종양학을 연구·수련하였다. 이후 하버드의대에서 전임교원으

로 재직하던 그는 1974년 연세암센터 부소장으로 초빙을 받아 귀국하였다.13)

김동집(가톨릭의대, 혈액종양학)은 1970년에 해외기술협력사업단(OTCA)이 주최하는 ‘해외의사 조기

  평의원의 구성을 보아도 비슷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1980~1981년경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 협의

회에 제출된『대한암학회 학회가입인준 신청서』에 나타난 평의원 명단을 보면 1980년대 초에도 평의원

회가 여전히 병리학과, 산부인과, 외과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11) 

1974년 학회로 개편한 대한암학회는 1983년 2월까지 윤일선 회장 체제가 유지되었고, 40명으로 구성

된 평의원회 제도 역시 유지되었다. 이와 함께 대한암연구회 시절부터 내려온 병리학-외과-산부인과 중

심의 운영 틀도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종양학 분야가 확대·발전하면서 미국, 

일본 등지에서의 유학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암 연구를 경험하고 돌아온 의사들이 증가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혈액종양내과학, 방사선종양학 등의 분야가 대표적인데 이러한 경향은 다음 

시기 대한암학회 운영 방식과 인적 구성에도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김예회(가톨릭의대, 종양내과학)는 1963년부터 미국 뉴욕주립대 암연구소에서 암화학요법을 전공하

11) 『대한암학회 학회가입인준 신청서』 (날짜 미상, 1980~1981년경으로 추정)

12) 『경향신문』 1976.8.5, 1983.10.21; 『매일경제』 2009.11.16

13) 『데일리메디』 2002.2.8, 2013.2.25; 『김병수 선생님 인터뷰』 2013.12.26.

김예회, “위암치료에 획기적 요법, 새 항암제 복합화학요법 개가” (『경향신문』 

1981.11.14)
김병수와 시드니 파버

김동집, 골수이식 백혈병 환자 47일 만에 건강 찾고 퇴원(『동아일보』 1983.5.13)

  1947년 미국 보스턴의 소아과 의사였던 시드니 파버(Sidney Farber) 박사가 아미노테

린(aminopterin)이란 물질을 소아백혈병 환자에게 투여하여 단기간이지만 최초로 치료 효

과를 관찰함으로써 인류는 비로소 암 치료에 도전하는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에 시드니 파

버는 ‘근대 종양학의 창시자’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시드니 파버(Sidney Farber)

시드니 파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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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진단 강습회’에 참여하여 일본의 준덴도 병원, 일본 암연구재

단 부속병원, 일본 국립암센터 등에서 암의 조기진단 및 항암화학

요법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1974년에는 뉴욕 메모리얼 슬로언 케

터링 암센터에서 암 및 골수이식의 면역생물학 분야를 연구하고 

1976년 귀국하였다.14)

김노경(서울의대, 종양내과학)은 1972년 서울의대 내과 전임강

사로 발령받은 뒤 1975년부터 2년간 미국 미네소타대학병원의 

B.J. 케네디(Byrl James Kennedy) 교수 지도로 펠로우로서 종양

학을 연수하고 1977년 귀국하였다. B.J. 케네디는 미국 종양내과

학의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 ‘종양내과학

의 아버지’로 기록되기도 했다. 김노경은 

귀국 후 1978년 서울의대 내과 분과 과정

에서 혈액종양내과를 창설하고 초대 분

과장이 되었다.15)

박찬일(서울의대, 방사선종양학)은 

1978년 서울의대 방사선과 전임강사로 

발령받고 곧바로 미네소타대학에서 방사

선종양학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다. 그는 

귀국 후인 1979년 방사선과학교실이 진

단방사선과와 치료방사선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치료방사선과를 담당하였고 

1984년 치료방사선과가 정식 독립하면서 

초대 주임교수가 되었다.16)

이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종양학 전공

자들이 해외 유학, 연수 과정을 마치고 

김노경, 암의 ‘조기경보’ 스스로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984.6.23)

박찬일, 

페암 방사선 치료 효과 커

(『매일경제』 1984.11.7)

14) 『김동집 선생님 인터뷰』 2013.8.19.

15) Emil Frei III, 「BJ Kennedy, M.D.」, 『The Oncologist』 (August, 2003); 『김노경 선생님 인터뷰』 2011.12.6.

16) 『매일경제』 1985.3.7; 『박찬일 선생님 인터뷰』 2013.8.9.

국내로 복귀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암 연구 및 진료에 항암화학요법이 강조되는 등 새로운 

분위기가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암학회는 1983년부터 제도적 변화를 통해 다양

한 전공자를 받아들여 학회 운영에 참여시키고자 노력함으로써 학회의 저변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학

회 발전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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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진복, 2004 『인봉 김진복 산문집』 송죽문화사, 55쪽.

2)  『대한암학회 평의원회 회의록』 1983.2.18; 서울대학교 한국의학인물사 편찬위원회, 5)  2008 『한국의학인물사』 태학사, 171~180쪽.

3)  『대한암학회 간부회의 회의록』 1983.4.7, 1983.5.30.

4)  『대한암학회 평의원회 회의록』 1983.6.3.

5)  『대한암학회 1983년도 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83.6.7.

이사장제·상임이사제의 도입과 

국제 교류의 모색3

1983~1990

1983년은 대한암학회 역사에서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해이다. 평의원회를 이사회로 개편하고 이사

장 제도를 도입하여 이사장을 중심으로 7개 상임이사(분과위원회)를 두어 학회 운영을 체계화하였기 

때문이다.1) 이는 단순히 제도적 개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암 연구자들을 학회 운

영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학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회의 저변 확대를 시도했음을 의미하였다.

1983년 2월 18일 열린 대한암학회 평의원회에서 윤일선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힘으로써 학회 구조 개

편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기 시작하였다. 윤일선은 1958년 암연구회 시절부터 1974년 학회 개편 이후

에도 10년간 회장을 맡으면서 의학계의 큰 어른으로서 학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87

세의 고령으로 은퇴를 결심하면서 부회장이었던 이제구가 회장직을 대신 수행하게 되었다.2)

4월 7일 회의에는 이제구, 윤택구, 함의근, 안긍환, 김상준, 김진복이 참석하였는데 윤일선을 명예회장

으로 추대하고 총회에 회칙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회원 자격을 재검토하여 의사 이외

에 암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학회 가입을 추진할 것과, 평의원을 이사로 바꾸어 이사회제도로 개편

하며 상임이사회를 둘 것을 논의하였다.3)

논의 결과에 따라 6월 3일에 열린 대한암학회의 마지막 평의원회에서는 학회정관 개정이 수정 통과되

었다. 이 평의원회에는 이제구, 황태식, 김상인, 김노경, 김예회, 김진용, 김용구, 윤택구, 이유복, 박기복, 

함의근, 김병수, 김동식, 이상국, 이문호, 한만청, 홍창의, 김승조, 임수덕, 허경발, 박길수, 김창근, 강태웅 

등 23명이 평의원으로서 참석하였다. 여기서 전형위원으로 이제구, 이문호, 김진복, 함의근, 김병수, 김동

식, 황태식이 선발되었고 윤일선, 황태식, 김석환이 자문위원에 위촉되었다.4)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한암학회 1차 상임이사회가 1983년 6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 13층 귀빈실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는 김진복, 김동집, 김병수, 김예회, 박창윤, 함의근, 박재갑이었고 여기서 10가지 토의

사항이 논의되었다. 토의사항은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56명의 이사를 추천할 것, 1년에 4번 학술 집담회

를 개최할 것, 암학회 회원수를 500인 정도까지 늘릴 것, 암학회가 암협회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하며 암

협회의 학술관계는 암학회가 흡수하도록 할 것 등이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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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향신문』 1983.6.10.

7)  김진복, 2004 『인봉 김진복 산문집』 송죽문화사, 56~57쪽.; 『대한암학회 1993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1993.6.11. 8) 정현주, 2011 「암연구 발전에 기여한 김동식」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 제3집』 한국의학원, 43~45쪽; 『매일경제』 1987.5.11.

6월 10일 대한암학회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제가 

채택되었고 김진복 교수를 초대이사장에 선임하는 

등 정식으로 집행진의 편제가 개편되었다. 기존에 

논의된 대로 자문위원제를 신설하여 윤일선, 김석

환, 황태식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하였고 회장에 이

제구, 부회장에 김동식, 이문호를 선임하였다. 상임

이사는 이사장 김진복을 포함하여 총 8인이 선출

되었는데 이사장을 제외한 7명의 상임이사가 각각

의 분과위원장을 맡는 체계였다. 김병수가 학술위

원회를, 김예회가 의료보험위원회를, 함의근이 기

획위원회를, 김노경이 편집위원회를, 이유복이 섭

외위원회를, 김동집이 심사위원회를, 박창윤이 재

정위원회를 맡았다. 감사에는 김정진, 윤택구가, 총

무에는 박재갑이 선출되었다. 1983년 6월 정식 개

편한 대한암학회의 임원진 구조는 현재까지 이어

지고 있으며, 이를 1990년까지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6)

임기 회장 부회장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총무

1983~1984 이제구 김동식, 이문호 김진복
김진복, 김병수, 김예회, 함의근, 

김노경, 이유복, 김동집, 박창윤
김정진, 윤택구 박재갑

1985~1986 이제구 김동식, 이문호 김진복
김진복, 김병수, 김예회, 함의근, 

김노경, 이유복, 김동집, 박창윤
김정진, 윤택구 박재갑

1987~1988 이문호 김동식 김진복
김진복, 김병수, 김예회, 함의근, 

김노경, 이유복, 김동집, 박창윤
김정진, 윤택구 박재갑

1989~1990 김진복  함의근, 김동집 김병수

김병수, 민진식, 김예회, 박재갑, 

김승조, 김세민, 김노경, 

이경식(가톨릭), 윤택구

임수덕

이경식(연세)
노재경

대한암학회 역대 임원 명단(1983~1990)7)

앞에서 밝혔듯이 이사장 중심의 상임이사제로의 개편은 단순한 운영구조의 개편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암 연구자들이 학회 운영에 개입하고 이를 통해 학회의 저변이 확대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83년 운영진 및 초대 상임이사진을 살펴보면 부회장에 김동식(연세의대 병리학과), 이문호(서울의대 

내과)가 추가되었고 기존 운영진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복(서울의대 외과), 함의근(서울의대 병리학) 외

에 김동집(가톨릭의대 내과), 김예회(백병원 내과), 김노경(서울의대 내과), 김병수(연세의대 소아과), 이

유복(연세의대 병리학), 박창윤(연세의대 방사선과)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한암연구회 시절

부터 1974년 대한암학회 개편 이후까지 병리학과-외과-산부인과 중심이던 학회 운영진에 ‘내과의 약진’

이라는 큰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이는 암 연구와 진료의 발전 과정에서 종양내과학의 비중이 그

만큼 커졌음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했다.

김동식은 1918년생으로 서울 보성고보를 졸업한 후 1942년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하고 병리학교실 

조수로 일하였다. 당시 교수로 있던 윤일선을 도와 토끼의 위에 암을 만드는 실험을 성공시켰고 이는 

1943년 일본 병리학회에서 발표되었다. 1949년부터 모교에서 병리학 강의와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57년 미국 유학 후 1960년 모교로 돌아와 임상검사실을 흡수하고 해부병리과와 임상병리과를 갖춘 

본격적 병리학교실 체제를 만들었다. 김동식은 1960년부터 1976년까지 병리학교실 주임교수로 재직하

며 동맥경화증 연구와 한국인 종양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957년 한국인 

종양실태에 관한 논문 제1보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약 20여 년에 걸쳐 국내 악성 및 양성 종양의 시대

적 변천을 제5보까지 시리즈로 발표함으로써 한국인 종양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 1970년 연세의료원 암센터 연구부장

에 임명되었으며 1976년에는 연세암센터 소장 및 원장에 취임하였

다.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대한암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1981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고 2008년 작고하였다.8)

김동식과 연세의대 병리학교실의 암 연구

김동식 회갑기념 출판회에서 윤일선 교수와 함께. 

왼쪽부터 김동식, 윤일선, 최인준, 박찬일(1978)

김동식

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19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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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의 김진복 이사장 체제는 1984년 대한암학회 2차 상임이사회에서 “아·태 암학회의 원활한 수

행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한 번 더 중임하며 상임이사 및 이사장은 아·태 암학회가 끝난 후 

학회(1988년)까지 임기를 연장한다”고 결의함으로써 6년간 유지되었다. 1986년 6월 19일 회장 이제구가 

오랜 투병 끝에 별세함으로써 1987년부터 이문호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이 변화된 점이었다. 1989

년부터는 김진복이 이사장에서 물러나 회장을 맡고 김병수가 이사장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1989년 상

임이사회에서 회장, 부회장 임기를 2년으로, 이사장 및 이사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함으로써 1992년부터

는 김병수의 뒤를 이어 김동집이 이사장에 선임되었다.10)

11)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www.doopedia.co.kr)

12)  김진복, 2004 『인봉 김진복 산문집』 송죽문화사, 57쪽.

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2010 『서울대학교 핵의학 반세기』 도서출판 고려의학, 225~226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

실, 201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사 1885~2012』 130쪽.

10)  『대한암학회 1984년도 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84.5.25; 『대한암학회 1989년도 상임이사회 회의록』 1989.4.17.

이문호는 1922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1946년 3월 경성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1950년 서울

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한 후 서울의대 내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1954년 DAAD 장학생에 선발되어 

독일 유학을 떠났다. W.D. Germer의 조언을 계기로 독일 Freiburg대학의 Heilmeyer 교수에게 지도

를 받았는데, 당시 Heilmeyer 교수는 방사성 추적자 분야 개척으로 노벨상을 받은 Hevesy 교수의 도

움으로 방사성 핵종을 이용한 의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문호는 독일에서 핵의학을 접하고 평생

의 연구 분야로 삼기로 결심했고, 박사 학위를 받고 1957년 가을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 이문호는 한국의학협회의 중요 멤버로 활약했고,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핵의학뿐 아니

라 혈액학, 신장학, 갑상선학 분야의 신학문을 국내에 도입,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IAEA의 지원을 받아 1960년 5월 30

일 국내 최초로 방사성동위원소진료실을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 신설하여 초대 실장을 맡으며 명실상부한 ‘한국 핵의학의 설립자’ 

역할을 하였다. 1970년부터 1975년까지 서울의대 내과 주임교수

를 맡았고 1972년부터 1994년까지 6대에서 14대에 걸쳐 대한의

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1977년부터 1988년까지는 1963년 설

립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4대 소장을 맡았고, 대한암연구재단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1988년 서울의대를 정년퇴

임한 후에는 서울아산병원 초대 원장을 맡아 대형병원 시대의 개막

을 주도하였다. 대한암학회에서는 1983년부터 1986년까지 부회

장, 1987년부터 1988년까지 회장을 역임하였다.9)

김진복은 1933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났다. 1958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뒤 1966년 같은 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같

은 해 서울의대 외과 교수가 되어 1978년부터 1988년까지 주임교수를 역임하였고 1998년 정년퇴임하였다. 퇴임 후에도 서울대

학교 명예교수, 인제대학교 교수, 서울백병원 한국위암센터 원장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대한암학회 이사장·회장, 대한암연

구재단 이사장·회장, 아시아·태평양암학회 사무총장·명예회장, 

국제항암연맹(UICC) 암치료위원장, 국제위암악회 회장, 대한위암

학회 명예회장, 아시아태평양 암임상종양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중점 연구 분야는 외과 종양학, 종양면역학, 위암 치유율 향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면역화학 수술요법 등이다. 특히 위암 수술 분

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40년 동안 위암 환자를 포함해 7만여 명에 

달하는 환자를 수술해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 『미

국암학회』, 『미국외과학회지』 등 15개 국제학술지 편집위원과 세

계 각국의 외과학회 명예회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저서로는 『최신외과학』(1997, 공저), 『암을 알고 이기는 길』

(1999), 『위암』(2005) 등이 있다. 5·16민족상, 콜롬비아 정부 대

십자훈장(1988), 국민훈장 모란장(1996)·무궁화장(2002), 대한

민국학술원상(1998), 유한의학상(2002), 함춘의학상(2003) 등을 

받았다.11)

‘한국 핵의학의 설립자’ 이문호와 암 연구  ‘위암 수술의 세계적 권위자’ 김진복

1989년에는 회장단 및 이사장 교체에 따라 상임이사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진복, 함의근, 김동

집이 새로운 회장단을 구성하였고, 이유복과 박창윤이 상임이사직에서 물러났으며 그 자리에 민진식(연

세의대 외과), 박재갑(서울의대 외과), 김승조(가톨릭의대 산부인과), 김세민(고려의대 외과), 이경식(가톨

릭의대 내과), 윤택구(원자력병원 병리학과)가 들어와 이사진이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전에 

비해 외과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산부인과 의사로서 김석환 이후 김승조가 임원진에 추가된 것이 특징이

었다.12)

이 시기에는 학회의 회원수도 급증하였다. 1974년 학회 창립 당시 60명이었던 회원수는 1982년까지 

이문호의 서울대병원 마지막 진료(1988) “위암 술 1만5,000례 도전”(『메디칼 업저버』 2004.1.12)

이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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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명으로 늘어났으나 대학 강사 이상을 회원의 자격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증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1983년 회칙을 개정하면서 회원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회원수 증대에 매진한 것이 주효했다. 

1983년 6월 3일 개정된 대한암학회 회칙에서는 정회원 규정을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

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치고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로, 준회원을 ‘암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치고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정

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로 규정하였다.14)

이러한 대한암학회 회원 규정은 1989년 9월 상임이사회에서 ‘의사 및 암 연구에 종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개정하여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협에서 회칙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다시 한 

번 개정이 결의되었다. 1990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의사 및 암 연구에 종사하

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개정을 의결하였다. 즉 대한암학회 회원 규정 개정 

13) 『매일경제』 1985.7.9. 

14) 『대한암학회 회칙』 1983.6.3.

15) 『대한암학회 1989년도 상임이사회 회의록』 1989.9.25; 『대한암학회 1990년도 이사회 회의록』 1990.6.15.

16) 『대한암학회 1989년도 정기 이사회 회의록』 1989.6.23; 김진복, 2004 『인봉 김진복 산문집』 송죽문화사, 57쪽.

 

윤택구는 1932년생으로 윤일선의 

차남이다. 서울의대 병리학교실에서 

수학한 뒤 수도육군병원 병리시험과 

과장(1959~1964), 방사선의학연구

소 병리학연구실 실장(1964~1973),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병원 암병리

학 연구실 실장(1973~1994) 및 원장

(1980~1989), 대한암예방학회 초대 

및 2대 회장(1996~ 2000)을 지냈다. 대한암학회에서는 윤일

선 회장 시절부터 이문호 회장 시기(~1989)까지 감사를 맡았고 

재무 상임이사, 부회장을 거쳐 1994년 대한암학회 회장에 선임

되었다. 고려인삼 및 홍삼의 암 예방 효능 연구에 평생을 바쳤고 

이를 통하여 국민훈장 동백장(1976), 대한민국 학술원 학술상

(1993)을 받았으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의약학부 종신회원

(1995)이 되었다.13)

윤택구와 고려인삼 연구

윤택구, ‘인삼 암질환에 효험 있다’(『매일경제』 1985.7.9)

윤택구

과정은 강사 이상에서 임상의사 일반으로 임상의사에서 임상의사 및 기초 분야 연구자로 그 범위를 확

대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15)

이에 따라 대한암학회 회원수는 1982년 134명에서 1983년 330명으로 급증하였고 이후에도 꾸준

한 증가세를 보여 1990년에는 681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학회 회원수의 증가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도 회원수 증감 연도 회원수 증감

1974 60 +53 1986 499 +56

1982 134 +74 1987 506 +7

1983 330 +196 1988 523 +17

1984 362 +32 1989 586 +63

1985 443 +81 1990 681 +95

대한암학회 회원 현황(1974~1990)16)

이러한 증가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사장 중심의 상임이사제 도입은 학회의 저변 확대와 규모 증대

를 가져왔다. 동시에 이는 1980년대 들어 뚜렷해진 암에 대한 의학계의 관심 증폭과 암 연구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82년 평위원회에서 결의되었던 ‘아시아 지역 암학회의 

국내 개최’가 적극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학회 차원에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되

었다.

1982년에 결의되었던 것은 1985년 제7회 아·태암학회 학술대회를 유치하자는 것이었고 이문호, 윤택

구, 김진복, 김병수 4인이 유치 준비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김진복과 김병수가 1983년 일

본 센다이시의 제6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였고, 김진복이 아·태암학회 상임이사로 4인 중 1인으로 선출

됨에 따라 적극적 유치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제7회 대회는 인도네시아에 양보하고 1987년 제8회 대회

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어 김진복이 조직위원장에 위임되었다. 사실 1983년 1차 상임이사회에서 이미 “차

기 아시아·태평양암학회 유치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본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제6회 아·태암학회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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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한암학회 평의원회 회의록』 1982.6.19; 『대한암학회 1983년도 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83.6.7; 『대한암학회 1983년도 2차 상임이사

회 회의록』 1983.10.20; 김진복, 2004 『인봉 김진복 산문집』 송죽문화사, 58쪽.

18)  『대한암학회 1984년도 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84.11.30; 『대한암학회 1984년도 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84.12.13.; 『대한암학회 

1985년도 상임이사회 회의록』 1985.3.8; 『대한암학회 1986년도 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86.1.28. 

19) 『학회소식』 1987; 『대한암학회 1988년도 상임이사회 회의록』 1988.4.14; 김진복, 2004 『인봉 김진복 산문집』 송죽문화사, 58~59쪽.

대회 참석 이후 열린 1983년 2차 상임이사회에서 ‘1987년도에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암학회를 개최하

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공식화되었다.17)

1984년 3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아·태암학회 개최 일자를 1987년 9월 15~19일로 의결하였고 4차 상임

이사회에서는 아·태암학회 집행부 구성 토의를 통하여 이제구 회장을 명예 대회장(honorary president)

으로, 이문호 부회장을 대회장으로, 김동식 부회장을 고문으로, 김진복 이사장을 조직위원장으로 추대

하였다. 1985년부터는 상임이사회와 아시아·태평양암학회 준비위원회가 합동회의를 하였고, 1985년 인

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7회 아·태암학회에서는 김진복이 2년 임기로 제8대 아·태암학회 회장

에 선출되었다.18)

이러한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드디어 1987년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회 아시

아·태평양암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의학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29개국 1,232명

(국내 496명, 국외 7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의 격려사로 성대한 개막식을 열었다. 학술적으로 

알찬 내용의 국제학술대회라는 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학술대회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 당시 아시아·태

평양암학회 및 학술대회 임원진과 특별강연의 연자 및 사회자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9)

제12회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1985.5.24) 제12회 대한암학회 학술대회에서 왼쪽부터 김진복, 이제구, 김동식, 

김창근 (1985.5.24)

직책 성명 국적 직책 성명 국적

회장 김진복 한국 상임이사 사르소 인도네시아

총무·재무 히라야마 일본 상임이사 테이 싱가포르

상임이사 저사와라 인도 상임이사 아시카리 파키스탄

직책 성명 직책 성명

명예대회장 이문호 학술위원장 김병수, 김노경

대회장 김진복 사교행사위원장 김승조, 김세민

부회장 윤택구 여성위원장 박창윤, 고일향

사무총장
오승근, 안윤옥

박재갑, 박상철

재정위원장 김예회, 손정삼

간행홍보위원장 함의근, 손광현

재무 김동집 전시위원장 김정진, 박찬임

제8회 아시아·태평양암학회 본부 임원진

제8회 아시아·태평양암학회 학술대회(1987.9.14~19) 조직위원회 임원진

No. 연자 및 좌장 제목

1 Georges Mathe(France), 이문호, 김상인 Clinical Trials of the Treatment Minimal Resideal Tumors

2 Donald L. Morton(USA), 장선택, 백승용 Active Specific Immunotherapy of Malignant Melanoma

3 Kumao Toyoshima(Japan), 이광호, Sarso Oncogenes of the Protein-tyrosine-kinase Superfamily

4 Takeshi Hirayama(Japan), 권이혁, Jussawala Cancer Prevention by Life Styles Modification

5 Untae Kim(USA), 김동식, 이상국 Pathogenesis of Metastazizing Tumors and Their Characteristics 

6 Martin Tatterasall(Australia), 이유복, 김병수 Clinical Aspects of Drug Resistance

7 B.J. Enned(USA), 한용철, Tay The Cure of Testis Cancer

8 Riichard Wilson(USA), 백낙환, 김춘규 The Future of Surgical Oncology

9 Murray Brennan(USA), 김창근, Askari Soft Tissue Sarcoma of the Extremity

10 Walter B. Jones(USA), 황태식, 신면우 Surgical Management of Invasive Cervical Cancer

11 Jae Ho Kim(USA), 안치일, 김정원
Biological Basis and Clinical Experience of Hyperthermia in

Combination with Radiation Therapy

12 Gerald P. Murphy(USA) 김진복, Selhy Recent Advances in Clinical Oncology & Cancer Research

제8회 아시아·태평양암학회 학술대회 특별강연(1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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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차 일시 장소 연제수

11 1984.5.25 대한교육보험 40

12 1985.5.24 롯데호텔 38

13 1986.5.24 서울대학교병원 56

아·태암학회 학술대회 1987.9.14~19 롯데호텔 -

14 1988.6.17 대한교육보험 53

15 1989.6.23 대한교육보험 54

16 1990.6.15 신라호텔 83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현황(1984~1990)

특히 김병수 이사장 시기인 1990년 제16회 학술대회부터 서울의대 내과 출신인 동아제약 강신호 회

장의 후원을 받아 학술대회 개최 장소를 신라호텔로 변경하였고 해외석학들을 초빙하는 등 대한암학회 

20)  『대한암학회 1987년도 제10차 이사회 회의록』 1987.6.12; 『대한암학회 1999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9.6.1; 『대한암학회   

      1999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9.11.24.

21) 『1988년 제8차 아·태 암학회 조직위원회 회의록』 1988.4.14; 『대한암학회 1989년도 상임이사회 회의록』 1989.4.17.

제8차 아·태암학회의 성공적 개최는 대한암연구재단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1988년 4월 14일 제8차 

아시아·태평양암학회 조직위원회의 결산보고에서 2억4,272만3,950원의 이익금 중 2억원으로 대한암학

회 연구재단을 만들 것을 결의하였고 1989년 3월 21일 보사부 허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17일 상임이사

회에서 암연구재단 설립건이 보고되었다. 이사장에 김진복, 이사에 김병수, 김동집, 김예회, 홍두표, 박재

갑, 감사에 함의근, 안윤옥이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매년 암 연구비 지원 및 관련 학회 개최 등 재단 

고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21)

  한편 이 시기 대한암학회 학술대회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연 1회 개최되었다. 늘어난 학회 규모

와 회원수를 반영하여 기존에 주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하던 것에서 대한교육보험 빌딩, 롯데호텔, 

신라호텔 등으로 개최 장소가 다양해졌고 30개 내외에 머물던 연제 수도 80여 개를 넘게 되었다. 이러

제8차 아시아·태평양암학회 기사(1987.9.14)

제8차 아시아·태평양암학회(1987.9.14~19)

대한암학회는 대한암연구회 시절인 1958년부터 태극기와 게를 ‘Korean Cancer Research Association’이라는 영문 학

회명이 둘러싼 형태의 학회 마크를 사용하였다. 이것이 1987년 변경된 ‘Korean Cancer Association’의 영문명을 반영하고 대

한암연구회의 창설 연도인 1958년을 추가하는 형태로 변경되어 1999년까지 사용되었다. 현재의 학회 마크는 1999년 제2차 상

임이사회에서 “2000년을 앞두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학회 마크가 요구”된다는 논의에 따라 총무이사 노성훈이 준비한 시안을 좀 

더 보완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것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20)

대한암학회 학회 마크의 변천

1958~1986년 학회 마크 1987~1999년 학회 마크 2000년~현재 학회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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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의 규모와 수준도 한 단계 발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병수는 다

음과 같이 회고하였다.22)

“재정 문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동아제약그룹 강신호 회

장님을 통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강 회장님은 1950년대 독일 유학을 다녀

오셔서 국제적인 감각으로 종양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셨지요. 자세한 

설명을 드렸더니 대한암학회 활성화를 위해 무조건 지원을 약속해 주셔서 

큰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중략) 강 회장님이 암 연구비 1,500만원

을 대한암학회 학술위원회에 희사하셔서 당시 학술위원장인 김노경 교수 주관으로 각 대학 연구진이 

참여하는 다기관 위암 협력 연구회(multicenter gastric cancer cooperative group)를 국내 최초로 구성

하였습니다. 학술대회도 대학 강당을 벗어나 신라호텔에서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종양학 석학들을 초빙

하고 300명 이상이 대회 참석을 하게 되어 대한암학회 학술대회가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이 시기의 국내 암 연구는 오늘날과 비교하면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아직 초보적인 수준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대한암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증례보고와 종설을 제외한 원저(原著) 수

를 비교해보면 1970년대(1970~1979) 19건에서 1980년대 150건으로 급증하였으나 1990년대(1990~1999)

의 1,062건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부터 한국 의학계와 미국 의학계의 공식 교류·협력이 추진되기 시작하였

고 그 영향으로 항암제의 국내 임상시험도 시작되었다. 1985년 서울의대 암연구소의 이문호, 김노경, 안

윤옥과 가톨릭의대 암 클리닉의 조규상, 김동집, 맹광호를 중심으로 미국국립암연구소(NCI)의 공동 프

로젝트가 추진되었다. 1986년 11월 당시 NCI 소장 사무엘 브로더(Samuel I. Broder)와 대한암학회 부회

장이자 대한의학회 회장이기도 했던 이문호의 양해 각서가 체결되었다. 정부 승인 이후 1988년 2월 양

측의 협정서가 정식 교환되어 대한의학회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로 한·미암연구협력위원회가 창설되었

다. 이를 통해 1990년대 국내 연구자들의 NCI 연수가 활성화되었고 격년제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24)

22)  『대한암학회 1989년도 상임이사회 회의록』 1989.9.25; 『김병수 선생님 인터뷰』 2013.12.26.

23)  대한민국학술원 편, 2004 『한국의 학술연구: 의과학』 대한민국학술원, 288~303쪽.

24)  『김동집 선생님 인터뷰』 2013.8.19.

25)  『방영주 선생님 안터뷰』 2014.2.4.

이러한 한·미 간의 교류 협력은 국내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한 최초의 항암제 국내 임상시험으로 이어

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방영주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25)

“이 사진을 보니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당시 데이빗 최

(David Choi) 선생님이 주선을 해서 김동집, 김노경, 맹광호 선생님이 NCI를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당시에 이 방문을 계기로 서울의대와 가톨릭의대에서 공동으로 카보플

라틴(Carboplatin)이라는 항암제의 국내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1987년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결

과는 좋지 못했지만 최초의 임상시험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톨릭의대에서는 김동집 선

생님을 도와 김훈교 선생님이 실무를 담당하셨고 서울의대에서는 김노경 선생님을 도와 제가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3년 이사장제 및 상임이사제를 도입하여 체계를 개편한 대한암학회는 

학회의 저변 확대와 국제 교류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이러한 대한암학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1990년대 대한암학회의 본격적 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암학회는 1990년대에 이

르러 학회의 규모 및 저변 확대와 연구 역량의 강화를 이룰 수 있었다.

한·미 암 공동연구를 위해 미국국립암연구소(NCI)를 방문한 한국인 의사들. 왼쪽부터 데이빗 최

(David Choi), 맹광호, 사무엘 브로더(Samuel I. Broder) 소장, 김동집, 김노경(1986.3.12)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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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암학회 1989년도 상임이사회 회의록』 1989.9.25; 『대한암학회 1990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1990.6.15; 『대한암학회 1990년도 정기

총회 회의록』 1990.6.15.

2) 『대한암학회 1994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4.3.8.

3)  김진복, 2004 『인봉 김진복 산문집』 송죽문화사, 57쪽; 『대한암학회 1994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4.3.8; 『대한암학회 1995년 정

기이사회 회의록』 1995.6.9;  『대한암학회 1996년 정기이사회 회의록』 1996.6.14. 

학회의 저변 확대와 

연구 역량의 강화4

1990~2000

1990년대 들어 대한암학회는 회칙 제2장 제4호 1항의 ‘정회원의 자격규정에 관한 건’을 개정하였다. 

기존에는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의 의사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치고 이사회에서 승인되

어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의사 및 암 연구에 종사

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개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회원 자격규정의 

개정은 그동안 임상의사만 가능하였던 정회원 자격을 암 연구에 종사하는 기초의학 연구자에게도 부여

하여 학회의 저변을 넓히고 학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치였다. 이는 1990년대 들어 학제 간 공

동 연구 및 프로젝트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였다.1)

1987년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선 학회 회원수는 1990년에 681명, 1993년에는 954명에 이르러 불과 6

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1983년 이래 이사장제·상임이사제 도입과 정회원 자격에 관한 회칙 

개정 등 학회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학회 회원수는 1990년

대 중반 회비장기체납회원 정리 과정을 거치면서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1990년대 후반에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여 1998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고 2000년에는 1165명에 달하였다.2) 

연도 회원수 증감 연도 회원수 증감

1991 747 1996 878 +23

1992 844 +97 1997 994 +116

1993 954 +110 1998 1057 +63

1994 998 +44 1999 1116 +59

1995 855 -143 2000 1165 +49

대한암학회 회원 현황(1991~2000)3)

1990년대 들어 나타난 학회의 저변 확대 노력은 정회원 자격에 대한 회칙 개정뿐 아니라 대한암학회 

학술대회의 확대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1992년 7월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분기별 심포지엄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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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이었다.6)

1997년부터 춘계 학술대회 기간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96년 2차 상임이사회에서 토의사항으로 ‘학회 기능 강화와 발전에 관하여’라는 주제가 다루어졌는데 

“학회활동에 Non M.D.를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뒤이은 3차 상임

이사회에서 1997년도 학술대회(안)가 논의되었는데 이때 학술대회 기간을 “금요일 오후, 토요일 종일”로 

잡아 이틀로 연장할 것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춘계 학술대회 기간의 연장은 정회원 자격규정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기초의학 연구자들에게 연구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회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

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7) 

1990년대 후반 총무로 활동했던 방영주와 노성훈도 춘계 학술대회의 기간 연장에 대해서 비슷한 맥

락에서 회고하였다.8) 

“기초연구자의 학회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임상의를 중심으로 했던 학술대회를 1997년 춘계 학술대회

부터 이틀로 늘리면서 확대했던 일이 암학회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7~1998년 시기부터 대한암학회 학술대회를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게 된 것도 학회에서 임상적인 

것만 다룰 것이 아니라 기초과학 하는 분들과 같이 조인(join)해서 학회를 키우자는 맥락이었습니다. 임

상가들의 치료는 결국 기초의학 하는 분들의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된다.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협조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지요.” 9) 

1990년대에는 학회의 임원진 구성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74년부터 1983년까

지를 ‘윤일선 회장 시대’라고 할 수 있다면, 

1983년부터 1993년까지는 ‘김진복 이사장·회

장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89년부

터 김병수가, 1992년부터 김동집이 이사장을 

맡았지만 오랫동안 이사장을 맡아온 김진복 

회장과 역할이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학회 운영이 장기간 특정 인물에게 집중된 것

은 그만큼 학회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고 공로

4)  『대한암학회 1992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2.7.22; 『대한암학회 1993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3.6.4; 『대한암학회 

1993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1993.6.11.

5) 『대한암학회 1994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1994.6.10.

6) 『대한암학회 1994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4.7.8.

7) 『대한암학회 1996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6.7.15.; 『대한암학회 1996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6.10.1.

8) 『방영주 선생님 인터뷰』 2014.2.4.

9) 『노성훈 선생님 인터뷰』 2013.11.8.

잘 지켜지지 않았고 특강으로 대체될 때가 많았다”는 김노경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추계암학회 심포지

엄 신설 문제가 논의되었다. 당시 김노경은 기획이사를 맡고 있었으나 1989년 6월부터 1992년 6월까지 

학술이사를 맡으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추계 심포지엄 신설 문제는 1993년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1993년 사업계획으로 정식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한암학회 제1회 추계 심포지엄이 1993년 12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강당에서 120명이 참석

한 가운데 ‘Supportive Care in Cancer Patients’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같은 해 춘계 학술대회에 346

명이 참석했던 것에 비하면 규모는 작았지만, 이때부터 학회의 학술대회가 연 2회로 증가한 것은 학회의 

규모 확대와 저변 확대라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다.4) 

한편 1994년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이사회 구성이 주로 일반외과 

및 내과의사로 되어 있어 기타 분야에 종사하는 암에 관심 있는 의사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결여

되었다. 또한 여성 의사 및 지방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회원의 참여도도 낮다. 이와 같은 사항을 주안점

으로 하여 학회 운영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신임 이

사 15명 중 9명을 내과와 외과가 아닌 치료방사선과, 흉부외과, 소아종양, 정형외과, 두경부종양 전공으

로 선임하였는데 이 역시 학회 운영에 다양한 전공을 참여시켜 학회의 저변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노력

대한암학회 제1회 추계심포지엄 연제 및 발표자 5)

방영주(1996.6~1998.6, 총무)노성훈(1998.6~2000.6,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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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컸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학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는 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1992년 5월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임원에 관한 회칙 제3장 제12조 항목을 개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기존의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회장단 및 이사장은 단임으로 한다. 단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한 것으로, 이는 1992년 6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공식화되었다. 회장단의 임기를 1년으로 이사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이사장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강화하고 임원 임기를 단임제로 확정하여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이 학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10)

이와 함께 1992년 5월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김동집이 임기 2년의 새 이사장에 

선출되었고 총회의 인준을 받았다. 기존 이사장이었던 김병수는 임기 1년의 신임 부회장이 되었다. 1993

년에는 부회장직을 수행하던 함의근이 회장직을 맡았고 신임 부회장을 윤택구, 김승조가 맡게 되었다. 

이로써 1992년 회칙 개정에 따른 임원진의 변화 방식이 1993년부터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과

학을 전공한 민진식을 제외하면 김병수를 시작으로 김동집, 김예회, 김노경에 이르기까지 종양내과학

을 전공한 인물들이 이사장직을 수행한 것도 1990년대의 특징이었다. 이러한 1990년대 대한암학회 임원

진의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1)

10) 『대한암학회 1992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2.5.28;  『대한암학회 1992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1992.6.12.

11)  『대한암학회 1992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2.5.28;  『대한암학회 1992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2.7.22; 『대한암학회 

1992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1992.6.12; 『대한암학회 1993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1993.6.11.

12) 『대한암학회 1993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1993.6.11; 김진복, 2004 『인봉 김진복 산문집』 송죽문화사, 57쪽.

학회의 저변 확대와 함께 1990년대에 나타난 대한암학회의 또 다른 특징은 연구 역량의 강화였다. 가

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한암학회 학회지의 발간 횟수가 1990년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다. 대한암연구회 시절인 1966년부터 『Journal of Korean Cancer Research Association』이란 제하에 

연간 1~2회 발행되던 학회지는 

1984년부터 연간 2회 발행되기 

시작했고, 1987년 들어 제목도 

『Journal of Korean Cancer 

Association』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부터 연간 

3회 발행으로 변경되었고 『대

한암학회지』라는 국문 제호와 

함께 기존의 영문 제호가 병기

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제2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91년부터 계간으로 발행

하고 영문 잡지로의 전환은 당

임기 회장 부회장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총무

1991 김진복
함의근 

김동집
김병수

민진식, 윤택구, 김예회, 김노경, 이경식(가톨릭)

박재갑, 김승조, 김세민, 이진오

임수덕

이경식

(연세)

노재경

1992 김진복
함의근 

김병수
김동집

김노경, 민진식, 김예회, 이경식(가톨릭), 최국진

이경식(연세), 김승조, 이진오

김세민

최용묵
김훈교

1993 함의근
윤택구 

김승조
김동집

김노경, 민진식, 김예회, 이경식(가톨릭), 최국진

이경식(연세), 홍원표, 박찬일

김세민

최용묵
김훈교

1994 윤택구
김세민

이경식
김예회

김노경, 민진식, 이경식(가톨릭), 이혁상, 최국진

이진오, 홍원표, 박찬일

최용묵

이효표
김훈교

1995 김동집
민진식

이혁상
김예회

김노경, 박찬규, 이경식, 가톨릭), 김상희, 최국진

이진오, 홍원표, 박찬일

최용묵

이효표
김훈교

1996 김세민
최국진

홍원표
김노경

남궁성은, 정태준, 백남선, 박재갑, 박찬일

김훈교, 노재경, 박상철

최용묵

이효표
방영주

임기 회장 부회장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총무

1997 김예회
이진오

박찬규
김노경

남궁성은, 정태준, 백남선, 박재갑, 박찬일

김훈교, 노재경, 박상철

최용묵

이효표
방영주

1998 김승조
김상희

이효표
민진식

남궁성은, 백남선, 정태준, 노재경, 김훈교

김귀언, 박재갑, 김광현

최용묵

이경식
노성훈

1999 김병수
최용묵

남궁성은
민진식

구범환, 백남선, 정태준, 노재경, 김훈교, 김귀언

박재갑, 김광현

남궁성은

박찬일
노성훈

대한암학회 역대 임원 명단(1991~1999)12)

※  상임이사 8인은 기획, 재무, 심사, 학술, 편집, 보험, 섭외·홍보, 무임소 순이다. 1991년에만 학술부(副)이사(이경식)를 두어 상임이사가 9명이

었다.

대한암학회 신임 회장 김세민 교수, “유전자치료를 통해 암을 극복하려는 연구가 최근 활발”함

을 강조 (『동아일보』 199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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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 보류한다”고 결정함으로써 대한암학회지 발행 횟수는 연간 4회로 다시 증가하였다. 곧이어 1991년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1992년도부터는 연 6회 격월간으로 발행”할 것을 결정하여 1992년부터는 연간 

6회 발행으로 또다시 늘어났다.14)

이러한 학회지 발간 횟수의 증가는 연구논문의 양적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

다. 이 시기 대한암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증례보고와 종설을 제외한 원저(原著) 수는 1980~1989년 

150건이었던 것에 비해 1990~1994년 436건, 1995~1999년 626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10년 단위로 비

교하자면 1980년대에 150건에서 1990년대에 1,062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던 것이다.15)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제 수와 학술대회 참석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동아제약 후원으로 1990

년부터 학술대회 장소를 신라호텔 등 많은 인원이 참석 가능한 공간으로 변경하였고 1997년부터 학술

대회 기간을 늘리면서 기초의학 연구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 것이 큰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에 따라 

학술대회 연제 수가 1993년부터 100건을 넘어섰고 1999년에는 230건에 이르렀다. 학술대회 참석자 수

도 1997년부터는 600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증대된 규모는 2000년까지 꾸준히 유지되었다.16)

회차 일시 장소 연제 수 참석자 수

17 1991.6.14 신라호텔 83 300

18 1992.6.12 롯데월드호텔 83 301

19 1993.6.11 신라호텔 117 346

20 1994.6.10 신라호텔 102 336

21 1995.6.9 신라호텔 150 472

22 1996.6.14 하얏트호텔 141 447

23 1997.6.13~14 신라호텔 164 690

24 1998.6.12~13 롯데호텔 152 619

25 1999.6.11~12 롯데호텔 230 634

26 2000.6.8~9 서울롯데호텔 224 618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현황(1991~2000)

13)  『대한암학회 1995년도 편집위원회 회의록』 1995.3.17; 『대한암학회 1996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6.10.1; 『대한암학회 1999년

도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9.6.1; 『대한암학회 1999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9.11.24.

14)  『대한암학회 1989년도 상임이사회 회의록』 1989.9.25; 『대한암학회 1990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0.3.5; 『대한암학회 1990년

도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0.10.15; 『대한암학회 1991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1.12.13.

15) 대한민국학술원 편, 2004 『한국의 학술연구: 의과학』 대한민국학술원, 288~303쪽.

16) 『대한암학회 1996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6.10.1.

대한암학회지의 제호는 대한암연구회 시절인 1966년부터 국문명 없이 『Journal of Korean Cancer Research 

Association』이란 영문명만을 유지했고 표지 디자인에도 큰 변화가 없었으나, 1983년부터 학회 로고가 포함되는 디자인으로 변

화하였다. 대한암학회지 제호는 학회 영문명의 변화에 따라 1987년부터 기존 제호에서 ‘Research’가 빠진 『Journal of Korean 

Cancer Association』으로 변경되었으며, 1990년에는 『대한암학회지』라는 국문명이 병기되기 시작했다. 표지 디자인은 1987

년부터 학회 영문명과 학회 마크가 변경되면서 또다시 변화하였으며 1990년에는 국문명이 추가되었다. 표지디자인은 1995년 3

월 최국진을 편집위원장으로 하는 편집위원회에서 학회지 개선안의 일부로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표지를 만든다”는 방안이 결의

되고 이것이 1997년 1호부터 사용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였다.13)  2000년에는 1997년의 표지 디자인에 달라진 학회 마크를 적

용하여 2001년까지 사용하였다.

대한암학회지 제호와 표지의 변천(1966~2001년)

대한암학회지(1966~1982) 대한암학회지(1983~1986) 대한암학회지(1987~1989)

대한암학회지(1990~1996) 대한암학회지(1997~1999) 대한암학회지(20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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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한암학회 1993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3.9.23; 『대한암학회 1994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1994.6.10.

1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2013 『내과학교실사 1885~2012』 119~129쪽.

1993년에 신설된 추계심포지엄도 연제 수와 참석자 수를 꾸준히 늘려가며 점차 자리를 잡았다. 1993

년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추계심포지엄의 내용과 관련하여 “최신 지견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내용으

로 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1회 추계심포지엄에서는 ‘Supportive Care in Cancer 

Patients’라는 주제로 7개 연제가 발표되었으며 120명이 참석하였다. 추계 심포지엄 연제수는 1996년에 

11개로 늘어났고 1999년에는 19개까지 증가하였으며 참석자 수도 거의 매해 200명을 넘는 수준으로 성

장하였다.17)

회차 일시 장소 연제 수 참석자 수

1 1993.12.3 서울대학교병원 7 120

2 1994.12.2 서울아산병원 7 207

3 1995.11.24 서울아산병원 8 121

4 1996.11.29 서울아산병원 11 207

5 1997.11.28 롯데월드호텔 12 269

6 1998.12.4 서울롯데호텔 14 292

7 1999.12.3 신라호텔 19 234

대한암학회 추계심포지엄 현황(1993~2000)

※ 2000년에는 의약분업 문제로 개최되지 않았다.

대한암학회지 발간 횟수의 증가, 학술대회 규모의 확대, 추계심포지엄의 신설로 나타난 1990년대 대

한암학회의 연구 역량 강화는 1980년대 후반의 눈부신 한국 경제성장, 이로 인한 의학계 전반의 성장과 

연구지원 증가, 암 연구 및 진료에 대한 국가 지원의 확대 등 학회 외부 요인의 변화에 힘입은 것이기도 

했다. 당시 대한암학회 학술위원장을 맡았던 박재갑은 1996년부터 복지부 주관으로 시작된 ‘암 정복 10

개년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19)

“연구비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본의 ‘암 극복 10개년 계획’을 참고해서 ‘암 정복 10개년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종료 후 대원각(現 길상사)에서. 앞줄 왼쪽부터 Tsai, Adi Gazdar, GiuChung-Ming 

seppe Giaccone, Ferderic Kaye, 김노경 교수. 뒷줄 왼쪽부터 David Carbone, Tsunehiro Oyama, Takashi 

Takahashi, Tetsuya Mitsudomi, 박재갑, 방영주 교수(1988)

김노경은 1940년생으로 1964년부터 1969년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턴과 내과 전공의 수련을 마쳤다. 1972년 서울의대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1975년부터 2년간 미국 미네소타 대학병원에서 종양학을 공부하고 돌아왔다. 1978년 서울대학교병원

의 특수법인화, 신축 병원 완공과 함께 서울의대 내과학교실에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내분비신장

내과의 5개 분과 체제가 성립되었는데 김노경은 분과 당

시 조교수로서 1978년 전임강사로 임용된 김병국과 함께 

혈액종양내과의 교수진을 구성하였으며 각각 종양학과 

혈액학을 담당하였다. 김노경은 1986년부터 1988년까

지 대통령 주치의를 맡았고 이후에도 서울대학교병원 교

육연구부장, 임상의학연구소 

초대 소장, 서울의대 내과학

교실 주임교수, 보건복지부 암

정복추진기획단장, 대한암학

회 이사장, 대한내과학회 이

사장 등을 지냈다. 정년퇴임 

후에도 국립암센터 이사장을 

지내는 등 평생을 암 연구와 

진료에 매진하였다.18)

김노경과 서울의대 혈액종양내과의 창설

김노경(1996.6~ 

1998.6, 이사장)

암 정복10개년 계획 수립위원회(공동위원장 김노경 서울의대 교수, 이기

호 보건복지부 차관) 공청회 기사(『한겨레』 1996.3.23)



104

 |Ⅰ 대한암학회 40년사(1974~2014) |

 105

 | 대한암학회 40년사 |

으며 1994년에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 참석하

여 논문을 발표한 이춘택, 임영혁, 서종진, 김흥식, 최진

혁, 김주항, 김훈교, 김동집 등 8명의 회원에게 학회 차

원에서 참가비를 지원하였다. 이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1995년에는 방영주, 정상설, 김준석, 김형준, 원종호, 김

선영 등 6명이, 1996년에는 강윤구, 김시영, 정경해, 임석

아 등 4명이 참가 경비를 지원받았다.21)

학회의 학술 기능 강화를 위해 상임이사 중 편집이

사와 학술이사를 중심으로 각각 편집위원회와 학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도 1990년대의 중요한 변

화 중 하나였다. 김동집 이사장 시기인 1992년 7월 2

차 상임이사회에서 편집위원회 구성이 논의되어 편집

위원장에게 구성을 위임하였다. 같은 해 10월 3차 상

임이사회에서 편집위원장에 최국진, 편집위원에 남궁

성은, 노재경, 노준규, 맹광호, 박상철, 안효섭, 이광길, 

간사에 김선회를 선임하였다. 최국진을 편집위원장으

로 하는 편집위원회는 1995년 학회지 개선안을 논의

하여 표지 변경, 내용의 다양한 구성, 영문의 보완 및 영문 학술지 발간 검토, 투고규정 적용 강화, 심사 

강화, 종이 재질, 인쇄의 질적 개선을 논의하기도 하였다.22)

학술위원회는 1993년 추계심포지엄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1993년 

3차 상임이사회에서 1993년 9월 7일 의협회의실에서 추계심포지엄 준비, 과제연구, 1994년 학술대회 개

최 준비를 위해 학술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학술위원장은 가톨릭의대의 이경식이었

으며 과제연구도 학술위원장 책임하에 수행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편집위원회와 학술위원회 체제는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이 1996년부터 10년간 시행되

었고 이제 제2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암 관

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서 5대 

암에 대한 무료 검진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회 내부적으로도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은 꾸준히 계속되어왔다. 1989년 상임이사회에서는 “학술집

담회나 mini-symposium을 2~3개월마다 개최하여 암 연구 발전에 기여하자”는 방안과 “암학회 내에 여

러 study group을 만들어 각 study group마다 연구비(200만원)를 지급하여 각 cooperative study의 

seed money가 되어 이를 계속 추진하자”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는 1990년 1차 상임이사회에서 “학술

집담회나 mini-symposium은 연 4회 각 대학 및 병원에서 분담하여 개최하고 1990년 9월부터 시행”하

는 것으로 결정되었다.20)

1990년에는 김병수 이사장이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총회에서 위암 수술 후 항암면역요법이 생존율

을 향상시킨다는 주제로 구연 발표함으로써 대한암학회의 위상을 높였다. 이 무렵 연구비 지원과 해외 학

회 참석 지원도 시작되어 1990년 11월 암 임상연구비로 김노경, 김길영 교수에게 각각 200만원이 지급되었

19)  『박재갑 선생님 인터뷰』 2014.3.7.

20) 『대한암학회 1989년도 상임이사회 회의록』 1989.9.25; 『대한암학회 1990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0.3.5.

21)  『대한암학회 1991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1.4.1; 『대한암학회 1994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4.3.8; 『대한암학회 1995

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5.6.5; 『대한암학회 1996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6.5.29.

22)  『대한암학회 1992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2.7.22;  『대한암학회 1992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2.10.12; 『대한암학회 

1995년도 편집위원회 회의록』 1995.3.17.
1995년 제3회 추계심포지엄 기사. 암환자 통증관리 차원의 모르핀 투여에 대한 연세의대 노재경 교수, 가톨릭의대 이경식 교수의 코

멘트가 실려 있다.(『경향신문』 1995.11.8)

박재갑(1996.6~1998.6, 학술위원장) 

김병수 이사장이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구연 발표를 하

고 있다.(1990)

최국진(1992.6~1996.6, 

편집위원장)

이경식(1992.6~1994.6, 

학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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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한암학회 1993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3.9.23; 『대한암학회 1996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6.7.15; 『대한암학회 

1998년도 제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8.11.12.

24)  『대한암학회 1998년도 제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8.11.12.

25)  『대한암학회 1997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7.10.6; 『대한암학회 1998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8.2.6; 『대한암학회 

1998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8.5.27; 『대한암학회 1999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9.2.25.

26) 『대한암학회 1997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7.10.6; 『대한암학회 1998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8.7.9.

27)  『대한암학회 1999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9.2.25; 『대한암학회 1999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9.6.1; 『대한암학회 

1999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9.11.24.

28)  『동아일보』 2004.4.1; 『의협신문』 2013.5.9.

1998년 의료보험위원회, 재무위원회, 심사위원

회, 섭외위원회, 기획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추가

되어 7개 위원회 체제가 될 때까지 유지되었고 

학회의 연구 및 학술 기능 강화에 기여하였다.23)

1990년대 후반에도 대한암학회 주관으로 조

사연구 사업을 시작하였고 한국암연구재단(이사

장 이문호)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한국암연

구재단 학술상’을 마련하는 등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1997년 연구비 800만원 

규모로 시작된 ‘국내 종양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은 1998년부터 공모에 의한 연구비 지급 방

식으로 변경되어 ‘대한암학회 조사연구비

(Korean Cancer Association Research Grant)’

로 명칭을 정하고, 1999년 가톨릭의대 예방의학

교실 이원철의 ‘우리나라 호발암 병기분포의 변

화 양상과 현황’을 첫 대상 과제로 선정하여 연구

비를 지급하였다.25)

한국암연구재단 학술상은 전 해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편집위원회 1차 심사를 거쳐 기초분야 3

편, 임상분야 3편의 논문을 선정하고 이를 5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하여 집계 점수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

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분야는 전남의대 미생물학교실의 신부안이, 임상분야는 경북의대 내과의 박재용

이 선정되어 1998년 총회석상에서 제1회 한국암연구재단 학술상을 수여하였고 각각 250만원의 연구비

를 상금으로 받았다.26)

1999년에는 다국적 제약기업 스미스클라인 비챰(Smithkline Beecham, S&B)에서 1,000만원을 후원

하여 S&B학술상도 신설되었다. S&B학술상은 매년 춘계 학술대회 제출 초록을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하

여 2배수를 추천하고 학회 당일 10명의 심사위원이 2차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수여

되었다. 이로써 1999년 6월 12일 학술대회에서 선정된 8명이 수상자로 발표되었고 각각 100만원의 상금

이 수여되었다. S&B학술상은 S&B가 2000년 합병을 통하여 GSK(GlaxoSmithKline)로 명칭을 변경하면

서 GSK학술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2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대한암학회의 저변 확대 및 연구 역량 강화는 한국의 경제성장

과 같은 학회 외부 여건의 개선과 대한암학회 내부 구성원들의 부단한 노력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었

다. 이러한 1990년대의 학회 저변 확대 및 연구 역량 강화 노력은 2000년대에 이르러 국제 교류의 활성

화 및 사회 기여의 강화라는 결실로 나타났다.

대한암학회 7개 위원회 체제(1998.6~2000.6)24)

민진식은 1937년생으로 중앙고를 졸업하고 연세의대 외과

학교실에서 수련하였다. 위암 수술에서 완치를 목적으로 한 근

치 절제술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였으며 위암에서 시작해서 대

장암, 직장암 등 한국 종양외과학을 개척한 주역이었다. 1990

년대 초반 ‘위암수술 규약’을 만드는 등 한국인들이 많이 걸리

는 소화기암의 표준 진료화와 최신 치료법 개발을 통하여 한국 

암 연구를 국제적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데에도 앞장섰다. 민진

식은 연세의료원암센터원

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및 

회장, 대한암협회 이사장, 

대한위암학회 회장, 대한외

과학회 이사장, 대한대장항

문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2004년 향년 67세로 별세

하였다.28)

민진식과 한국 종양외과학의 발전

민진식, 대한암학회 이사장

(1998.6~2000.6)

민진식이 김병수와 함께 MBC 특별기획 “암, 정복할 수 있다”에 출

연하였다.(『동아일보』 199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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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암학회 1997년도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록』 1997.10.6; 『대한암학회 1998년도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록』 1998.5.27; 『대한암학회 

1998년도 제4차 상임위원회 회의록』 1998.11.12.

국제 교류의 활성화와

사회 활동의 확대5

2000~2013

2000년대 대한암학회는 1990년대 학회의 저변 확대 노력과 연구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국

제 교류에 나섰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어 나갔으며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활동에 나서는 등 

사회 활동의 확대에도 힘을 쏟았다. 2000년대 대한암학회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거의 2년에 한 번꼴

로 모두 여섯 차례나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던 것이다.

2001년에 개최된 ‘미국암학회 국제학술대회 서울 2001(AACR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2001)’

은 1987년 제8차 아시아·태평양암학회 이래 14년 만에 대한암학회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였다. 1997년 

AACR 사무국장 마가렛 포티(Magaret Foti)가 2000년 AACR과 대한암학회의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희망

해왔고, 대한암학회 측에서는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2000년 이후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1998

년 대한암학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2001년 AACR과 공동으로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고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대한암학회 섭외위원회의 박재갑(위원장), 이정용, 김호근, 방영

주를 준비위원으로 선임하였다.1)

미국암학회 국제학술대회 서울 2001(AACR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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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암학회 1999년도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록』 1999.6.1; 『대한암학회 2000년도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록』 2000.5.31; 『한국일보』 

2001.9.4.

3) 『한국일보』 2001.9.10.

4) 『서울신문』 2005.6.6; 『중앙일보』 2013.10.26.

‘미국암학회 국제학술대회 

서울 2001(AACR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2001)’은 

2001년 9월 14일에서 19일까

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개 참가국, 500명의 참가자

가 참석한 가운데 130개의 연

제를 다루면서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한국인에게 자주 발

병하는 위암과 대장암 등 ‘소

화기계 암 발생의 분자생물학

적 기전 및 그 임상적 의의’를 주제로 다루었으며 대표적인 초청 인사로는 유전성 암 개념을 수립, 발암

원인 규명에 지대한 공헌을 한 미국 크레이톤대학의 린치 교수, 복제실수 교정 유전자의 기능과 발암과

정에서의 역할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미국 오하이오대학의 드 라 샤펠 교수, 발암억제 유전자인 APC 유

전자가 대장암의 발생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세계 처음으로 규명한 미국 유타대학의 화이트 

교수 및 일본 도쿄대학의 나카무라 교수, 유전성 위암의 원인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밝혀낸 뉴질랜드 

오타고대학의 길포드 교수, 대장암 발암기전의 분자생물학적 연구 대가인 미국 MD앤더슨암센터의 해

밀턴 교수 등이 있었다.2)

특히 이 학술대회에서 2001년 한국인 최초로 미국암학회 회장이 된 홍완기 교수가 미국암학회 회장 

자격으로 ‘21세기 암 연구의 국제적 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다. 홍

완기는 “미국이 암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한 해 암 연구에 한국보다 270배가 많은 27억 

달러(1999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의료기관 간 경쟁, 환자의 자유로운 병원 

선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도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 등의 임

상적인 면에서는 미국에 크게 뒤지지 않지만 암 관련 기초학문 분야는 크게 낙후되어 있다”며 “국가차원

에서 인적ㆍ재정적 지원을 뒷받침 해 암 기초연구에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3) 

한편 이 대회 기간 중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하여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조직위원회에서도 미국에서 온 많은 연자들과 참석자들의 귀국 항공편을 정리하느라 상당한 신경을 써

야 했다.

2003년에는 제6차 아시아임상종양학회(ACOS)를 개최하였다. 아시아임상종양학회는 1991년 일본에

서 처음 개최된 후 2년마다 아시아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개최하였는데 2003년 제6차 대회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2001년 6월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2003년 ACOS에 관하여 ‘조경삼 교수에게 일임’

하였고, 2001년 12월 제5차 상임이사회에서 2003년 ACOS Conference 개최건이 보고되었다. 조직위원

장 조경삼을 중심으로 2003년 4월 28~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하며 행사 준비금 2,700만원을 대

한암학회에서 지원할 것이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2002년 1차 상임이사회에서 국제위암학회, 대한암학

홍완기는 1967년 연세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브롱크스레바논 병원 인턴, 보스턴 재향군인병원 레지던트를 거

쳐 1973년 뉴욕 메모리얼 슬로언케터링 암센터에서 전임의로 근무하며 종양내과학을 공부했다. 1975년부터 1984년까지 보스턴 

재향군인병원 종양내과 과장을 지냈으며 1984년 MD앤더슨 암센터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MD앤더슨의 

핵심 부문인 종양내과의 총괄 부장으로 일하면서 17개 학과, 350명의 교수를 거느리며 연간 1만2,000명의 암 환자를 돌보고 있

다. 2001년 외국 출신 학자로는 처음으로 미국암학회(AACR) 회장을 맡았고 2012년에는 MD앤더슨 연구총괄 부총장을 지냈다. 

2013년 미국 의학자의 최고 영예로 통하는 미국 과학학술원 의학연구소(IOM, Institute of Medicine)의 정회원에 뽑혔다. 2005

년부터 연세암센터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연세 암병원 건립을 돕는 등 한국의 암 연구 및 진료 발전에도 기여하였다.4)

한국인 최초로 미국암학회(AACR) 회장이 된 홍완기

홍완기 MD앤더슨 암내과 총괄부장 제10차 ACOS 서울 학술대회에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2012)

AACR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2001, 왼쪽부터 이진수, 최국진, 홍완기, 보건복지부 장

관 김원길, Sanford Markowitz, 박재갑 교수(20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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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8)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도 3억원의 행사수익금이 발생하였는데, 2005년 11월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

아·태암학회 조직위원회에서 암학회에 귀속한 수익금 3억 중 2억은 대한암학회 기금(특별회계)으로 적

립하고, 1억은 APFOCC 발전 기금 목적으로 용도 지정하여 관리한다. 발전기금 1억에 대한 이자 수익으

로 APCC 개최시 해외 저개발 국가에서 참석하는 연구자와 국내에서 참석하는 연구자들에게 6:4의 비

율로 Award(Travel Award 또는 Young Investigator Award)를 시상한다’고 결정하여 대한암학회의 발

전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암연구기관협회(APFOCC)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9)

한편 대한암학회는 2007년 제12차 세계폐암학회(IASLC) 국제학술대회(World Conference on Lung 

Cancer)를 개최하였다. 세계폐암학회는 1972년 설립되어 세계 53개국에 2300여 명의 정회원을 둔 폐암 

연구 분야의 독보적 학회로 암 관련 국제학회로는 가장 규모가 큰 학회이다. 1978년 5월 미국 사우스캐

노재경 조직위원장조경삼 조직위원장

5)  『대한암학회 2001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1.6.25; 『대한암학회 2001년도 제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1.12.10; 『대한암학회 

2002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2.3.28; 『대한암학회 2002년도 이사회 회의록』 2002.6.21; 『대한암학회 2003년도 긴급상임이사

회 회의록』 2003.5.2.

6)  『대한암학회 2002년도 이사회 회의록』 2002.6.21; 『대한암학회 2003년도 긴급상임이사회 회의록』 2003.5.2; 『대한암학회 2003년도 제3

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3.12.17.

7)  『대한암학회 1999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999.11.24; 『대한암학회 2001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1.3.6; 『대한암학회 

2001년도 제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1.12.10.  

8) 『대한암학회 2003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3.12.17; 『대한암학회 2005년도 제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3.11.10.

9) 『대한암학회 2005년도 제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3.11.10.

회 학술대회와의 일정 중복 문제로 일정 변경이 논의되었으며 2002년 정기이사회에서 춘계 학술대회와 

병행하여 2003년 6월 10~13일 개최할 것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SARS 문제로 2003년 5월 긴급

상임이사회가 소집되어 연기 개최가 승인되었고 2003년 11월 17~19일로 일정이 변경되었다.5)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6차 아시아임상종양학회는 19개국에서 520명이 참석하여 Plenary lecture 2

개, Symposium 10개, Satellite symposium 12개, 일반연제 219편(Oral 85편, Poster 134편)이 발표되는 

등 성황리에 치러졌다. 일정 변경으로 2003년 제29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가 기초분야로만 축소되어 

진행되었고 추계심포지엄이 개최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수익금 2억9,000만원을 학회에 귀속

함으로써 국제학회 개최를 통한 학회 자산 마련의 좋은 선례를 남겼다.6)

2005년에는 1987년의 제8차 아시아·태평양암학회에 이어 두 번째로 제18차 아시아·태평양암학회

(APCC)를 개최하였다. 아·태암학회 유치에 관해서는 이미 1999년 3차 상임이사회에서 2005년 개최를 

신청할 것이 논의되었고 2001년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김진복 자문위원에게 문의할 것이 논

의되었다. 결국 2001년 12월 제4차 상임이사회에서 아·태암학회 유치 확정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으

며 노재경이 조직위원장을 맡게 되었다.7)

주요 조직위원들은 2003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7차 아태암학회에 참가하여 차기 대회인 제

18차 아·태암학회 서울대회를 적극 홍보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05년 9월 7~9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28개국, 1,167명이 참석한 가운데 Plenary lecture 7개, Symposium 23개, Satellite symposium 

10개, 일반연제 440편(Oral 150편, Poster 290편)이 발표되는 등 한국에서 열린 두 번째 아·태암학회가 

제18차 아시아·태평양암학회(APCC)(서울, 2005)제6차 아시아임상종양학회(ACOS)(서울, 2003)



114

 |Ⅰ 대한암학회 40년사(1974~2014) |

 115

 | 대한암학회 40년사 |

롤라이나에서 1차 학회를 시작한 이래 3년마다 미주, 유럽, 아시아 대양주의 순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대한암학회에서는 2001년 4차 상임이사회에서 이진수를 조직위원장으로 하여 국립암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제12차 세계페암학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2002년 4차 상임이사회에서 “주

최 기관은 국립암센터가 아닌 학회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결국 대한암학회가 주관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10)

당시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장 겸 폐암센터장이었던 이진수는 서울아산병원의 이정신, 삼성서울병원의 

박근칠 등 대한암학회 소속 국내 폐암 전문가들과 의기투합하여 학회 유치를 준비해나갔다. 2001년 11

월 유치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듬해에 세계폐암학회 관계자들이 방한하여 현지답사를 거쳤으며, 2003

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학회 당시 호주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인 결과 한국 유치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

진수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한국 유치에 성공했다. 임상의 시절 동경의 대상이던 학회를 직접 유치하는 

장본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11)

제12차 세계폐암학회 국제학술대회(WCLC)(서울, 2007)

제12차 세계폐암학회 국제학술대회(WCLC) 참석자 기념촬영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07년 9월 2~6일 서울 COEX에서 제12차 세계폐암학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12th WCLC(World Conference on Lung Cancer)에는 84개국에서 4,881명이 참가하였으며 

1,286개의 연제가 발표되어 세계 대회로서의 위상을 자랑하였다. 특히 이 대회에서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궁극적으로 금지하도록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2007년 담배규제 선언문’이 발표되어 학계 안팎

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 선언문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비준과 신속한 시행, 각 회원 의

료기관과 협력 직장 내 완전 금연 실현, 흡연 예방 프로그램,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 사업 추

진, 공공장소 금연 법제화 추진, 학교 내 금연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담배소비 감소 위한 담배소비세 

인상, 담배 밀수입 금지 강화 위한 정부 차원 노력, 궁극적으로 담배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적 조

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12)

2007년과 2009년에는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NCCN)를 초청하여 그들의 암치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국인에 맞는 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논의한 NCCN-Korea Cancer Guideline 

Meeting을 개최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국제 학술대회와는 다른 성격이었지만 대한암학회가 국립암

센터,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등과 공동 주최한 것으로 대한암학회에서는 The Task Force for the Korean 

10)  『대한암학회 2001년도 제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1.12.10; 『대한암학회 2002년도 제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2.9.8; 『대한암학회 

2003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3.12.17; 『대한암학회 2004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4.3.22; 『메디팜스투데이』 

2007.8.29.

11)  『메디팜스투데이』 2007.8.29. 

12) 『디지틀보사』 2007.9.7. 

제2차 NCCN-Korean Cancer Guideline Meeting(2009.12.4.)

이진수 조직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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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 in Oncology라는 독립적 기구를 발족하여 행사를 준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7년 11월 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1차 회의가 열려 비소세포폐암과 결장암

을 주제로 다루었고 같은 장소에서 2009년 12월 4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직장암과 유방암을 다루었다. 

두 차례의 NCCN-Korean Cancer Guidelin Meeting은 대한암학회가 주도하여 NCCN과 학문적 차원에

서 한국인의 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13)

이밖에도 2010년에는 제4차 아시아·태평양폐암학회(APLCC)를, 2012년에는 제10차 아시아임상종양

학회(ACOS)를 개최하였다. 제4차 APLCC는 당시 대한암학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박근칠이 조직

위원장으로서 대한암학회의 후원학회 명칭 사용과 대회준비금 2,000만원 지원을 요청하였고 2009년 3

차 상임이사회에서 암학회 주관으로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14)

제4회 APLCC는 2010년 12월 2~4일 서울 COEX에서 26개국, 1,016명이 참가한 가운데 250개의 연제

가 발표되면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1월 말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학회 개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 우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400~500명의 참석자를 넘지 못했던 1~3차 대회에 비해 1,000명이 넘

게 참석하였고 참석자 중 약 60%가 해외에서 참석하는 등 규모나 내용 면에서 아시아·태평양폐암학회

가 “실제적인 국제학회 위상을 갖추게 된 것은 이번 학회가 처음”이라는 찬사를 받았다.15)

2012년의 제10차 아시아임상종양학회(ACOS) 준비는 당시 대한암학회 회장 조경삼이 제7차 북경 

ACOS에 참석한 뒤 2006년 5차 상임이사회에서 2012년 서울 ACOS 개최 유치를 논의하면서 시작되었다. 

2009년부터는 조경삼, 김열홍, 양한광이 Council member로서 당시 이사장인 김훈교 등과 논의하며 본

격적인 개최 준비를 시작했다. 2011년 3월 1차 상임이사회에서 2012년 제10차 ACOS를 제38차 대한암학

회 학술대회와 연계하여 개최하며, 조경삼이 대회장을, 김열홍이 조직위원장을 맡을 것이 결정되었다.16)

제10차 ACOS는 2012년 6월 13~15일 서울 COEX에서 개최되었고 32개국, 

1,774명이 참가하여 462개 연제가 발표되었다. 자유연제를 제외한 83개의 세션

으로 구성되는 학술대회에서는 20개 국가에서 162명의 초청 연자가 최신 암 치

료법 등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특히 홍완기(미국 MD앤더슨암센터), 마사키 기

타지마(일본 국제건강복지대학), 라주 쿠처라파티(미국 하버드의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Plenary lecture와 고(故) 김진복 서울의대 교수를 기념하는 강연이 

관심을 끌었다.17) 

2000년대 대한암학회 활동의 또 다른 특징은 ‘암(癌)중모색 희망캠페인’으로 대표되는 대한암학회 사

회활동의 확대였다. 2002년 7월 3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암 극복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언론을 활

용할 수 있도록 올해의 기자상 등을 제정’하고 ‘암 관련 자료, 잘못된 상식 등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학회 차원에서 고려’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2003년 2차 상임이사회에서는 2003년 6월 둘째 주인 

9~14일을 ‘제1회 암 주간’으로 정하고 ‘암 희망의 밤 행사’를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행사는 섭외위원회

에서 이름을 바꾼 홍보위원회의 이정신 위원장을 중심으로 준비되었다. 교보생명에서 5,000만원을 후

원받았으며 암희망상과 암언론상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결의되었다. 한편 당시 이사장을 맡았던 

13) 『대한암학회 2008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2008.6.13; 『대한암학회 2010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2010.6.11.

14) 『대한암학회 2009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9.8.14.

15) 『닥터더블유』 2010.12.4.

16)  『대한암학회 2006년도 제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6.10.10; 『대한암학회 2009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9.2.16; 『대한암학회 

2009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9.5.25; 『대한암학회 2011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11.3.25.

17) 『의협신문』 2012.2.21.

제4차 아시아·태평양폐암학회(APLCC)(서울, 2010)박근칠 조직위원장 제10차 아시아임상종양학회(ACOS) 주제강연(서울, 2012)제10차 아시아임상종양학회(ACOS) 개회식(서울, 2012)

김열홍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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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일은 ‘암(癌)중모색 희망 캠페인’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18) 

“당시에는 인터넷 신문이 막 시작되던 시기여서 암에 관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등의 정보가 홍수를 이루기 시작했습

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대두되어 학회 차원에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시작하

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국내 암 치료 실력에 대한 인식 부족

으로 매년 약 15,000명 내지 20,000명의 환자가 미국 등 외국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부 유출도 

엄청나고 국내 치료 기술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서 가장 신뢰받는 대한암학회가 주축이 되어 암이 

극복될 수 있는 질환이며 국내 암 치료 기술이 선진국 수준이고 일부 분야는 오히려 더 우수하다는 내

용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03년 6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회 ‘암(癌)중모색 희망캠페

인’, ‘암 희망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다. 희망의 밤 행사에서는 암 환자와 가족들이 체험담을 통해 희망을 

나누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암학회 홍보대사로 위촉한 가수 조성모와 포지션의 희망 콘서트가 열렸

다. 또한 제1회 암언론상에 ‘파산이냐, 죽음이냐, 벼랑 끝 암환자들’을 제작한 KBS ‘추척 60분’팀을 선정

하였고 제1회 암희망상에 백혈병을 극복하고 소아암 환자를 

돌보며 사회복지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수경씨를 선정하였다. 

특히 암 예방을 위한 7가지 생활 수칙을 발표하여 관심을 모

았는데 “담배를 피우지 말라, 지방과 칼로리를 제한하라, 과도

한 양의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라, 너무 짜고 맵거나 불에 직

접 태운 음식을 삼간다, 과일 채

소 곡물류를 충분히 섭취하라, 

적당한 운동을 하되 무리하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한다”는 등이 그 

내용이었다.19)

 ‘암(癌)중모색 희망캠페인’은 

2004년 제2회 행사로 이어졌

다. 6월을 ‘암의 달’로 선포하였

고 6월 20일 KBS 열린음악회를 암 환자와 가족들, 의료진 등을 초청하

는 ‘가족 음악회’로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제2회 암언론상에는 ‘7

인의 생명일기’를 제작하여 각 질환별로 암을 극복한 7명의 투병 사연을 

담은 KBS ‘생로병사’ 제작진을 선정하였고, 암 극복 수기 공모를 통해 대

상작 1명, 가작 2명에게 제2회 암희망상을 수여하였다. 백경혜씨는 임신 

중 유방암 선고를 받고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암을 이겨냄으로써 

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어 대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2회 행사에

서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5대 암 가이드라인에 폐암, 전립선암을 추가

한 7대 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0)

이처럼 ‘암(癌)중모색 희망캠페인’은 대한암학회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대국민 홍보 캠페인의 성격을 

갖는 만큼 2005년부터 대한암협회에 이관되어 주요사업으로 시행되었다. 이후에도 대한암학회는 홍보

위원회 심사를 통해 암언론상을 선정하고 매년 총회 때마다 시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암에 대한 올바

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2012년 신설된 간행위원회 주도로 

미국 온코링크(OncoLink)의 ‘환자 가이드북 폐암’을 한국어로 번역·발간하였고 미국암학회에서 발간한 

‘금연 가이드라인’ 3종과 ‘암 예방을 위한 영양과 운동 가이드라인’을 한국어로 번역·발간하는 등 대국

민 홍보 간행물 발간에도 힘을 쏟고 있다.21)

18)  『대한암학회 2002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2.7.9; 『한겨레』 2003.6.3.; 『대한암학회 2003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2.5.27; 『박찬일 선생님 인터뷰』 2013.8.9.

19) 『매일경제』 2003.5.28.; 『한겨레』 2003.6.3; 『매일경제』 2003.6.6; 『동아일보』 2003.6.8.

20) 『연합뉴스』 2004.5.19, 2004.6.1; 『헤럴드 경제』 2004.6.1; 『한국경제』 2004.6.11; 『서울신문』 2004.6.14.

21)  『대한암학회 2005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5.1.6; 『대한암학회 2006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6.5.30; 『대한암학회 

2013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13.9.23.
대한암학회 ‘7대 암 조기검진 가이드라인’ 발표(『파

이낸셜 뉴스』 2004.6.11)

제2회 ‘암(癌)중모색 희망’ 수기 

모음집

제1회 ‘암(癌)중모색 희망’ 캠페인 홍보대사인 가수 조성모 제1회 ‘암(癌)중모색 희망’ 암희망상 수상자 김수경 씨

이정신 홍보위원장(2002.6~2004.6)

박찬일 이사장(2002.6~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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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2000년대 대한암학회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사회활동 확대는 1974년 

학회 창설 이래 학회의 저변 확대와 연구 역

량 강화를 위하여 꾸준히 힘써온 학회 구성

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실이었다. 

이러한 내부적 발전상은 학회 임원진 및 구성

원의 지속적인 저변 확대와 대한암학회지의 

SCIE 등재, 연구 지원 확대 등 연구 역량 강화 

노력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었다.

2000년대 학회의 회원수와 임원진 구성은 학회 구성원의 양적 팽창과 다양성 증대를 반영하였다. 

2000년 1,165명에 달했던 회원수는 2002년에 1,005명까지 감소했지만 2005년 1,203명으로 회복되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1,521명으로 1,500명을 넘어선 뒤 2013년 5월 현재 1,674명에 이르렀다. 이

사진의 규모도 2001년 신임이사 28명이 추가되어 87명으로 확대되었고 2002년 7월에는 학회운영의 활

성화와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회칙 제3장 제7조에 근거하여 이

사 수를 100명으로 구성하였다. 이후에도 약간의 증감은 있었

지만 이사 규모는 100명 내외를 유지하였고 2012년 7월 신임 이

사 48명을 받아들여 129명에 이르렀다.22)

2000년대에는 임원진 구성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2000년 경희의대 소아혈액종양학의 최용묵이, 2002년에는 서울

의대 치료방사선과의 박찬일이 이사장에 선임되어 서울의대, 연

세의대, 가톨릭의대의 내과, 외과 출신들이 맡아왔던 이사장직

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2004년에는 박재갑이 이사장에 선임

되었는데, 박재갑부터 노재경, 김훈교, 노성훈, 방영주에 이르기

까지 이사장에 선임된 인물들이 모두 학회 살림을 총괄한 총무 

출신이라는 점도 2000년대 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점

이다. 2009년 순천향의대 혈액종양내과의 박희숙이 여성 최초

로 대한암학회 회장에 선출된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이러

한 2000~2013년 대한암학회 임원진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임 기 회 장 부회장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총무

2000 민진식

남궁성은

박찬일 최용묵

노재경, 백남선, 조경삼, 방영주, 김훈교

박희숙, 박재갑, 류성열, 노성훈

구범환

정태준 장성구

2001 최국진

목정은

김효철 최용묵

노재경, 백남선, 조경삼, 방영주, 김훈교

박희숙, 박재갑, 류성열, 노성훈

구범환

정태준 장성구

2002 이경식

구범환

김광현 박찬일

김창민, 장성구, 노성훈, 방영주, 김훈교

박희숙, 이정신, 김귀언, 박주배

노재경

박재갑 김일한

2003 남궁성은

조경삼

양정현 박찬일

김창민, 장성구, 노성훈, 방영주, 김훈교

박희숙, 이정신, 김귀언, 박주배

노재경

박재갑 김일한

2004 이효표

김귀언

백남선 박재갑

장성구, 박근칠, 노성훈, 허대석, 방영주, 김열홍

박희숙, 김흥태, 박종섭, 김일한, 김호근 강윤구

노재경

김훈교 배재문

2005 구범환

류성열

박주배 박재갑

장성구, 박근칠, 노성훈, 허대석, 방영주, 김열홍

박희숙, 김흥태, 박종섭, 김일한, 김호근 강윤구

노재경

김훈교 배재문

2006 조경삼

손수상

박희숙 노재경

노성훈, 박근칠, 서창옥, 정현철, 방영주, 김열홍

허대석, 양한광, 박종섭, 김일한, 이진수, 김우호

김훈교

장성구 최승호

2007 손수상

하성환

이진수 노재경

노성훈, 박근칠, 서창옥, 정현철, 방영주, 김열홍

허대석, 양한광, 박종섭, 김일한, 이진수, 김우호

김훈교

장성구 최승호

2008 하성환

장성구

박종섭 김훈교

허대석, 최승호, 최은경, 박근칠, 김일한, 김우호

정현철, 양한광, 유희석, 서영준, 김남규, 노동영

노성훈

방영주 김열홍

2009 박희숙

이승훈

서창옥 김훈교

허대석, 최승호, 최은경, 박근칠, 김일한, 김우호

정현철, 양한광, 유희석, 서영준, 김남규, 노동영

노성훈

방영주 김열홍

2010 이진수

김준석

신희영 노성훈

노동영, 최승호, 최은경, 정현철, 김일한, 김우호

김시영, 양한광, 유희석, 임호영, 오승택, 권호정

방영주

김영진 정재호

2011 이정신

김규원

조관호 노성훈

노동영, 최승호, 최은경, 정현철, 김일한, 김우호

김시영, 양한광, 유희석, 임호영, 오승택, 권호정

방영주

김영진 정재호

2012 장성구

서현숙

김영진 방영주

오승택, 노동영, 최은경, 김열홍, 김일한, 정경해

김시영, 정재호, 이은숙, 임호영, 백융기, 김용만

정현철

박근칠 김동완

2013 서현숙

김호근

유완식 방영주

오승택, 노동영, 최은경, 김열홍, 김일한, 정경해

김시영, 정재호, 이은숙, 임호영, 백융기, 김용만

정현철

박근칠 김동완

대한암학회 역대 임원 명단(2000~2013)

※ 상임이사는 기획, 재무, 심사, 학술, 편집, 간행, 보험, 섭외·홍보, 정보전산, 무임소 순이다.

22) 『대한암학회 2000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2000.6.9; 『대한암학회 2001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2001.6.8; 『대한암학회 2002년도 정기

이사회 회의록』 2002.6.21; 『대한암학회 2003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2003.6.10; 『대한암학회 2004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2004.6.12;  『대한암학회 2003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2003.6.10; 『대한암학회 2005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2005.6.10; 『대한암학회 

2006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2006.6.16; 『대한암학회 2007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2007.6.15; 『대한암학회 2008년도 정기이사회 회

의록』 2008.6.13; 『대한암학회 2009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2009.6.12; 『대한암학회 2010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2010.6.11; 『대한암

학회 2011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2011.6.17; 『대한암학회 2012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2012.6.13; 『대한암학회 2013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2013.6.14.

23) 『대한암학회 2000~2013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참고.

온코링크(OncoLink) ‘환자 가이드

북 폐암’

미국암학회 ‘금연가이드라인’

연도 회원수 증감

2000 1165

2001 1198 +33

2002 1005 -193

2003 1074 +69

2004 1145 +71

2005 1203 +58

2006 1181 -22

2007 1275 +94

2008 1277 +2

2009 1404 +127

2010 1521 +117

2011 1543 +21

2012 1635 +92

2013 1674 +39

대한암학회 회원 현황(2000~2013)23)



122

 |Ⅰ 대한암학회 40년사(1974~2014) |

 123

 | 대한암학회 40년사 |

대한암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추계 

심포지엄은 2000년대에 계속된 국제학

술대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

로 개최되면서 규모를 확대해갔다. 

2003년과 2012년 춘계 학술대회가 

ACOS 개최로 인하여 이틀에서 하루로 

축소되었고 기초 분야만 발표되고 임

상 분야는 ACOS에서 발표됨으로써 평

소의 절반 수준의 연제 수와 참석자 수

를 기록했을 뿐 2007년 대회에서는 처

음으로 참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고 2013년에는 1,144명을 기록하였다. 추계심포지엄 참석자도 

2012년부터 700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대한암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추계심포지엄 현황을 표로 정리하

면 오른쪽 표와 같다.

2000년대에는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상 수여 및 연구비 지원, 국제대회 참가경비 지원도 1990년

대에 비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98년과 1999년 시작된 한국암연구재단 학술상과 GSK 학술상 

회 차 일 시 장 소 연제 수 참석자 수

27 2001.6.~8 롯데월드호텔 256 761

28 2002.6.20~21 서울롯데호텔 296 732

29 2003.6.10 서울롯데호텔 111 544

30 2004.6.9~10 서울롯데호텔 250 850

31 2005.6.9~10 서울롯데호텔 284 988

32 2006.6.15~16 서울롯데호텔 302 915

33 2007.6.14~15 서울롯데호텔 217 1,073

34 2008.6.12~13 그랜드힐튼호텔 203 950

35 2009.6.11~12 서울롯데호텔 247 972

36 2010.6.10~11 서울롯데호텔 250 872

37 2011.6.16~17 서울롯데호텔 239 873

38 2012.6.13 COEX 91 337

39 2013.6.13~14 서울롯데호텔 268 1,144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현황(2001~2013)

회 차 일 시 장 소 연제 수 참석자 수

8 2001.11.30 신라호텔 20 278

9 2002.11.29 신라호텔 24 338

10 2004.11.19 서울롯데호텔 24 371

11 2006.11.15 서울롯데호텔 24 307

12 2007.11.9 서울롯데호텔 31 429

13 2008.11.21 서울롯데호텔 24 497

14 2009.11.20 서울롯데호텔 19 455

15 2010.11.19 서울롯데호텔 24 415

16 201.11.18 서울롯데호텔 26 496

17 2012.11.16 서울롯데호텔 34 712

18 2013.11.22 서울롯데호텔 38 729

대한암학회 추계 심포지엄 현황(2001~2013)

대한암학회 신임회장 박희숙 교수, ‘분과학회 활성화’ 강조(『의협신문』 2009.6.16)

24) 『연합뉴스』 2005.10.25; 『데일리메디』 2012.2.10.

최용묵은 1943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수련한 뒤 

1969년 미국으로 건너가 뉴저지 대학병원에서 소아혈액학을 전공한 후 1982년까지 조교수

로 일하였다. 10여 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경희의대 소아과에서 근무했고 소아과 과장 및 

경희의대 부속병원 암센터 소장, 면역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재미 시절부터 혈우병 등 혈액

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뉴저지 혈우센터의 기반을 닦았으며, 귀국 후에는 서울의대 동기동

창이자 관절 수술의 대가인 유명철 전 경희의료원장과 좋은 호흡을 보이며 2012년 현재 국내 

혈우병 환자 수술의 90% 이상이 경희의료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공헌하였다. 대

한암학회 이사장 외에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1998~2000), 대한소아과학회 회장(2005), 

한국혈우재단 이사장(2006~2012) 등을 역임하였다.24)

최용묵과 경희의대 혈액학의 발전

최용묵  이사장

(2000.6~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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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사노피-아벤티스 학술상(2001~2013), SK 학술상(2001~2003), 로슈 종양학술상(2001~2003), 우수

연구자상(2004~2011), 기초우수논문상(2009~현재), 로슈 암학술상(2009~현재), 우수논문상(2009~2011), 

머크세로노 암학술상(2010~현재), 광동우수논문 학술상(2012~현재) 등이 신설되어 학회 차원에서 더 

많은 우수 연구 결과물을 선정하여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에 시작된 대한

암학회 조사연구비 외에도 릴리 학술연구비(2001~2003), 머크세로노 암학술연구비(2009~2010), 노바티

스 암학술 연구비(2010~2011) 등이 신설되어 종양학 기초 및 임상 연구를 지원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GSK 암예방 기금은 GSK 본사에서 2억원씩 3차례에 나누어 총

지원 금액 6억원 규모로 암 역학, 암 예방, 바이러스와 암 분야의 해외학회 참석 경비 및 단기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한 것이었다. 이를 통하여 해당 기간 중 159명의 대한암학회 회원들이 혜택을 받았고 대한암

학회의 국제적 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25)

2000년대에는 대한암학회 학술지의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

다. 대한암학회지는 2000년 12월 김훈교 편집위원장 주도로 1~2년간의 준

비 기간을 거쳐 점차 영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에 따라 잡지명을 

영문으로 변경하였다. 추천된 여러 이름 중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가 선정되었는데 이와 함께 2001년부터는 표지에 국문 제호를 

넣지 않고 표지 하단에 ‘Official Journal of Korean Cancer Association’을 

표기하기로 하는 등 표지 디자인을 변경하여 2001년 33권 3호부터 적용하

였다. 2002년에는 대한암학회 학술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

술지로 선정되었다.26)

2004년 7월에는 방영주 편집위원장이 기초 분야의 김우호, 임상 분야의 김열홍을 Associate editor로 

두고 편집위원 재구성 및 독립채산제 계획을 고려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는 영문 논문만을 게재하고 

온라인 체계로 전환하면서 국내 의학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여 논문의 접근성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한편 대한암학회지 투고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사들이 임기 중에 학회지

에 논문을 1편 이상 투고할 것을 이사 취임 동의서에 명기하도록 결의하기도 하였다. 상임이사도 매년 1

편씩 논문을 투고할 것에 동의하였다.27)

2005년에는 대한암학회 학술지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가 12월 29일자로 한국학술진흥

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SCIE 등재 논문을 교수 업적으로 우선시하

는 경향으로 국내 학회지의 발간은 점차 어려워지는 현실이었다. 대한암학회 학술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6년에는 논문 투고 저조로 연간 6회 발간하던 것을 2007년부터 계간으로 4회 축소 발행하

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경향이 지속되자 2009년에는 국문 논문 접수 시 학회에서 영역(英譯) 지원, 심사

기준 완화, 방사선종양학회와 위암학회 등 연관 학회와의 학회지 통합, 학회 표지 디자인의 변경 등 다양

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학회 표지는 2009년 41권 3호부터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되었고 학회지 논문 

투고를 독려하기 위하여 학술상을 늘리고 학술상금을 조

정하는 방안이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되었다.28)

그러나 결국 투고 논문 증가 및 영향력 확대 문제를 동

시에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대한암학회 학술지의 

SCIE 등재였다. 이를 위하여 김일한 편집위원장 주도로 

2008년 하반기부터 주요 국제 database 등재 노력을 시작

하였다. 2010년에는 manuscript editor를 두어 오류를 최

소화하고 통일성을 확보하였으며 해외 석학을 초청하여 

김훈교 편집위원장 

(1998.6~2004.6)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2001~2009)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2009~2013)

25)  『대한암학회 2007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7.4.3; 『대한암학회 2008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8.4.8.

26)  『대한암학회 2000년도 제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0.12.18; 『대한암학회 2001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1.3.6; 『대한암학회 

2001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1.6.25; 『대한암학회 2003년 정기이사회 회의록』 2003.6.10.

27) 『대한암학회 2004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4.7.1.

28)  『대한암학회 2006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6.1.12; 『대한암학회 2006년도 제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6.10.10; 『대한암학회 

2008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8.7.22; 『대한암학회 2009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9.2.16; 『대한암학회 2009년도 상

임이사 Workshop 회의록』 2009.1.9; 『대한암학회 2009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9.8.14.

김일한 편집위원장 (2008.6~2014.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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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호 1편씩 review article을 게재함으로써 영향력 향상을 추구하였다. 2009년 12월 국립암센터가 대한

암학회 학술지의 SCIE 등재를 위해 향후 2년간 암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SCIE급으로 인정하여 

논문 투고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29)

결국 이러한 노력 끝에 2012년 9월 대한암학회 학술지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가 SCIE 등

재 통보를 받았다. 이례적으로 2009년 41권 1호부터 인정되어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국내 발간 

학술지 중 20번째로 등재되었음에도 임팩트 팩터(IF)가 1.79(추정)에 달해 생화학분자생물 학회지(2.481),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 학회지(1.913)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되었다. 대한암학회 학술지는 2013년 9월 

13일 기준 임팩트 팩터 1.962로 Oncology 분야 197개 학술지 중 130위, 상위 66%에 해당하며 향후 상

위 30%(IF=3.66)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30)

29) 『대한암학회 2010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10.3.8.

30) 『데일리메디』 2012.11.16.; 『의협신문』 2012.11.19; 김일한 「대한암학회 학술지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의 SCI(E) 등재 과정」

31)  『대한암학회 2006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6.3.23.

대한암학회 이사회(2013)

대한암학회 사무실 구입은 노재경 이사장 시기인 2007년 4월 대한

암학회 1차 상임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2003년 아시아임상종양학회(ACOS), 2005년 아시아·태평양암학

회(APCC), 2007년 세계폐암학회(WCLC)등 국제학회 수익금과 꾸준

히 적립한 기금으로 2008년 4월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 1823, 1824

호를  구입하였고 5월 10일 입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31)

대한암학회 사무실의 구입

암학회 사무실(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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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대한암학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학회의 세가 많

이 모자라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암학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저는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학회의 회원수

가 많이 늘어나야만 합니다. 적어도 3,000명은 넘어야 학회의 학술활동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고 생각합

니다. 반면에 회원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학회의 학술활동이 더욱 새로워지고, 참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흥미를 부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회원들의 희망과 기대가 학회 운영에 반영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

다. 우리 학술지인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의 SCIE 등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

니다. 우리 학술지의 작년도 임팩터 팩터(IF)는 1.962이었고 올해는 3.0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

리 회원들이 모두 노력하여 임팩트 팩터를 5.0까지 끌어올린다면 대한암학회의 위상은 매우 공고해 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대한암학회의 존재감을 높여야만 합니다. 국내 암 관련 학회의 대표로서 다른 학회들

을 도와주고 잘 이끌어주어야만 합니다. 학회들을 대표하여 국민과 정부에게 올바른 제언과 조언을 해

야만 합니다. 암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신뢰를 얻어내야

만 합니다. 항상 국민의 건강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적정한 암 관련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감시하고, 비판

하며, 동시에 적극 협조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회의 존재감을 

더욱 높여가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암학회의 국제화입니다. 더 이상 우리만의 학회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학회의 

국제화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당위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국제화에 힘써 왔지만 이제는 실제

적인 국제화를 이루고 다른 나라들에 확실한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연례 학

술대회는 처음으로 국제학회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고 열띤 토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석한 외국인들이 우리 학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고 느끼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학회의 국제화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지난 40년간 우리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의 땀과 열정으로 오늘날 대한암학회의 모습과 위상이 갖추어

졌습니다. 이제 미래의 대한암학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한암학회가 우리

나라 암 연구와 암 학술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학회로 도약하는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대한암학회 회원 모두의 열정과 노력, 창의와 혁신을 모아 새로운 도

약을 같이 꿈꾸고 하나씩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대한암학회의 미래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땀을 흘리느

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같이 뒤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6

1958년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웠던 시절, 의학 연구는 물론 진료의 수준도 낙후되어 있던 그 시절, 우

리의 선각자들은 대한암연구회를 창립하여 암 진료에 관한 교육 기회를 넓히고 암 연구의 첫걸음을 내

딛는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1974년 대한암학회로 공식 출범한 지 이제 40년이 흘렀

습니다. 그동안 대한암학회는 암 분야는 물론 우리나라 의학 연구의 전반적인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14년 오늘 대한암학회 회원수는 1700명을 넘어섰고 매우 다양한 전문과목의 임상의는 물론 많은 

기초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암 관련 학회의 대표에 걸맞은 규모와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

니다. 그동안 세계폐암학회(WCLC)와 아시아·태평양암학회(APCC), 아시아임상종양학회(ACOS) 등의 국

제학회를 주최하였고 또다시 2017년 제 24차 아시아·태평양암학회(APCC)를 유치하는 등 국제 교류에

도 꾸준히 힘써 왔습니다. 미국 온코링크(OncoLink)의 폐암 환자 가이드북 및 미국 암협회의 금연과 암 

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한국어로 번역, 발간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12년 

대한암학회지인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가 SCIE에 등재됨으로써 학회의 국제적 위상이 격

상되었고 회원들의 학회 참여가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암학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거래규약이 개정된 이

후 다른 학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암학회도 학회 운영에 적지 않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 다행히 많은 회원들께서 값진 회비를 내주시기에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 학회의 발전과 

확대를 생각하면 분명히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또한 암 연구의 발전과 세분화에 따라 분과 학회가 늘

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분과 학회의 발전과 대한암학회의 동반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대한암학회 이사장

방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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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에 등재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2012년 한국임상암학회에 이어 2013년 대한폐암학회와 통합 발행

하는 국내 종양학을 대표하는 open access journal로서 국내외 암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투고가 이어

지고 있다.   

1. 학회지 발행(1966~2013)

대한암학회의 전신인 대한암연구회에서 1966년 

Journal of Korean Cancer Research Association을 창간, 발행하던 것을 1974년 대한암학회로 창립

되면서 학회지를 이어 발행하였다.  1984년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발행하였고, 1987년 학회지 제호를 

Journal of Korean Cancer Association으로 변경하였다. 1997년과 2001년, 2009년에 표지를 변경하였

고 2001년 SCI 등재를 목표로 영문 학회지로 전환을 준비하면서 제호를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CRT) 로 변경하였다.  2004년부터 완전 영문 학회지로 연 6회 발행하였으나 논문의 투고 감

소로 2006년부터 연 4회로 축소 발간하였다

2008년 SCIE 등재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수립하여 학회지의 표지 및 본문과 편집체제를 변경

하고 부편집인 보강, 학회지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등의 본격적인 SCIE 등재 추진 일정을 진행하였

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 PMC(Pub Med Centeral) 및 PubMed에 등재되었다.   

2011년에는 학회지 전체를 컬러로 제작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학술지 국제화 지원사업 대

상자로 선정되어 2년간 발간 경비를 지원받음으로써 SCIE 등재 전략은 탄력을 받아 2012년 9월 드디어 

1966년  Journal of Korean Cancer Research Association 영문잡지 발행 1960 

1974년 대한암학회 주관으로 발행(연 1~ 2회)

 제호: Journal of Korean Cancer Research Association 

1970 

1990년  연 3회 발행, 대한암학회지 국문 제호와 Journal of Korean Cancer Association 영문 제호 병기 

1991년  연 4회 발행, 표지 변경 

1992년  연 6회 발행 

1997년  표지 변경

1990 

1984년  연 2회 발행 

1987년  제호를 Journal of Korean Cancer Association으로 변경 

1980 

2001년  표지 변경 및 편집체제 변경, 제호를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로 변경, 

 영문 학회지로의 전환 준비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 선정, Review article 게재 

2004년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도입, SCI 등재를 목표로 완전 영문 학술지로의 전환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선정

2006년  연 4회 발행 

2009년  표지 변경, 학회지 전용 영문 Web site 구축, Best reviewer 시상, Pub Med Central(PMC) 등재 

2011년  SCOPUS 등재,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영문 버전 오픈  

2012년  한국임상암학회와 통합 발행, SCIE 등재, 학회지 전면 컬러 제작 

2013년  SCIE IF 1.962, 대한폐암학회와 통합 발행

2000

1.
대한암학회지의 변화와  
SCI 등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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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표지 변천사 

(~1982년) (1983~1986년) (1987~1989년)

(1990~1996년) (1997~1999년)  (2000~2001년) 

(2013년~현재) (2001~2009년) (2009~2012년)

▶ ▶

▶

▶ ▶

▶

2.  대한암학회 학술지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의 

   SCIE 등재 과정 

대한암학회 편집위원장 김 일 한 

대한암학회 공식 학술지인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가 외국 학술지 전문회사의 도움 없이 

2012년 9월 22일 Thomson Reuters사의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TM, on line at ISI Web 

of Science)에 등재된 것은 게재 논문의 영향력과 가독성을 높이려는 일련의 조직적 노력이 이룬 결과

이다. 그럼으로써 본 학회지를 한국의 암 관련 기초, 중개, 임상연구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고기능 online 매체로서의 국제적 인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전후 국내 학술지 7~8종이 등재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CIE에 등재되는 혜택을 

받은 이후 Thomson Reuters사의 지역 학술지 우대 정책은 사실상 소멸되었다. 이에 게재 논문이 SCIE 

학술지에 최대한 인용되도록 함으로써 본 학술지의 영향 지표를 높이는 것만이 SCIE 등재에 이르는 유

일한 방법이라는 판단에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한 학회의 노력이 인정을 받아 SCIE 등재 성과를 거

둔 것이다. 

SCIE 등재를 위하여 추진되었던 과정은 학회 이사장 및 이사진들의 지원, 편집인, 부편집인들의 헌신

과 논문 심사자들의 노고, 학회(학술지) 사무국 김혜숙 실장과 지정희 과장 등이 혼연일체로 합심 노력

한 결과이며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투고한 논문 자체의 독창성과 우수성이 SCIE 등재의 핵심적 요소임

을 밝힌다.    

   

1) 준비 과정  

1966년 ‘대한암연구회잡지’ 제호로 발간을 시작한 학회지는 1974년 ‘대한암학회지’ 로 발간되다가  

2001년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로 제호를 변경하면서 국문·영문 논문을 모두 수용하여 계속 

연 6회 발간되었다. 

 2004년에는 영문 논문만을 게재하면서 online submission 시행 및 free access 허용 등 online 체계

로 전환하면서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를 통하여 KoreaMed, Synapse 등 국내 의학 데이터베이스에 등

(2008. 6 ~ 2014. 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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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 논문의 접근성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impact factor 획득을 장려할 목적으

로 SCIE 학술지 논문에 본 학술지 게재 논문을 인용할 경우 시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투고 

논문 수가 격감하면서 연간 발간 횟수를 4회로 축소하는 고육책을 쓸 수밖에 없어 SCIE 등재를 획득함

으로써 투고 논문 증가 및 영향력 증대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획기적인 정책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2) 실행 과정

2008년 하반기에는 주요한 국제 database 등재 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하였다. 학술지 발행회사인 

Springer 등으로 부터 2년 내에 SCIE 등재를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소

유권(지적 재산권)의 제한 및 계약기간 종료 후 권리 회수의 불투명성, 비용 부담의 과중, 등재 과정 및 

관리 측면에서의 의존성 심화 등의 단점이 뚜렷하기에 받지 않기로 하였다. 이후 학회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상태로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제 database에 등재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그에 따라 구체

적인 방안을 수립하였다.  

의학학술지 국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인 한림의대 허선 교수를 학회지 자문역으로서 영입하고 추진

일정을 수립하였다. 제1단계로 논문의 xml 형식 가공을 통한 PMC(PubMed Central) 등재로 online 접

근성을 높이고, 제2단계는 약 2년 후 SCIE, SCOPUS, Medline 등의 등재 획득으로 정하였다.

2009년 41권 3호부터 학회지 표지 및 본문 편집체제를 변경하고 부편집인을 보강하였다. e-crt.org와 

cancerresearchandtreatment.org를 학술지 공식 web site로 구축하였으며 2009년 8월 19일 Pub Med 

Central 및 PubMed에 등재되었다. 

2010년에는 creative commons license에 의한 open access journal을 표방하는 한편 manuscript 

editor를 초청하여 오류의 최소화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가동하면서 해외 석학을 초청하여 

review article을 매호 1편씩 게재하는 등 영향력 지표 향상을 추구하였다. 이 즈음 국립암센터에서 향

후 2년간 암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SCIE 논문과 동급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은 매우 큰 힘이 되었다. 

2011년에는 on-line 및 off-line 학회 지면의 전면 컬러화, 영문 online 투고 및 심사 시스템 구축, 투고

규정 보완을 시행하면서 statistical editor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학술지 국제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500만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되어 SCI 등재 전략이 탄력을 

받았다. 

3) 국제 database 등재 현황과 이후의 전개 

2011년 9월 7일 SCOPUS, 2012년 3월 21일 EBSCO, Elsevier 연계가 성취되었고 SCIE 등재 신청 1년 6

개월 후, Pub Med 등재 2년 후인 2012년 9월 22일 추석 직전에 Web of Science 즉 SCIE 등재 통보를 받

았는데 이례적으로 2009년 41권 1호부터 인정받았다. 그간 본 학회지에 꾸준히 논문을 투고해주신 회원

들에게 큰 보너스였다고 생각되며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였던 Medline 등재는 기각되었다. 2013년 9월 발

표된 IF는 1.962로 Oncology 분야(IF 중앙값 2.61) 197개 학술지 중 130위(66% )의 위치를 점유하였다.  (2009년 41권 2호까지) (2009년 41권 3호부터) (2013년 45권 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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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ized, Multicenter, Phase III Trial of Heptaplatin 
1-hour Infusion and 5-Fluorouracil Combination
Chemotherapy Comparing with Cisplatin and 
5-Fluorouracil Combination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Advanced Gastric Cancer  

Cancer Res Treat. 2009;41(1):12-18

Purpose
Heptaplatin (Sunpla) is a cisplatin derivative. A phase IIb trial using heptaplatin resulted in a
34% response rate with mild nephrotoxicity. We conducted a randomized phase III trial of
heptaplatin plus 5-FU compared with cisplatin plus 5-FU in patients with advanced gastric
cancer. 

Materials and Methods
One hundred seventy-four patients (heptaplatin, n=88; cisplatin, n=86) from 13 centers were
enrolled. The eligibility criteria were as follows: patients with pathologically-proven
adenocarcinoma, chemonaive patients, or patients who had received only single adjuvant
chemotherapy, and who had a measurable or evaluable lesion. On day 1, heptaplatin (400
mg/m2) or cisplatin (60 mg/m2) was given over 1 hour with 5-FU (1 gm/m2) on days 1 5 every 4
weeks. 

Results
At the time of survival analysis, the median overall survival was 7.3 months in the 5-FU +
heptaplatin (FH) arm and 7.9 months in the 5-FU + cisplatin (FP) arm (p=0.24). Of the FH
patients, 34.2% (complete response [CR], 1.3%; partial response [PR], 32.9%) experienced a
confirmed objective response compared with 35.9% (CR 0%, PR 35.9%) of FP patients
(p=0.78). The median-time-to-progression was 2.5 months in the FH arm and 2.3 months in the
FP arm. The incidence of neutropenia was higher with FP (28%) than with FH (16%; p=0.06);
grade 3 4 nausea and vomiting were more frequent in the FP than in the FH arm (p=0.01 and
p=0.05, respectively). The incidence of increased proteinuria and creatininemia was higher
with FH than with FP;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There were no treatment-
related deaths.

Conclusion
Heptaplatin showed similar effects to cisplatin when combined with 5-FU in advanced gastric
cancer patients with tolerable toxi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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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ation chemotherapy, Advanced gastric cancer,
Heptap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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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ase II Study of Leucovorin, 5-FU and Docetaxel 
Combination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Inoperable or 
Postoperative Relapsed Gastric Cancer

Kwang-Sun Lee, M.D., Ha-Yeon Lee, M.D., Eun-Kyung Park, M.D., Joung-Soon Jang, M.D. and 
Sang-Jae Lee,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o estimate the effect and toxicity of bimonthly 
low-dose leucovorin (LV) and fluorouracil (5-FU) bolus 
plus continuous infusion(LV5FU2) with docetaxel combi-
nation chemotheraphy in patients with inoperable or 
postoperative relapsed gastric cancer. 
  Materials and Methods: Total 27 patients are enrolled in 
this study. LV 20 mg/m2 (bolus), 5FU 400 mg/m2 (bolus), 
5-FU 600 mg/m2 (24-hour continuous infusion) on day 1, 
2, 15, and 16, docetaxel 60 mg/m2 (1-hour infusion) on 
day 15 every 4 weeks. 
  Results: Total of 141 cycles were administered and 
response rate were 36.8% with 2 complete response 
(10.5%) and 5 partial response (26.3%) in 19 evaluable  
patients. The median response duration is 8.1 months

(95% CI, 4.0 12.1). The median progression-free surviv-
al time is 6.7 months (95% CI, 5.0 8.5) and the median 
overall survival time is 11.9 months (95% CI, 4.8 19.1). 
The grade 3-4 toxcity of neutropenia (24.8%) and anemia 
(11.3%), neutropenic fever (2.8%) is observed. The grade  
1 toxcity of injection site reaction is observed all patients 
and the grade 1-2 toxcity of alopecia is observed 60%.
  Conclusions:  LV5FU2 with docetaxel combination che-
motheraphy is effective and tolerable in patients with in-
operable or postoperative relapsed gastric cancer.  (Can-
cer Res Treat. 2008;40:11-15)

  Key Words: Docetaxel, Fluorouracil, Stomach neoplasms

(2008년 40권까지) (2009년 41권부터) (2011년 43(4)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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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Oncology 분야 학술지 중 상위 30%(IF=3.66) 진입을 목표로 정하고 새롭고 영향력이 큰 논문

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연 4회 발간 횟수는 유지되고 있으나 발행일은 2013년

까지 3, 6, 9, 12월 매 말일에서 2014년부터는 1, 4, 7, 10월 매 15일로 변경하였다. 투고 논문 및 게재 승인 

논문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매호 게재논문 수를 10편에서 13편으로 

30% 증편하였고 조만간 ePub ahead of print제도를 운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다. 

또한 Oncology 분야의 국내외 지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학술지 공동 발

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다. 이미 한국임상암학회 학술지와는 2012년 3월에, 대한폐암학회 학술지와

는 2013년 3월부터 통합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13년 45권 1호 학회지 표지부터 공동 

발간에 참여한 학술단체의 로고 3개를 모두 표시함으로써 명확히 밝혔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논문 투고가 지속된다면 향후 목표, 즉 Oncology 분야 학술지 

중 상위 30%권 진입도 머지않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대한암학회지를 통해 본 
암 연구 40년

대한암학회지 게재논문의 시대적 구분에 따른 내용 분석을 통한 

국내 종양학 분야의 연구 내용 변천과 연구 성과

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김 노 경

1970~2003

*  이 글은 대한민국학술원 편, 2004 『한국의 학술연구: 의과학』 대한민국학술원, 288~303쪽에 실린 김노경 선생님의 글을 전재(全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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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종양학 학술활동 주체로서의 대한암학회와 대한암학회지

대한암학회(Korean Cancer Association)는 그 모체인 대한암연구회가 1958년 11월 창립된 후 종양학

이 의학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면서 학회로 발전,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74년 3월 대한암학회로 창립되었다. 지난 30년간 양적, 질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현재 암

질환에 관심이 있고 국내의 기초 및 임상의학의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1,100명의 회원이 활발한 

학술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의 종양전문가들의 연합학회로서 암관련연구와 학술활동의 중

심학회 역할을 하고 있다. 1966년부터 발간된 대한암학회지는 초기에 연 2회씩 발간되었으나, 연구논문

의 증가로 1992년부터 현재는 연 6회 발간되고 있고 국내 암 연구와 학술활동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학

술지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암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의 내용을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국내 암 연구의 양상 및 시기적 변화 추이를 알 수 있고 종양학 분야의 연구 발전과 학

문 변천사를 조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대한암학회지 게재논문의 시대적 구분에 따른 내용 분석을 통한 

    국내 종양학 분야의 연구 내용 변천과 연구 성과(1970~2003년)

지난 30년간 대한암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논문 내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암 

관련 연구의 양상과 시기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대한암학회지 5권 1호

(1970년)로부터 35권 2호(2003년)에 이르기까지 33년간 발표된 논문 중 증례보고와 종설을 제외한 원저

(original article) 1,520편을 대상으로 연구 분야, 연구 방법, 대상질환 및 연구자 특성을 조사 분석하였

으며 각 항목의 시기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발표일자 기준으로 1970년부터 5년 간격으로 시기를 나

누어 분석하였다.

1) 전체 대상 논문의 특성

1970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암학회지에 게재된 원저의 수는 모두 1,520편이었다. 시대별로 발표 논문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들어 논문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2) 연구 분야

1970년부터 2003년까지 발표된 전체 논문을 연구 분야에 따라 기초, 응용기초, 임상으로 나누어 보

았을 때 기초가 412편(27%), 응용기초가 357편(23%), 임상이 751편(50%)으로 임상연구가 반 정도를 차

지하였다(그림 2). 

그림 2. 연구 분야에 따른 논문 비율(197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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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전체 발표 논문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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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기초, 응용기초, 임상 모두 절대논문 편수는 증가하고 있다. 각 

연구 분야의 상대적인 비중에 있어서 실험실 연구기법을 사용한 기초 및 응용기초 분야가 점차 증가하

는 추세이며, 특히 실험 실적 연구기법을 이용하여 임상적 지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응용기초 연구

의 비중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표 1).  

연도 기초 응용기초 임상 총논문수

70년대 13 1 5 19

80~84 10 10 28 48

85~89 39 13 50 102

90~94 133 77 226 436

95~99 152 163 311 626

00-03 65 93 131 289

합계 412 357 751 1,520

표 1. 연도별 연구 분야별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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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도별 연구 분야의 추이

3) 기초연구의 세부주제 분석

기초연구를 세부주제별로 분류하여 

보았을 때 cell line study, genetics, 

cel l  b iolog y,  pharmacolog y, 

pathology가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

었다(그림 4). 

이들 세부주제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부터 cell biology, cancer genetics 연구가 급증하

고 있으며 cell line study와 pharmacology의 경우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그림 5, 표 2).  

그림 4. 기초연구의 세부주제 (1970~2003)

그림 5. 기초연구 세부주제의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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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용기초연구의 세부주제 분석

응용기초연구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90년 이전에는 그 비중이 낮았으나 1990년

대 들어 급증하고 있다.

실험 연구 내용에 따른 분석

응용기초연구의 실험 내용은 cancer 

genetics와 pathology 연구가 차지하는 비

율이 기초연구에 비해 높았다. 그 외 cell 

biology와 immunology 연구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6).

세부주제 70년대 80~84 85~89 90~94 95~99 00~03 합계

Cell biology cell cycle 0 0 0 2 8 5 15

apoptosis 0 0 0 0 10 11 21

invasion 0 0 0 1 6 4 11

angiogenesis 0 0 0 2 6 1 9

Genetics oncogene 1 0 1 21 18 6 47

tumor suppressor gene 0 0 0 6 7 0 13

cytogenetics 0 1 0 3 10 4 18

Immunology 6 0 1 10 15 4 36

Cell line study 6 5 14 33 24 11 93

Pathology 0 0 1 14 21 7 43

Etiology 0 1 4 8 10 3 26

Pharmacology 0 1 9 29 10 2 51

Epidemiology 0 2 6 0 5 6 19

Unclassified 0 0 3 4 2 1 10

합계 13 10 39 133 152 65 412

표 2. 기초연구의 세부주제별 논문 수 

그림 6. 응용기초연구의 실험 내용 (197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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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기초연구의 실험 내용을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기초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들어 cell 

biology와 genetics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7, 표 3). 

그림 7. 응용기초연구 실험 내용의 연도별 추이

70년대 80~84 85~89 90~94 95~99 00~03 합계

Cell biology cell cycle 0 0 0 1 3 3 7

apoptosis 0 0 0 1 5 6 12

invasion 0 0 0 2 6 1 9

angiogenesis 0 0 0 0 5 4 9

Cancer genetics oncogene 0 0 1 6 33 18 58

tumor suppressor gene 0 0 0 5 7 1 13

cytogenetics 0 0 0 5 8 8 21

tumor immunology 1 0 0 6 16 5 28

cell line study 0 4 0 4 5 7 20

Pathology 0 0 0 9 44 22 75

Etiology 0 0 0 0 7 0 7

Pharmacology 0 1 1 2 4 3 11

Epidemiology 0 1 0 0 9 9 19

Unclassified 0 4 11 36 11 6 68

합계 1 10 13 77 163 93 357

표 3. 응용기초연구의 실험 내용별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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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지표에 따른 분석

응용기초연구를 임상지표에 따라 분석해보았을 때 점차 예후나 치료 성적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8).

5) 임상연구의 세부주제 분석

임상연구의 세부주제로는 

chemotherapy, clinical feature, 

surgery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

았다(그림 9). 

그림 8. 응용기초연구에서 다룬 임상적 지표의 추이

그림 9. 임상연구의 세부주제(197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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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이를 관찰하였을 때 clinical feature에 대한 논문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치료, 특히 

chemotherapy에 관련된 논문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0, 표 4).

그림 10. 임상연구 세부주제의 연도별 추이

surgery radiation
Chemo

therapy

combination 

therapy

supportive 

care
Diagnosis

질병

특성
기타 합계

70년대 0 0 1 1 1 1 1 6

80~84 5 6 3 0 6 3 5 28

85~89 10 4 10 5 3 3 11 4 50

90~94 31 10 71 9 14 5 63 23 226

95~99 64 4 97 27 27 18 60 14 311

00~03 16 18 54 11 5 5 17 5 131

합계 126 42 236 53 49 38 155 52 751

표 4. 임상연구 세부주제별 논문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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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상연구의 연구방법

임상연구의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점차 전향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11).

임상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case series가 71%로 가장 많았고 phase II clinical trial이 

13%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다(그림 12).

그림 11. 임상연구 중 전향적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연도별 추이)

그림 12. 임상연구 방법(197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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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case series는 점차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1990년대부터 phase II clinical 

trial의 비중이 많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3).

7) 연구대상 암종의 변화

지난 30년간 질환에 따른 논문의 

분포를 보면 stomach cancer가 24%

로 가장 많았고 breast cancer 16%, 

hemtologic malignancy 11%, lung 

cancer 9%, liver cancer 6%의 순서였

다(그림 14).

그림 13. 임상연구 방법의 연도별 추이

그림 14. 연구대상 암종(1970~2003) 

(H&N: head and neck cancer, GU: genitourinary cancer, GY: gynecolog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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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6가지 암의 논문 편수에 있어서의 상대적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는 stomach 

cancer와 cervix cancer에 대한 논문이 주류를 이루어왔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감소 추세에 있고  

breast cancer 및 lung cancer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그림 15). 

8) 연구자에 따른 분류

단독/공동연구 

점차 공동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다기관 공동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6).

 

그림 15. 주요 암의 시대별 변화 추이

그림 16. 단독/공동연구의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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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별 분류

지난 30년간 대한암학회지에 40개 이상

의 논문을 발표한 기관은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원자력병원, 고려대, 울산대, 고

신대, 계명대, 한림대, 충남대, 전남대 등 총 

11개였다(그림 17).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서울대가 62% 정도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

였으나 1995년 이후에는 10% 내외로 감소

하였고 대신 다양한 기관에서 논문이 발표

되었다

제 1저자의 과별분류

1970년 이후부터 2003년까지 제 1저자의 소속 과는 내과 33%, 외과 31%로 두 개의 과가 64%를 차지하

고 있다. 두 과를 제외하면 해부병리과(10%), 치료방사선과의 순서로 많은 논문을 게재하였다(그림 18).

이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는 외과 및 해부병리과에서 발표를 많이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내과의 발표 비중이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는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7. 발표기관별 논문 수(1970~2003)

그림 18. 제1저자의 소속 과별 논문 편수(197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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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990년대부터 대한암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 수가 급증하고 있다.

2) 기초 및 응용기초 논문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실험실 연구와 임상적 지표를 연계하는 응

용기초 논문의 증가가 뚜렷하다.

3) 기초연구의 경우 1990년대부터 cell biology, cancer genetics의 연구가 활발하다.

4) 응용기초연구에서도 기초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임상적 지표로는 과거에는 증례 분석이나 

임상상과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예후나 치료 성적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5) 임상연구에 있어서는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논문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임상연구의 대다수는 

case series였으나 1990년 이후 점차 임상시험, 특히 2상 임상시험이 증가하고 있다.

6) 연구 대상이 되는 종양은 1970년대에는 위암, 자궁암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유방암, 폐암에 대한 

논문이 증가 추세이다.

7) 과거에는 대부분의 연구가 단독연구였으나 점차 공동연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다기관 공동연구

의 증가가 뚜렷한 추세이다.

8) 논문 발표기관으로는 과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10% 내외

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고 다양한 연구기관에서의 논문 발표가 증가하였다.

9) 발표자의 소속과로는 외과, 내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내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암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분석방법은 2004년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발간된 

한국의 학술연구 중 제4편 자연과학 부분에서 다루어진 2003년까지의 자료와 비교하기 위하여 같은 형

식과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시기적으로 2004년 이전과 이후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같은 방법

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정확한 연구의 동향을 보고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이

루어진 암 관련 연구의 양상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한암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대한암학회지 36권 1호(2004년)부터 45권 4호(2013년)까지 10년간 발표된 논문 중에

서 증례보고와 종설을 제외한 원저(original article) 304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분야, 연구방법, 대상

질환 및 연구자 특성으로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대한암학회지 게재논문의 시대적 구분에 따른 내용 분석을 통한 

국내 종양학 분야의 연구 내용 변천과 연구 성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이 명 아

2004~2013



154

 | Ⅱ 연구·학술 및 대외활동 |

 155

 | 대한암학회 40년사 |

1. 전체 대상논문의 특성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암학회지에 게재된 원저의 수는 모두 

304편이었다. 

과거의 기록과 비교하였을 때 게재된 논문의 수는 현저하게 저하

되었다. 논문 수는 1900년대의 연당 평균 87~125편에서 연당 20~40

건으로 감소하여 1980년대의 수준으로 저하되었다. 2000년대 이후 

국내 암 연구가 활성화되어 수많은 임상연구가 시행되고 translational 

research가 발달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의외의 수치이지만, 당시부터

는 국내 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가 국내 발표보다는 해외 주요 학회

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대다수의 연구자가 국내 학술지보다는 

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여러 주요 평가에서 한국인 연구자의 

SCI 학술지 발표 수와 인용지수가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 발표 수가 감소하면서 암학회지는 2006년도부터 연 6회의 발행 

횟수를 연 4회로 줄였다. 

2. 연구분야

연구분야에 따라 기초, 응용기초, 임상으로 나누어보았을 때 기초가 55편(18.5%), 응용기초가 67편

(22.6%), 임상이 175편(58.9%)이었다.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기초분야보다 응용기초의 연구가 늘어나서 단순 실험실 연구보다 실제 임상에

서 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상연구에 관한 연구 결과가 58.9%로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보고에 한한 분석으로 해석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근에 기초연구보다는 임

상연구 결과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0년 이후 다양한 항암제와 표적치료제가 개

발되고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으

로 보여진다. 의뢰사 주도 임상연구뿐 아니라 각 기관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분석한 후향적 분석 임

상연구 결과 보고 또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암 연구의 방향이 과거 기초실험실에서 시행되던 것이 점

차적으로 임상에서 실제로 유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 기초 응용기초 임상

2004 10 15 21

2005 6 13 21

2006 11 7 15

2007 6 2 15

2008 4 5 19

2009 5 6 9

2010 4 6 14

2011 4 3 21

2012 2 4 18

2013 3 6 22

연구분야별 논문편수

18.5%

22.6%58.9%

기초

응용기초

임상

연도 논문 편수

2004 47

2005 45

2006 33

2007 23

2008 28

2009 21

2010 24

2011 28

2012 24

2013 31

연도별 논문 편수

연도 논문 편수

2000~2005 381

2006~2010 129

2011~2013 83

연도별 논문편수

3. 기초연구와 응용기초의 세부주제 분석

과거의 연구가 cell biology와 genetics를 중심으로 oncogenesis 혹은 cancer biology를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하였다면, 최근에는 biomarker 개발을 위한 genomics/proteomics 연구로 집중되는 경향

이 있다. 한편 epidemiology 연구는 과거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보고되고 있는데 과거의 연구가 주로 

한 질병의 국내 발병빈도와 질병 경과, 치료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면 최근에는 한국인만의 특성 혹은 

특정군에서의 차이점 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 경향을 보였다.   

4. 임상연구 분석

임상연구의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에 치료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과거의 결과와 비교하였

을 때 진단에 관한 연구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과거부터 증가해온 치료법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990년대에 급속히 증가한 조직학적 예후인자에 관한 

연구는 과거보다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여전히 관심 분야 중 하나이며 최근에는 구체적인 biomarker

를 개발하는 연구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국가에서 주관하는 암 등록사업과 조

기 검진, 위험인자 분석 등과 같은 역학 연구가 활발 해지고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학회가 생



156

 | Ⅱ 연구·학술 및 대외활동 |

 157

 | 대한암학회 40년사 |

5. 연구대상 분류

연구 대상 암종은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stomach cancer가 23.3%로 가장 많

았다. 그러나 이어지는 breast cancer, 

hematologic malignancy, lung, liver 순서는 

바뀌어서 lung cancer와 colorectal cancer

가 16.3%, 15.5%로 과거 9%, 7%에 비하여 연

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breast cancer는 

10.6%로 다소 감소하였다. Stomach cancer

는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는 

암종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lung cancer와 colorectal cancer에 대

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prostate ca를 비롯한 비뇨기 종양의 연구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제1저자가 속한 과의 분류를 보았을 때 여전히 혈액종양내과가 3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의 내용이 주로 치료 분야 중에서도 항암제 연구가 많았다는 사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외과의 경우 과거 2000년대 이전에는 내과와 비슷한 정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지만 최근에

는 6.7%만을 차지하였고, 방사선종양학과가 11.7%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종

겨나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는 임상 양상 분석에 관한 연구가 좀 더 세분화되는 양상

을 나타내고 있다. 

치료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항암제 연구이며, 과거의 경향에 비하여

야 수술법에 관한 연구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대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도입된 다양한 최신 방사선

치료 기술방법과 임상적 적용에 의하여 방사선 치료에 관한 연구 결과가 중가하였다. 환자의 치료뿐 아

니라 삶의 질까지 중요시하는 치료 개념이 대두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supportive care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GY

breast

upper GI

H-B-P

lower GI

lung

H&N

GU

hematology

sarcoma

9%4.5%

2.9%
3.7%

10.6%

23.3%

4.9%
15.5%

16.3%

4.9%

4.5%

단일기관

다기관

전향적

후향적

86.2%

13.8%

71.4%

28.6%

진단

치료

예후

임상 양상

17.1%

38.4%

11.6%

9.3%

13.4%
7.3%7.8%

43.85%

21.5%

26.9%

수술

방사선

항암제

기타 

biomarker

supportive

임상연구의 방법에서 보았을 때 과거에 비하여 다시 전향적 연구의 비중이 저하되고 후향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기관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 전향적, 다기관 연

구가 감소하였다기보다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다기관, 전향적 연구의 경우 해외 SCI급 학술지에 연구 결

과를 보고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국내 학술지의 경우 단일기관 후향적 분석 결과를 게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암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나 외국기관과의 공동

연구, 해외 학회에서의 한국인 연구자 발표 건수가 기하급수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암 연구의 발

전과 달리 국내 학술지로 분류된 암학회지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논문수가 게재되었던 것 같다. 

최근 SCI 논문으로 등재되기 시작하면서 전향적, 다기관 연구 결과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암학회지의 논문의 경향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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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서 다학제 치료의 개념 도입과 함께 방사선 치료의 비중이 커지고 새로운 방사선 기술이 발달하여 

방사선 치료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사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최근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해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보고도 있었다.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

생명과학분야

병리

외과

산부인과

예방의학

소아청소년

비뇨기과

신경외과

39%

5%

1.3%

11.7%10.7%

10.7%

6.7%

6.7%

4%

2.3%

2.3%

6. 요약

1) 2004년 이후 암학회지를 토대로 분석하였을 때 논문 수는 감소하였기 때문에 자칫 암 연구가 위축

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4년 이후 소개된 다양한 항암제, 표적치료제, 신기술 치

료법 등으로 인하여 국내 연구자들의 임상시험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다기

관, 전향적, 대규모 연구와 함께 새로운 진단, 치료법을 기본으로 하는 1, 2상 임상연구와 pilot 연구의 결

과가 국내 학술지가 아닌 해외 SCI 급 학술지로 보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 이후 국내 

연구자들의 SCI 게재 수가 증가하였고 식약청에 보고된 항암제 임상시험의 건수가 급증하였으며 암학

회에서 주최한 각종 학술대회와 세미나, 심포지엄의 규모와 내용이 근거가 될 수 있겠다. 

2) 암 연구의 경향은 점차로 기초에서 임상으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이며 이를 위한 응용기초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 내용이 진단이나 발암 기전을 다루는 것보다 치료와 예후 쪽으로 

흐르면서 특히 맞춤 치료를 위한 biomarker 개발을 위한 노력과 함께 genomics/proteomics 연구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3) 국내 다빈도 암종의 순위가 바뀌었듯이 연구 대상이 되는 암종에도 변화가 있어 최근 폐암과 대장

암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위암은 여전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

이고 있다. 

4) 암 연구 분야에서 치료법의 개발은 주로 약물요법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항암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는 가운데 신기술 개발로 인한 방사선 치료의 개발이 눈부시게 발전되고 다학제 진료가 활성화되

면서 방사선 치료 분야에서의 연구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수술적 치료법에 대한 연구는 감소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 임상연구가 대부분 다기관,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암학회지를 기초로 분석한 연구에

는 단일기관, 후향적 분석이 대부분인데 이는 1)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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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1974~2013)

1974년 5월 서울대병원 강당에서 ‘암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관한 심포지엄’과 19편의 일반  연제로 제1

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970~80년대 후반까지 주로 서울대병원 강당과 대한교육보험 강당에서 학

술대회를 개최해오다 1990년 해외 석학들을 초빙하고 심포지엄과 발표 연제가 늘어나면서 대회 규모와 

수준도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매년 6월 개최되는 정기학술대회는 Plenary lecture와 심포지엄, 구연과 포스터 전시 등 다양한 내용

으로 구성하였으며 1997년에는 기초연구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회 일정을 하루에서 

2일로 연장하여 첫날은 기초 및 중개연구, 둘째 날은 임상연구 논문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학회의 저변 확대 및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는 분기점이 되었다.             

2007년부터 기초 및 임상 암관련학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학문 간, 회원 간 상호 교류 증진

과 원활한 공동연구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였다. 

추계 학술대회는 1993년 11월 ‘Supportive care in cancer patients’의 주제로 제1회 대회를 시작하여 

Plenary lecture와 심포지엄 위주로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2. 대한암학회 연례 학술대회/추계심포지엄/동계 Workshop 개최 현황 

연도 회차 일자 장소 연제 수 참석자 수 비고

1974 1회   1974.5.4   서울대학교병원 19

1975 2회   1975.6.28   서울대학교병원 9

1976 3회    1976.6.26   서울대학교병원 20

1977 4회   1977.5.28   서울대학교병원 33

1978 5회   1978.5.31   서울대보건대학원 33

1979 6회   1979.9.22   서울대학교병원 31

1980 7회   1980.10.4   서울대학교병원 31

1981 8회   1981.9.21   서울대학교병원 32

1982 9회   1982.5.29   서울대학교병원 29

1983 10회   1983.6.3   서울대학교병원 32

1984 11회   1984.5.25   대한교육보험 40

1985 12회   1985.5.24   롯데호텔 38

1986 13회   1986.5.24   서울대학교병원 56

1988 14회   1988.6.17   대한교육보험 53  185 

1989 15회     1989.6.23   대한교육보험 54

1990 16회   1990.6.15   신라호텔 83  285 

1991 17회   1991.6.14   신라호텔 83  300 

1992 18회   1992.6.12   롯데월드호텔 83  301 

1993 19회   1993.6.11   신라호텔 117  346 

1994 20회   1994.6.10   신라호텔 102  336 

1995 21회   1995.6.9   신라호텔 150  472 

1996 22회   1996.6.14   하얏트호텔 141  447 

1997 23회   1997.6.13~6.14   신라호텔 164  690 

1998 24회   1998.6.12~6.13   롯데호텔 152  619 

1999 25회   1999.6.11~6.12   롯데호텔 230  634 

1) 연례 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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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회차 일자 장소 연제 수 참석자 수 비고

1993 1회 1993.12.3 서울대학교병원 7  120 

1994 2회 1994.12.2 서울아산병원 7  207 

1995 3회 1995.11.24 서울아산병원 8  121 

1996 4회 1996.11.29 서울아산병원 11  207 

1997 5회 1997.11.28 롯데월드호텔 12  269 

1998 6회 1998.12.4 서울롯데호텔 14  292 

1999 7회 1999.12.3 신라호텔 19  234 

2000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않음 

연도 회차 일자 장소 연제 수 참석자 수 비고

2009 1회 2009.2.21 서울대 치과병원 12  307 

2010 2회 2010.1.30 삼성서울병원 12  220 

2011 3회 2011.1.22 서울대 치과병원 17  183 

2012 4회 2012.2.12 서울대 치과병원 14  265 

2013 5회 2013.1.26 서울대 어린이병원 14  295 

2014 6회 2014.1.25 서울성모병원 15  242 

2) 추계심포지엄 

3) 동계 Workshop 

연도 회차 일자 장소 연제 수 참석자 수 비고

2000 26회   2000.6.8~9   서울롯데호텔 224  618 

2001 27회   2001.6.7~8   롯데월드호텔 256  761 

2002 28회   2002.6.20~21   서울롯데호텔 296  732 

2003 29회    2003.6.10   서울롯데호텔 111  544 

ACOS로 인하여 1일 개최, 

기초분야만 발표/임상분야는

ACOS에서 발표 

2004 30회   2004.6.9~10   서울롯데호텔 250  850 

2005 31회   2005.6.9~10   서울롯데호텔 284  988 

2006 32회    2006.6.15~16   서울롯데호텔 302  915 

2007 33회   2007.6.14~15   서울롯데호텔 217  1,073 

2008 34회   2008.6.12~13   그랜드힐튼호텔 203  950 

2009 35회   2009.6.11~12   서울롯데호텔 247  972 

2010 36회   2010.6.10~11   서울롯데호텔 250  872 

2011 37회    2011.6.16~17   서울롯데호텔 239  873 

2012 38회   2012.6.13   COEX 91  337 

ACOS로 인하여 1일 개최, 

기초분야만 발표/임상분야는

ACOS에서 발표 

2013 39회   2013.6.13~14   서울롯데호텔 268  1,144 

연도 회차 일자 장소 연제 수 참석자 수 비고

2001 8회 2001.11.30. 신라호텔 20  278 

2002 9회 2002.11.29. 신라호텔 24  338 

2004 10회 2004.11.19. 서울롯데호텔 24  371 

2006 11회 2006.11.15. 서울롯데호텔 24  307 

2007 12회 2007.11.9. 서울롯데호텔 31  429 

2008 13회 2008.11.21. 서울롯데호텔 24  497 

2009 14회 2009.11.20. 서울롯데호텔 19  455 

2010 15회 2010.11.19. 서울롯데호텔 24  415 

2011 16회 2011.11.18. 서울롯데호텔 26  496 

2012 17회  2012.11.16. 서울롯데호텔 34  712 

2013 18회  2013.11.22. 서울롯데호텔 38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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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ion for International Cancer Control(UICC)      

1933년 설립된 암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비정부 단체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

계 90개국 280개 이상의 암 연구기관 및 암 관련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암학회는 2008년 정회원으

로 가입하여 암예방, 암 퇴치, 전 세계 암관리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3) Asian Clinical Oncology Society(ACOS)

1991년 10월 일본 Osaka에서 Dr. Tetsuo Taguchi의 주도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암 연구자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총 19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APFOCC와 함께 아시아 지역을 대표

하는 암 관련 학술단체로 APCC와 격년제로 2년 마다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며 ACOS Conference를 개

최해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3년 6차 대회(조직위원장 조경삼)와 2012년 10차 대회(조직위원장 김열홍)를 개최하였

고 김열홍, 양한광, 원종호, 성진실, 이우용 교수가 Council member로 활동하고 있다.  

2. 국제학술대회 개최 현황 

대회명 개최일시 장소 연제 수 참가국 참가자 조직위원장

8th Asia Pacific Cancer Conference 
1987.

9.14~19

Seoul 

Lotte Hotel
463 29 1,232 김진복

AACR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2001. 

9.10~14

Seoul 

Lotte Hotel
130 20 500 박재갑

6th Asia Clinical Oncology Society
2003.

11.17~19

Seoul 

Lotte Hotel
219 19 520 조경삼

18th Asia Pacific Cancer 

Conference

2005. 

9.7~9

Seoul 

Lotte Hotel
440 28 1,167 노재경

12th World Conference on Lung 

Cancer
2007.9.2~6 COEX 1,286 84 4,881 이진수

4th Asia Pacific Lung Cancer 

Conference 

2010. 

12.2~4 
COEX 250 26 1,016 박근칠

10th Asia Clinical Oncology Society  
2012.

6.13~15
COEX 462 32 1,774 김열홍

1. 국제암기구와의 교류   

1)  Asian and Pacific Federation of Organizations for Cancer Research and 

Control(APFOCC)

1972년 일본 도쿄대학교 병리학과 교수인 Dr. Kunio Ohta에 의하여 AFOCC(Asian Federation of 

Organizations for Cancer Research and Control)가 설립되었고 1973년 제1회 Asia Pacific Cancer 

Conference(APCC)를 개최하였다. 이후 1979년 APFOCC로 기구명을 변경하였고 대한암학회는 1979년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1996~2000년 한국의 김진복 교수가 사무총장을 맡았고 이후 2012년 부터는 

노재경 교수가 APFOCC의 사무총장에 위촉되어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의 암 관리 사업에 동참하며 상

호 교류 증진에 힘쓰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총 16개국의 21개 암 관련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매 2년마다 아

시아·태평양암학회(APCC)를 순회 개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7년 8차 대회(조직위원장 김진복)와 

2005년 18차 대회(조직위원장 노재경)를 개최하였고, 또다시 2017년 24차 APCC를 유치하여 대한암학회

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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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th WCLC(2007) 4th APLCC(2010)

10th ACOS(2012)

8th APCC(1987) AACR  International Conference(2001)

6th ACOS(2003) 18th APCC(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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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 제 1회 癌중모색 희망 캠페인 

1) 암예방을 위한 7가지 생활 수칙 발표  

대한암학회가 암 전문가 학술단체로서 

암 치료 개선을 위해 연구, 노력하는 신뢰

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

게 보여주고 암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암은 극복 가능한 질병이라는 희

망을 전달하고자 2003년 6월 ‘癌중희망모

색’을 슬로건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다. 

2003, 2004년 2회에 걸쳐 대한암학회 주

최로 개최된 ‘癌중모색 희망캠페인’은 이후 

대한암협회로 사업이 이관되었다.   

5.
사회활동 및 홍보활동

癌중모색 희망캠페인 기사

2) 癌중모색 희망의 밤  

암환자와 가족들, 복지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환자들의 암 극복 체험 발표와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

수 조성모씨의 미니 콘서트를 개최하여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 

지방과 칼로리를 

제한하라 

너무 짜고 맵거나 불에 직접 

태운 음식을 삼간다 

과일, 채소 및 곡물류를 

충분히 섭취하라

적당한 운동을 하되 

무리하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한다 

과도한 양의 알코올 

섭취를 제안하라

홍보대사 가수 조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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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회 암 극복 수기 공모 및 수기 공모집 발간

제2회 암희망상 수상자는 ‘임신 중 유방암 2기를 진단받았으나 암 제거 수술 시행 후 출산에 성공하

고 출산 후 항암 및 방사선 치료로 암을 극복’한 백경혜씨가 대상에 선정되었다. 또한 암환자들의 성공

적 투병 사례를 담은 책자『나는 행복한 암환자입니다』를 발간하였다. 

3) 제1회 암언론상 제정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언론인(단체)에

게 시상하는 상이다. 제1회 암언론상 수상자로는 과도한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암환자들을 통하여 

현 의료제도 보험급여의 문제점과 검증받지 못한 의료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KBS ‘추적 60분’팀(파산

이냐,  죽음이냐, 벼랑 끝 암환자들)이 선정되었다. 

4) 제1회 암 극복 수기 공모 

암환자들의 암 극복 체험 수기를 공모하여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암을 극복하여 암환자와 가족들

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주인공을 선정하여 암희망상을 시상하였다.

제1회 암희망상 대상 수상자로는  백혈병을 극복하고 소아암 환자를 돌보며 사회복지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수경씨를 선정하였다.

2. 2004년 제2회 癌중모색 희망 캠페인   

1) 7대 암 가이드라인 발표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5대 암 가이드라인에 폐

암, 전립선암을 추가한 7대 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

여 국민들에게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암환자를 위한  KBS 열린음악회 개최

2004년 6월 20일 KBS 홀에서 암환자들과 가족

들, 의료진, 학회 임원진들을 초청하여 가족음악회

로 개최하였다.

3) 제2회 암언론상

각 질환별로 암을 극복한 7명의 투병 사연을 담

은  KBS 생로병사 ‘7인의 생명일기’가 선정되었다. 

암 극복 수기 공모집(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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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행물 발간   
 

1) NCCN-Korea Cancer 가이드라인   

미국의 NCCN을 초청하여 NCCN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한국인에 맞는 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논의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대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NCCN-Korea Cancer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였다.   

The Task Force for the Korean Guidelines in Oncology의 독자적인 기구를 발족하여 대한암학회, 

국립암센터, 대한항암요법연구회의 공동 후원으로 개최하였다. 2007년 1회 대회는 결장암과 비소세포 

폐암, 2009년 2회 대회는 직장암과, 유방암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2) 온코링크 환자 가이드북 - 폐암 (2013년)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암 정보 제공기관인 온코링크에서 만

든 환자 가이드북『폐암』은 폐암환자와 가족들에게 치료에 도움

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든 책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

도록 한국어로 쉽게 번역 발간하였다. 

               

3) 금연 가이드라인 및 암예방을 위한 영양과 운동 가이드라인(2013년) 

미국암학회와 합의하에 미국암학회에서 발간한 금연 가이드라인 3종과 암예방을 위한 영양과 운동 

가이드라인을 한국어로 번역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대한암학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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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연 구 비  대 상 
선정

인원
시행연도 재원 

1
대한암학회 

조사연구비
 800만원 

 한국인의 암의 특성을 역학적, 임상적, 

기초적인 방법등으로 진행하는 연구  
1 1997~2004 대한암학회

2
대한암학회 

릴리 학술 연구비
 1,000만원 

 종양학의 기초 및 임상연구, 

만 45세 이하 연구자  
1 2001~2003 릴리

3

대한암학회 

머크세로노 

암학술연구비

 2,000만원  각1,000만원 
 종양학의 기초 및 임상연구, 

만 40세 이하  연구자  
2 2009~2010 머크

4

대한암학회 

노바티스 

암학술 연구비

 1,000만원  신경내분비종양을 대상으로 한 연구  1 2010~2011 노바티스

명 칭  지 원 금  대 상 선정인원 시행연도 재원 

1 GSK 암예방 기금  
6억원

(2억 * 3회) 

1인 최대 

500만원

암역학, 암예방, 바이러스와 암 분야의 

해외 학회 참석 경비 및 단기간의 

해외연수경비 지원 

159 2006~2011 GSK 

2. 연구비 

3 국제대회 참가경비 지원

명 칭 
상금

총액 
상금 대 상 

선정

인원
시행연도 재원

1

대한암학회 

한국암연구재단

학술상

 500만원 

 각 250만원 
 전년도 1~12월까지 대한암학회지에 

게재된 기초 및 임상논문   
2 1998~2000

한국암연구

재단
 500만원 

 전년도 1~12월까지 대한암학회지에 

게재된 기초논문   
1 2001~현재 

2
대한암학회 

GSK학술상
 1,000만원  각 100만원 

 매년 6월 대한암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초록 중 우수초록   
10 1999~현재 GSK    

3

대한암학회 

사노피-아벤티스 

학술상

 1,000만원  각 200만원 
 전년도 1~12월까지 대한암학회지에 

게재된 translation 및 임상논문   
5 2001~2013 사노피

4
대한암학회 

SK 학술상
 1,000만원  각 500만원 

 전년도 국내외 SCI 학술지에 암학회지를

인용 발표한 기초 및 임상논문  
2 2001~2003 SK제약

5
대한암학회 

로슈 종양학술상
 1,000만원   각 250만원 

 전년도 1~12월까지 SCI 해외 학술지에 

논문 발표한 연구자  
4 2001~2003 한국로슈

6
  대한암학회 

우수연구자상
 1,000만원  각 250만원 

 전년도 국내외 SCI 학술지에 암학회지를  

인용 발표한 기초 및 임상논문  
4

2004 에버케어 

2005~2011 대한암학회

 1. 학술상  

대한암학회 주관 학술상 및 

연구비, 국제대회 참가 지원 사업 시행 현황

6.
학술상 및 연구비 지원

명 칭 
상금

총액 
상금 대 상 

선정

인원
시행연도 재원

7
대한암학회 

기초우수논문상
 500만원  각 250만원 

전년도 1~12월까지 대한암학회지에 

게재된 기초논문   
2 2009~현재 대한암학회

8
대한암학회 

로슈 암학술상
 2,000만원  각 200만원 

전년도 1~12월까지 대한암학회지에 

게재된 임상 및 중개연구 논문   
10 2009~현재 로슈

9
대한암학회 

우수논문상
 1,000만원  각 500만원 

1) 전년도 1월 ~12월까지 최고 IF SCI 

학술지 또는 분야별 SCI 논문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학회지에 암학회지를 인용하여 

발표한 논문  2) 전년도 1~12월까지 

다수의 SCI 학술지에 암학회지를 

인용하여 발표한 연구자  

2 2009~2011 한국릴리

10

대한암학회 

머크세로노 암학

술상

 600만원  각 200만원 
전년도 1~12월까지 대한암학회지에 

게재된 대장암과 두경부암 임상논문   
3 2010~현재 머크

11
대한암학회 광동 

우수논문 학술상
 1,500만원  각 500만원 

국내외 SCI 등재 학술지 중 ① 최고 IF 

학술지에 암학회지를 인용한 기초 및 

임상논문 ② 다수의 SCI 등재 학술지에 

암학회지를 인용 발표한 연구책임자   

3 2012~현재 광동제약

현재: 201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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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근  1989~92년 부회장, 1993년 회장

기록에 의하면 선생님께서는 암학회의 전신인 암연구회 시절부터 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당시 이야기부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초창기 멤버는 일곱 분인데… 윤일선 선생님, 이제구 선생님, 연세대학교에 계시던 민

광식 교수, 그리고 은퇴하고 와룡동에 중앙산부인과 병원을 개업했던 김석환 교수. 그 다음에 연세대학

의 김동식 교수, 우석의대의 최일훈 교수, 이화대학의 현인섭 교수. 이런 분들이 만나서 의논하는 걸 내

가 들었거든요. 그때 발기인들이 모여서 연구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열심히 하신 분

이 산부인과 하시는 김석환 교수예요. 그래서 연구회 모임을 주로 김석환 선생님 병원에서 했어요. 내 

기억에는 2층 홀에서 한 40~50명이 모여서 연구회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의과대학을 

1958년에 졸업하고 1964년도에 서울대학교 강사로 들어왔으니까 그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총무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총무를 맡은 것은 미국에서 돌아온 후니까 1971년 이후의 일이에요. 암연구회 시절에는 총무 역할이 

아니라 총무 비서 역할을, 그러니까 이제구 선생님의 심부름을 했습니다.(웃음) 연구회 때는 총무 담당

이 이제구 선생님이셨고 학술 담당이 진병호 선생님이셨어요. 윤일선 선생님은 회장이셨고. 그런데 주

로 두 분이 일을 하셨지만 크게 활동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술대회 비슷하게 한 것은 김석

환 선생님의 병원 2층 강당에서 시작하면서, 그때 되어서야 활발해졌어요.

선생님께서 미국 다녀오신 이후에 암연구회가 암학회로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1968년 무렵 연구회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구 선생님이 날 보고 미국암학회

(American cancer society)에서 하는 펠로우십이 있는데 그걸 가라고 하시더군요. 거기서 학회 운영이

라든지, 연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차이나 메디컬보드

(China Medical Board, CMB)라고 학교에서 유학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일대학으로 간다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보하고 거기를 먼저 다녀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구 선생님

이 학장으로 계실 때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미국암학회 초청 펠로우십을 다녀와서 그 다음 해에 차

이나 메디컬보드로 미국에 가서 3년간 있다 왔지요.

 | Ⅲ 역대 임원 및 원로교수에게 듣는 대한암학회 4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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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학회 초청 펠로우십을 함께 다녀오신 분은 없었습니까?

미 암학회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일대에서 한 열댓 명을 펠로우로 데리고 왔어요. 우리나라

에서는 나 말고도 세 사람이 더 갔는데 우석의대의 최일훈 교수, 경북의대의 이태호 교수, 그리고 고려병

원의 유두열 선생이라고 나보다 2년 선배, 그렇게 넷이 같이 갔어요. 한 6개월 미국에 있으면서 연구기관

을 다 돌고 미 암학회 운영방식, 학회 진행 이런 것들을 전부 봤어요. 하와이에서부터 연구기관을 다 돌

았죠. 엠디앤더슨 암병원도 봤고, 폭스 체이스 암센터(Fox Chase Cancer Center), 코넬대학 메디컬센터

에서 하고 있는 뉴욕 메모리얼 암센터에도 갔습니다. 덴버의 콜로라도대학에서는 장기 이식하는 것을 

봤는데, 당시에는 암 치료에 절대적인 것이 장기 이식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화학치료를 하는 기관을 보여주더군요. 그 전까지는 수술밖에 없었는데, 처음 화

학요법과 엑스레이 치료를 시작할 때예요. UCLA에서 화학요법을 쓰는데 산소 탱크에 넣어가지고 방사

능 치료를 해서 화학요법을 쓰더군요. 왜냐하면 암세포가 산소에 약하니까 산소를 쪼이면 그 세포가 줄

어들고 그때 치료하는 걸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한 6개월 동안 돌아다니고 펠로우 수료증을 받고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암학회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윤일선, 이제구 선생님께 다 보고를 했어요.

선생님을 미국에 보내셨던 것에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런 경험들이 선생님께서 암 연구에 관심을 가지

셨던 계기가 되었을 것 같고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사람을 보낸 것도 암학회의 키 멤버가 되라는 뜻 같은데 최 선생하고 유두열 선생

은 미국에 남았고, 이태호 선생이 산부인과 과장으로 있으면서 도움을 주셨지요. 그리고 돌아온 다음 

CMB로 휴스턴 Texas Medical Center, 엠디앤더슨 암병원에 가면서 암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 유명한 교수들이 많았는데 한국인으로서는 장석철 선생이라고 거기서 세포병리학 과장을 하고 있

었지요. 그때 이미 세포병리학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앞서 언급했던 김석환 선생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거든요. 그게 계기가 되었어요. 암연구회 시절에 열심히 도와주던 레오폴드 코스(Leopold 

Koss)라는 미국 교수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나중에 뉴욕대학 교수로 가지만 여기서는 군의관으로 있었

어요. 그런데 이분이 세계적인 세포 병리학자예요. 그래서 김석환 선생님이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초창

기에 세포 병리 공부를 했지요.

그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두 분이 많은 교류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뉴욕대학으로 돌아가고 나서 김석환 선생님도 뉴욕대학에 가서 세포 병

리 공부를 하시고 돌아왔지요. 돌아오셔서 서울대학교 산부인과 안에 세포 병리, 그러니까 자궁 도말 

표본 있죠? 그걸 아마 김석환 선생님이 처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휴스턴에 가 보니까 장석철 선생

이 서울대 선배인데 엠디앤더슨, 그 유명한 암센터에서 세포 병리 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세포 병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죠. 그때까지는 주로 부검하고 조직 검사만 하는 조직 병

리만 했지 세포 병리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래서 김석환 선생님이 서울대에서 세포병리

를 시작하셨고, 제가 1971년 미국에서 돌아와서 산부인과에 있는 세포 병리를 인수해서 세포병리학 검

사실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암학회 창립 당시에 역할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

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대개는 수술하는 외과 선생님이 주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병리학 선생님이 많았죠. 그 무

렵에는 내과 선생으로서 종양 공부를 한 분은 없었어요. 1970년대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학자들

이 소위 내과 종양학을 했는데 대표적인 분들이 김병수 선생하고 백병원 부원장을 지낸 김예회 선생, 이

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치료를 공부한 선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1970년대에 

들어서 학회라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연구회를 학회로 전환하는 시점이 70년대 초인데 창립총회 발기인에 포함되셨네요.

제가 귀국한 것은 1971년이고 1973년부터 학회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1974년에 창립총

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는 그 전부터 여러 번 했지만 창립총회는 1974년 3월에 한 것이 맞

고요. 그런데 저도 발기인에 이름은 들어 있지만 너무 젊어서 본격적인 논의는 윤일선, 이제구, 김석환, 

민광식 이런 선생님들이 주도를 하셨지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이상국, 이유복, 백승용 선생도 나보

다 3년 위이고 김진복 선생만 나하고 동기예요.

두 분이 총무부장과 학술부장을 맡으셨는데도 참석하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제일 막내셨네요.

아주 아주 막내였죠. 김진복 선생은 진병호 선생님이 호령하면 꼼짝 못했고 나는 이제구 선생님한

테 꼼짝 못했고 그랬어요.(웃음) 그래서 총무니 학술이니 심부름은 우리가 했어요. 그 전부터 정책을 

의논하고 집행하는 것은 이제구 선생님과 진병호 선생님이 하시고 심부름은 김진복 선생하고 나하고 

둘이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학회 창설은 진병호 선생님께서 1972년에 돌아가신 이후 일입니다만. 

기록에는 학회 창설 직후인 1974년 5월에 1회 학술대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선생님께서는 계속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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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을 하시다가 1983년에 상임이사가 되셨는데요.

학술대회를 한 것은 맞는데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별 기억이 없어요. 그 기록 서류는 대부분 김진복 

선생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일 욕심이 많았던 분입니다.(웃음) 그리고 강태영이라는 이제구 선

생님 비서가 있었는데 그분이 사무적인 절차를 도맡아 했고 저는 굵은 외부 업무, 어느 교수님 찾아가

라 뭐 그런 일들을 했었지요. 1983년이 되면 암학회 회장이 윤일선 선생님에서 거의 10년 만에 이제구 

선생님으로 바뀌게 되고 상임이사 제도가 생겼지만 직함만 바뀌고 운영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는 이사장 제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국 암학회의 규모가 확대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회장직만 있었는데 종양 내

과 하는 젊은 분들, 그러니까 김동집, 김병수, 김예회 이런 분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

어요. 고려대에 외과 교수로 있던 김세민 선생도 그랬고 집행진이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 이렇게만 있

어서는 안 되겠다, 이사진을 구성하자 이런 주장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지방 대학에 있는 사람들도 끌어들이자 그렇게 확대되었지요. 그때부터 명실공히 학회다운 학회가 되었

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1983년부터 이사장 제도로 바뀌면서 이사장이 김진복 선생님이 되셨고 부회

장에 김동식, 이문호 선생님이 들어오신 부분입니다.

당시 이문호 선생님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의 대한의학회, 당시 이름으로는 대한의학

분과학회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새로 생기는 학회를 가입시키는 권한을 갖고 계셨거든요.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이문호 선생님을 영입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문호 선생님이 종양 내과학은 

아니지만 백혈병 같은 혈액 종양 계통에도 관심이 있으셨거든요. 

상임이사진으로 들어오신 여덟 분 선생님들의 전공도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진복 선생은 외과, 저는 병리학, 김병수 선생은 소아과이지만 종양 내과라고 할 수 있고 

김예회 선생도 종양내과이고요. 또 김노경 선생도 내과이고 이유복 선생은 병리학, 김동집 선생님도 내

과인데 혈액종양이지요. 박찬일 선생은 방사선 치료 쪽입니다. 초창기에는 외과와 병리학, 그리고 산부

인과 정도였는데 이때부터 내과의 역할이 커지면서 전공도 다양화되었지요. 그리고 그 무렵 윤일선 선

생님은 총장을 그만두시고 원자력원 원장을 하셨고, 그분 아드님이 윤택구 선생이지요. 암학회에서 주

로 감사 역할을 하셨는데 제 후임으로 회장도 하셨습니다.

당시 김진복 선생님이 이사장을 꽤 오래 맡으셨는데요.

김진복 선생이 1983년부터 1988년까지 6년간 이사장을 지내고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년간 회장을 

맡았는데, 워낙 학회에 애정이 많다 보니 김병수 선생이 이사장을 하면서 좀 힘들어 하기도 했습니다. 

김진복 선생이 회장으로 물러나서도 이사장처럼 일을 보려고 했으니까요.(웃음) 결국 김병수 선생이 이

사장 할 때 회칙을 변경했고 김진복 선생 다음으로 내가 회장을 맡으면서 회장직은 단임제에 임기 1년

으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내 기억으로는 아마도 김노경 선생이 이사장을 하면서 이사장은 회장을 못 한

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회장과 이사장의 역할도 명확히 분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서 내가 조정을 하느라 애를 좀 먹기도 했었습니다.(웃음)

선생님께서 회장을 하신 1993년 즈음에 특별히 회고하실 일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없는데… 학회에 피크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김진복 선생이 회장

을 할 때 같은데, 롯데호텔에서 아·태암학회를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가 학회가 급속히 발전을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소위 의사 아닌 비의사 회원들이 확 늘었습니다. 이를테면 약학, 생물학 이

런 기초 학문을 하는 전국의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학회 초창기에는 회원들이 의사들뿐이었는

데 1987년에 제8차 아시아·태평양암학회를 하면서 실험병리 쪽에 뭐 제약회사라든지 관련 연구소, 카

이스트 뭐 이런 곳에 있는 멤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약학대학 같은 데에서도 많이 들어오고요. 왜냐

하면 항암제 만드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지요.        

 

제8차 아시아·태평양암학회 당시 회장은 이문호 선생님이셨고 이사장이 김진복 선생님이셨는데, 대회장

을 이문호 선생님이 하시고 조직위원장을 김진복 선생님이 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맞아요. 나는 그때 간행이사라는 걸 했는데 아주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열흘 동안 영자 신문을 만들

었거든요. 타블로이드판으로 이만한 것을.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끝나고 한 3일까지 매일 신문을 발행

한 거예요. 그걸 영문으로 만드느라고 아주 그냥 혼났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대회장 몇 군데 

가서 당장 스크립트를 해가지고 사진 찍어오고 하면 또 넣고, 그 전날 관심이 많았던 케이스들, 토픽들 

전부 넣고… 그렇게 거의 한 달을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미국에서 암학회 운영하는 것을 보니 그

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모두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고생이 많았지요. 그때 애쓴 사람이 현재 

서울의대 병리학교실에서 주임교수 지낸 서정욱 선생으로 키(Key) 멤버로 같이 활약을 했어요. 아마 기

록에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한 10부인가 12부인가 그렇게 발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연락을 취해보시면 더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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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상임이사제 도입은 
대한암학회에서 하나의 역사적 분기

선생님께서 비교적 초창기부터 암학회에 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절 이야기부터 들려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암학회 전신인 암연구회 시절, 대략 1961~62년 무렵부터 관여까지는 아니고 참석은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장소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비원 앞 어딘가 큰 홀인데 산부인과를 하시던 김석환 선생님이 주로 

주체가 되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인암에 대해 우리에게 강의도 하고 그러셨죠. 그때가 내가 

레지던트 끝났을 무렵이에요. 그렇게 참관하다시피 하다가 회원으로서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은 1970년 

무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암학회로 개편되기 전이죠.

그럼 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서울의대 내과에서 이문호 선생님과 이성호 선생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혈액종양 계통을 하겠다고 

방향을 정해놨었어요. 그런데 임상 의사로서 혈액종양학을 한다면 주로 백혈병과 악성 임파종 환자를 

다루게 됩니다. 백혈병과 악성 임파종이 학문 분야로 봐서는 혈액학에 속하지만 넓게 보자면 암에 속하

는 것이고, 화학요법으로 다룰 수 있는 최초의 질환이었어요. 사실 초창기에 암이라고 하면 외과나 병리

학 선생님이 주로 다루는 병이라고 생각했지 약품으로 치료한다는 개념은 전혀 없을 때거든요. 병리에

서 암이라고 증명이 되면 외과에서 떼어내는 것이 치료고 못 떼어내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백혈병, 임파종은 외과적 치료가 안 되니까 내과 의사들이 화학요법을 시도했던 것이 암 화학요

법의 시초예요.

   

국내에서는 그런 분야를 공부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1970년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일본 정부에 위임해서 해외기술협력사업단(OTCA)이 주최하는 

‘해외의사 조기위암 진단 강습회’라는 게 운영되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선발해서 내가 2회째에 나갔는

데 혈액학 전공이지만 암을 조기 진단한다는 입장에서 갔던 것이지요. 한 3개월 걸려서 강습을 하는

데 준덴도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간켄이라고 일본 암연구재단 부속병원, 그리고 국립암센터 이렇

게 돌아가면서 연수를 했습니다. 10여 개국 의사들이 연수를 받았지요. 거기서 보니 암의 화학요법이 

상당히 진전이 되는 상황이라 3개월을 더 있었어요. 그때 보니 일반 병원에도 암센터가 따로 있는 것

 | Ⅲ 역대 임원 및 원로교수에게 듣는 대한암학회 40년 |



186

 | Ⅲ 역대 임원 및 원로교수에게 듣는 대한암학회 40년 |

 187

 | 대한암학회 40년사 |

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에 다녀오시기 전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가기 전이죠. 그래서 암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생각해서 암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

었던 겁니다. 성모병원에 암 진료 클리닉을 구성해서 다학제 간 협력진료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것

도 그 무렵이지요. 그리고 뉴욕에 갔던 것은 1974년 말이에요. 내가 가톨릭대에 자리를 잡고 당시 주임

교수 겸 성모병원장이셨던 전종휘 선생님 주선으로 뉴욕 메모리얼 슬론케터링암센터에서 암 및 골수이

식의 면역생물학 분야를 연구하고 돌아왔습니다. 1976년 8월까지 있었으니까 2년 반 정도 기간이었지

요. 그리고 1983년에 암학회에 이사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문호 선생님이 부회장이 되시고 나도 상임

이사로 들어갔지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1983년이 암학회 역사의 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시기부터 내과 의사들이 학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윤일선, 이

제구 선생님 모두 병리학이셨고 김석환, 김진복 선생님 모두 큰 틀에서 외과의사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사장 제도가 생기면서 이문호 선생님이 부회장으로 들어가시고 상임이사에 나를 비롯해서 김병수, 김예

회, 김노경, 박창윤, 이런 분들이 새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과, 소아과, 방사선과 전공자들이 새로 

들어간 셈이지요. 그해에 내가 동종 골수이식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는데, 그러니까 백혈병 치료

의 대표로서 암 학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83년에 이사장 및 상임이사 제도가 생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회는 사실상 이사장이 움직이는 것인데 아무래도 회장직만 있을 때는 장기집권을 하는 경우가 생

기기도 했고, 회원들이 많아지고 또 암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니까 연구 발표하는 것도 많아지고 국제적

인 행사도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니 회장, 부회장 제도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이사장과 상임이사 제도

로 확대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암학회에선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1973년에 연구회가 학

회로 전환한 것도 탈바꿈을 한 것이지만 1983년에 이사장 제도가 생긴 것은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하고 

하는 일도 많아지고 활동이 강화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학술대회 같은 행사도 많아졌겠네요.   

그렇지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1987년에 열린 제8차 아시아·태평양암학회입니다. 그때 내가 재무

를 맡아 봤는데 32개국에서 1,300명 정도 모이는 큰 학회니까 재정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재정

을 확보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써서 기억에 더 남습니다. 지금처럼 의사들에게 참가비를 많이 받을 수도 

없던 때였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 보니 개인이나 협회, 제약회사 등에서 도네이션을 받

아야 하는데 지금과는 암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연구에 대한 개념도 달랐어요. 지금처럼 도네이션하는 

문화가 활발하지도 않고. 그래서 애를 좀 먹었지요. 그리고 그때 좀 특별했던 것이 홍보팀이 매일매일 

회보를 발행했어요. 그 전날 발표한 내용을 분석하고 거기에 뉴스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아

침에 돌리고 그랬으니 홍보팀이 상당히 애를 많이 썼던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석학들이 와서 우리나라 

암학회의 수준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기억에 남는 다른 행사라든지 학술대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한암학회의 활동은 아니지만 1991년 6월 28일에 대한의학회와 한·미 암 공동연구협력 특별위원회

가 공동 주최한 ‘항암요법의 임상시험에 관한 한·미 공동워크숍’이 있었어요.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해

서 동물실험을 거친 후 실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임상시험 연구의 개념과 수행방법

에 대한 이론 및 실기를 습득하는 그런 워크숍이었지요. 상당히 성황을 이루어서 국내 임상시험 연구 

분야의 활성화라든지 국제적인 공동연구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미 암 공동연

구협력 특별위원회가 대한암학회 사업은 아니었지만 내가 암학회 임원으로서 나가서 활동을 한 것이니

까 관련이 없지는 않지요.

말씀하신 한·미 암 공동연구협력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내가 일본에 다녀온 후 성모병원에서 암 진료 클리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983년

에 동종골수 이식에 성공하면서 이름이 넓게 알려지고 이제는 대학에도 암센터를 만들자는 얘기가 오

가던 때입니다. 그런데 1985년 여름인가 미국암센터(NCI)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치과의사 

데이비드 최(Dvaid Choi)라는 사람이 우리 암 클리닉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NCI가 다른 나라들과 공

동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한국은 왜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입장에서도 NCI와 협력을 

하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서울의대 암연구소, 연세의료원 암센터에 상의를 했지요. 서울

의대 암연구소는 이문호 선생님이 만드셨고 내가 그분 제자니까 얘기가 잘 되어서 두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쪽에서는 이문호, 김노경, 안윤옥 교수, 이쪽에서는 조규상, 맹광호, 김동

집 이렇게 대표들이 구성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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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보여주셨던 사진이 이와 관련된 사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1986년 3월에 맹광호, 김노경 교수와 내가 NCI에 가서 사무엘 브로더(Samuel I. 

Broder) 소장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끝에 앉은 분이 데이비드 최 선생이고. 그래서 결국 그해 11

월에 미국국립암연구소장 브로더 박사와 우리 측에서는 대한의학회 회장이시기도 했던 이문호 교수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지요. 그리고 양쪽 정부에 승인을 받아서 1988년 2월에 협정서를 정식 교환했습

니다. 그런 다음 한·미 암 연구협력위원회를 특별위원회 형태로 대한의학회 산하에 두기로 했어요. 그때

부터 이 협력위원회를 통해서 국내 암 연구자들이 3개월 단기지만 NCI에 가서 연수도 받고 격년제로 학

술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렇게 됩니다. 1996년까지 1년에 4명에서 12명까지 보내고 그랬어요. 앞에서 말한 

1991년의 워크숍도 그 일환이었지요.

한국은 국립암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이고, 주로 내과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셨던 일이네요.

맞아요. 2000년에 국립암센터가 발족하고 그해 12월부터는 국립암센터로 이 사업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화학요법을 중심으로 연구 협력을 하던 때이니까 내과 의사들이 주축

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아까 1983년에 이사장 제도가 생기면서 다양한 전공 선생님들이 암학회에 들어

왔다고 했는데 이런 일도 결국 암 연구 분야의 저변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

직도 위암, 폐암, 자궁암 이런 외과적인 암을 하는 사람이 암을 다루는 의사이고 백혈병, 임파종처럼 약

물로 치료하는 의사는 암 전문의가 아니라는 개념이 있는 그런 단계였으니까요. 

1990년대에는 그런 개념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암학회에도 내과에, 종양학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지요. 학술 발표도 많이 와서 

하고 또 외국의 암 연구자도 많이 불러들이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과에서 하려는 것이 화학요법, 면역요

법이었는데 그때는 암 면역요법이 가장 각광을 받았어요. 뭐 이제 암은 면역으로 종 친다 이럴 정도로 

온통 면역학자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골수이식도 면역학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이었

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화학요법 하는 사람들이 다시 화학약품으로 하여야 한다면서 들고 일

어나고… 미국도 암 같은 난치병에 대한 진료 트렌드가 정부의 지원금에 따라 발전했다가 말았다가 하

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사장을 하셨던 1993년을 전후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그때는 아직 의사들이 외국 학회에 나가고 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

했던 시절이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스폰서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학회에서 기업으로부터 도

움을 받아서 외국 학회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내고 그것을 지원해주고 그런 활동을 하였

지요. 내가 이사장을 하면서 해외 학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연구를 발표하는 사람에 대해서

는 여비를 내준다고 해서 발표하는 사람들을 많이 추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1983년에 상임이

사로 시작해서 1995년에 회장을 할 때까지 10여 년을 대한암학회에서 열심히 활동했지요. 내과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내과학회에 비해 조금 소홀했을지도 모르지만, 암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종양내

과 의사들을 암학회에 많이 참여시켰던 것이 내가 암학회에 주로 기여했던 부분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대한암학회의 역사가 결국 암이라는 질병에 대응했던 한국 의학사의 흐름과 연

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도 암과 싸운다고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뉴욕에 갔다 와서 1976년부

터 세포성 면역에 대한 기능을 연구했고 그것을 논문으로 내고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마 처음일 거

예요. ‘암 환자의 세포성면역기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인데 암환자의 면역 기능을 환자의 혈액 내의 K

세포, NK세포, T세포 기능을 측정해서 암 종류별, 암환자의 상태별, 치료 전후로 비교한 연구였지요. 이

것으로 대한의학협회 학술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에도 접목시키려고 노력했지요. 자궁암 

초기, 중기, 말기 이런 환자들에게서의 면역 기능, 그 다음에 비뇨기 계통 암환자 면역 기능, 또 위암에 

대한 면역 기능. 이런 논문들이 내가 관리하는 연구실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면역 요법을 주로 연구하

는 학회를 위해서 BRM(Biological Response Modifier, 생체반응 조절물질)학회도 만들었고요. 이제는 

대한암학회의 후배 의사들이 더욱 연구에 매진해서 더 좋은 연구와 치료 결과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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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를 전공하시면서 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가톨릭의대를 1960년에 졸업했는데 학생 때 그리고 수련의 할 때 지도를 해주신 유흥진 교수님

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인암 수술 권위자셨어요. 그 어른은 원래 경의전 출신이시고 해방 후에 서울대학

병원에도 계셨지만 그때는 외과에 계셨어요. 아무래도 외과적 수련 배경이 있다 보니 고도의 수술 기법

이 필요한 자궁암 수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실 수 있었지요. 가톨릭의대에서는 미국 교과서를 위주로 

강의를 하시면서 저한테 번역도 시키셨어요. 광범위한 자궁암 적출 수술을 적용한 환자도 많이 보게 하

시고 그렇게 자꾸 끌려 다니면서 일도 도와드리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산부인과와 부인암에 관심을 갖

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주로 공부하셨던 시기에는 부인암이 꽤 대중적인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자궁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후진국 상태였지요.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요즘에 10명 

이하라면 당시에는 30명 정도였으니까요. 자궁암은 세포 검진이나 의료 시스템이 발달하면 조기에 발견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발병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아주 많이 발생

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사라졌지만 자궁경부암, 융모상피암 환자들도 상당히 많았지요. 그래서 부인암

을 보면 그 시대의 의료 수준, 사회 경제적 발전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유흥진 선생님께서도 대한암연구회, 대한암학회에 직접 관여를 하셨습니까?

학회에도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를 했지요. 그 시대 산부인과 원로 분들을 보면 연세의대 교수를 하신 

윤치왕 선생님이 제일 윗세대고, 그 다음 클래스가 서울의대의 김석환 선생님, 가톨릭의대의 유흥진 선생

님이시거든요. 암 관련해서는 그런 분들이 계셨고 그 밑으로 연세의대의 황태식 교수, 다음에는 서울의대

의 신면우 교수 그런 분들이고, 그 다음이 나, 그 다음으로 이효표 선생, 이런 식이에요. 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끼어서 덕도 많이 보고 또 고생도 많이 했지요. 이효표, 목정은, 박찬규, 김재욱 교수 등등 이런 친

구들과 함께 최초로 국제부인암학회 멤버로 들어가서 부인암학회 국제화의 효시가 되었고 상당히 보람 

있고 재미나게 지냈습니다. 현재의 부인암 쪽의 학회활동은 서울대 강순범, 가톨릭대 남궁성은, 울산의대 

남주현, 아주대학 유희석 교수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제적으로 중진 국가 대열에 진입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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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부터 1971년까지 미국에서 존스홉킨스와 록펠러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부인암에 

대한 공부를 하러 가셨던 것인가요?

저는 유흥진 선생님 덕분에 부인암 수술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크게 더 배울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미국에 간 목적은 임상 쪽보다 태반암 인융모상피종의 종양 표지

물인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을 통한 암의 진단을 공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궁암은 일찍  

발견하면 수술이든 방사선 치료든 낫게 할 수 있는데, 융모상피암 같은 경우는 성선자극호르몬 측정이 

안 되면 진단도 정확히 안 되고 치료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포상기태와 융모상피암 환자는 많고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들을 관리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급하게 연구하고 와

야겠다고 생각해서 미국 최고 명문인 존스홉킨스를 먼저 갔는데 당시 최첨단 기법인 방사 면역측정법

(Radioimmunoassay)을 연수받을 상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아주 톱클

래스 연구기관이 아니면 일반 대학에서는 그런 측정법을 실제로 활용하는 단계까지 못 가고 있었거든

요. 그래서 뉴욕의 록펠러대학으로 옮겼고 그곳 생식생리학 연구실에서 2년간 경험을 쌓았어요. 귀국 

후 Ford Foundation과 WHO의 연구비 지원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융모상피암 연구소를 만들어 

전국 융모상피종 환자검진 의뢰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이 융모상피암 관련해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다녀오신 이후에 대한암학회에 자연스럽게 관여를 하셨겠네요.

암학회는 창설 시기부터 관여를 했지요. 나 같은 경우는 1973년인가 1974년인가, 아직 부교수 시절인

데 약관에 산부인과 주임교수를 맡았거든요. 미국 다녀와서 느낀 것이 이제는 Sub-Speciality의 시대다, 

세계적인 의학 경쟁에서 한국의학이 자리매김을 하려면 세부 전문분야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

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Oncology팀, 산과 팀, 일반 부인과 팀, 이렇게 최소 3개로 나누어서 스탭을 나누

고 연구나 학회 발표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나이였지만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주임교

수로서 암학회에 초창기부터 참여를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는 김진복 선생님이 

이사장을 하면서 당시는 김진복 선생님의 독무대랄까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그만큼 능력과 열정이 있

고 또 위암 수술 케이스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수준의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학회를 잘 이끌어갔습니다.

   

선생님께서 1989년에 상임이사가 되셨는데 산부인과를 전공하시는 분 기준으로 보면 김석환 선생님 이

후에 상당히 공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암학회가 외과, 내과 위주로 움직여 왔으니까요. 암학회 초

창기에 암학회를 이끌었던 분이 외과에서는 앞서 언급한 김진복 선생님이었고 내과 쪽에서는 연세의대

의 김병수 선생님이었거든요. 물론 김병수 선생님은 소아과이지만 미국에서 medical oncology를 공부

하고 연세암센터도 남보다 먼저 창설하셔서 그쪽 역할을 크게 하셨지요. 그래도 내 경우는 1973년부터 

가톨릭의대에 융모성질환연구소를 만들고 항암화학요법을 어떤 면에서는 내과, oncologist보다 먼저 환

자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정받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대

한암학회에서 상임이사를 하고 회장을 하고 했던 것을 학회의 다원화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이후로는 종양 방사선 쪽에서도 참여하시고 심지어 이비인후과 교수도 들어오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학회의 저변이 넓어지고 학회 운영에 다양한 전공자가 참여했던 것이 자료에

서도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대한암학회 관련해서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은 없으셨는지요?

초창기에 대한암학회는 아무래도 임상 중심으로 수술법, 항암요법, 방사선 요법 같은 임상과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지요. 그래서 김진복 교수님처럼 위암 수술 5,000례, 만 례 이런 식으로 암환자 수

술 례수나 수술 방법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본만 해도 1988년경에는 일본 화학암치료학회 뭐 이런 

학회가 중심 암학회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력했던 방향은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

로 학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와 관련해서는 특히 김노경 교수의 공로가 크다

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분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 분이고 학구적이고 학자적인 풍모가 있어서 그런 

변화 노력 이후 학회에서 기초연구 발표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노경 선생이 이사장을 하고 

내가 뒤이어 회장을 했는데 그 무렵 그런 변화를 많이 느꼈지요.

김노경 선생님이 1996년부터 이사장을 하셨고 선생님께서 1998년부터 회장을 하셨으니까 1990년대 중

후반부터 기초연구가 강화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반대로 너무 기초연구만 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꼭 나쁘

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암학회가 결국은 종합적으로 암 극복이 주목적인데 암환자에 대한 임상은 없고 

cancer research society 형식이 되어 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암 연구는 결국 암환자들의 생명력을 높이

고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니까 결국 임상의 발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

든요. 그런 방향에서 수술, 방사선, 면역 치료와 표적 치료 같은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한동안 암학회가 임상과 기초를 같이 

하다가 요즘에는 임상과 기초를 나누어서 따로 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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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시기상조이겠지만 학회의 60년사를 쓸 무렵 정도가 되면 우리도 그런 변화가 필요할지 모르

겠습니다.

   

1990년대 암학회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암학회로서 1980년대가 자리를 잡는 시기였다면, 1990년대는 국제화가 시작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교수들을 초빙한다든지, 해외에 나가서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그렇게 국

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2000년대는 꽃을 피우는, 이제 대등한 관계로 가서 완전히 세계적 연구 흐

름 속에서 당당하게 한 축을 담당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암학회, 부인암학회, 국제

부인암학회, 일본 암학회 등등을 다니면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치료법과 진단법 그리고 

기초연구를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회를 이끌어갈 후배 의사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의학 수준도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의학이 세계 최고이기 때

문에 참고해야 할 점이 많지만 남들만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한국적인 우리의 처방, 우리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앞으로의 세대는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겠지요. 그러

려면 우리 스스로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합 의학적인 방

법도 우리 연구나 진료에 가미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합 개념을 근거 없이 수행해서는 안 되지만 과학적

인 근거가 있는 것들은 적극 수용해야지요. 한 가지 예로 부인암에서는 광역동치료법(photodynamic 

therapy)을 사용하여 젊은 자궁암 환자의 생식능력을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을 이 정도 

수준까지 하는 곳은 미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이런 치료법을 표준 치료법에 가미했을 때 굉장한 

상승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과학적인,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한국이 일류로 내세울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암제만 해도 아직 

대부분 선진국 처방을 따라가는데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세대들은 우리의 처방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진환  前 서울의대 성형외과 주임교수, 진병호 선생님 제자

대한암연구회 시절부터 
영문 저널 발간

 | 대한암학회 40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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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연구회 시절부터 진병호 선생님 제자로서 연구회 일에 관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절 이야

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59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61년 전공수련의 중 군대를 가서 3년 만인, 1964년에 제대했기 때문

에 그때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1963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암연구소가 설립되었

어요. 그때 진병호 선생님이 소장을 했고, 내가 제대하고 1968년부터 총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

과 김석환 선생님이 개원한 중앙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김석환 선생님이 거기에 중앙 암연구소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만드셨지요. 김석환 선생님은 암연구회에 도네이션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암연구회의 주

축이 된 선생님은 진병호, 김석환 선생님과 이제구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셨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초창기 김석환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 많이 언급해주셨습니다. 

김석환 선생님은 중앙 암연구소를 만들고 암연구회 연구 자금도 조금씩 보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주로 암 연구하고 관련된 리서치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 김석환 선생님이에요. 여기 서울의대 

외과에서 만든 진병호 선생님 기념집에도 김석환 선생님이 지금 돈으로 3,000만원 도네이션을 하셨다

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부분에는 진병호 선생님이 ‘196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초대 소장

에 취임하였으며 1964년 2월에는 민간 암연구소인 중앙암연구소와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중앙병원

을 설립하는 데에도 이바지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두 분은 경성제대 동기이기도 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

였지요. 

암연구소 총무 역할을 하시면서 암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암연구소는 사실 진병호 선생님 혼자서 소장이고 일할 사람도 없었으니까 내가 일을 많

이 봤지요. 그때 이제구 선생님이 마침 학장을 하셨으니까 진병호 선생님이 소장을 맡으시고 그렇게 해

서 암연구소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석사를 진병호 선생님께 지도받으면서 암 연구에 관한 논

문을 썼습니다. 1966년에 Korean Cancer Research Association(KCRA)라는 이름으로 암연구회에서 

영문으로 된 학술지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1권에 진병호 선생님이 암 관련 논문을 게재하셨고(진병

호. 인태반에서 추출한 억암성조직인자의 암상시험. 대한암연구회지 1966;1(2):59-62.) 1967년 2권 2호

에 내 박사학위 논문을 실었어요. 톡소 호르몬(toxo hormone)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라이포프로테

인이라는 것과 폴리사카라이드(polysaccharide, 다당류)로 분류해서 주시고 폴리사카라이드로 박사

학위 연구논문을 주셨지요(진병호, 김진환. 다당류가 암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한암연구회지 

1967;2(2):47-58.).

대한암연구회지 시절부터 벌써 영문 저널을 만드셨군요. 

그때 책을 만들 사람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제대하고 미국에 갔다 왔을 때이니까 돌아

다니면서 영문 번역하고 책을 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진병호 선생님 제자들 박사학위 논문들을 영어로 

직접 번역해준 것도 있었지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영문으로 나오는 게 많지 않으니까 당시로서는 가

장 큰 업적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진병호 선생님께서 초창기부터 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경성제대 졸업하고 신의주에 가서 개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해주에 있는 약리 연구소, 경성제

대 동기인 오진섭 교수님이 소장으로 있던 약리학 연구소에 계셨거든요. 6.25가 나기 얼마 전부터 거기 

계시면서 그때부터 암에 대해서 조금씩 착안을 하셨다고 해요. 물론 본격적으로 암에 대한 연구를 하

신 것은 1960년대이지요. 그 전에는 개인적인 취미였지만 6.25가 나서 부산에서 서울대병원 외과 과장

이 되셨고 서울로 환도하고 나서부터 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물론 그때도 암보다는 감

염 질환이 더 문제였고, 법제화된 연구소도 없고, 암환자도 많지 않았지요. 그래도 1960년대가 되면서 

진병호 선생님이 외과 과장을 역임하시고 제자들도 생기고 중앙 암연구소로부터 자금 지원도 받고 하

면서 암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연구 여건이 좋지 않아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내 석사학위 논문이 토끼 귀에다가 톡소 호르몬이라는 걸 만들어서 주사하고 혈관이 얼마나 많이 생

기나, 다시 말해서 톡소 호르몬이 혈관 증생에 미치는 영향 뭐 그런 거였어요. 레지던트를 오자마자 진

병호 선생님이 이걸 해보라는데 레지던트가 그걸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여자 약사

를 하나 소개해주면서 고용해서 쓰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때 난 무급 조교라서 월급이 무보수예요. 

그래도 그 약사 분에게는 한 달에 몇 십만원씩 주면서 실험을 했지요. 연구를 하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

요? 그런 식으로 제자들이 한 분야씩 맡아서 발전시켜 나갔는데, 그래도 임상적인 시험은 못하였고 동

물실험 수준에 머물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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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같이 고생하셨던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십니까?

암연구소는 외과학교실 레지던트들이 전부 와서 고생을 했지요. 나는 의무장이니까 행정적으로 관

리를 했고 박사학위를 거기서 받은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김종환 교수라고 

있어요. 나하고 같이 일반외과에 있다가 그분은 흉부외과 교수로 갔지요. 우리 외과 연구실이 있었는데 

그분도 열심히 연구실을 지켰고, 그래서 연구실을 이어나간 것이 나하고 김종환 선생, 둘이었지요. 지금

은 없어졌지만 빨간 벽돌집 2층에 외과 연구실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주로 동물실험을 했지요. 그런데 

그분도 흉부외과로 가면서 암 분야와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암 연구를 위해서 연수를 나가셨거나 유학을 하신 경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969년에 일본 암연구소를 갔어요. 그때 같이 간 분들이 김동집 선생, 그리고 원자력병원에서 산부인

과를 전공하던 강태웅 선생, 이렇게 셋이 암연구소를 갔지요. 지금 일왕 동생이 거기서 생물학 연구를 

하고 있어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거기서 공부한 것이 암의 화학요법에 대한 것인데, 당시에는 우리나라

에서 화학요법이라는 말 자체를 거의 쓰지 않았어요. 몰랐던 겁니다. 그때 문교부에서 처음 일본으로 보

낸다고 해서 지원자도 많았는데 진병호 교수님이 나보고 이걸 좀 다녀오라고 해서 시험을 봐서 갔다 왔

지요. 그런데 일본에 다녀오고 나니까 서울대병원을 새로 짓기 시작하고 내가 성형외과로 빠지게 되면

서 암 연구와는 상관이 없게 되었지요.

그럼 1960년대 후반부터 화학요법이라는 개념이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항암 치료를 임상적으로 처음 쓴 것이 1960년도 후반이에요. 그때 내과에 오인

혁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위암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했고 수술 후에 항암제를 쓰잖아

요. 당시에 5-FU라고 있는데 진병호 선생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한번 써보자 해서 그분에게 썼지요. 

그 수술을 받은 것이 1968년인가 그렇고, 그때 싸이톡산(cytoxan)이니 5-FU니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나올 때입니다. 한국에서는 구하기도 힘들고 개인적으로 들여오는 거니까 가격도 뭐 정해져 있지 않았

어요. 그때는 항암요법이 일반화된 게 없었지만 오인혁 선생은 서울대학 내과 교수니까 특수한 케이스

였지요. 사실 조기 위암이라 수술만 했어도 넉넉했을 것인데 항암요법도 해보자고 그래서 썼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런 약은 쓰지도 않지만 그때는 한 7~8년 동안 5FU, 싸이톡산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암연구회가 암학회로 전환되는 시기는 선생님께서 미국에 계실 때인데요.

그렇지요. 그땐 뉴욕대학에 가서 성형외과, plastic surgery 레지던트를 했어요. 이비인후과를 하셨던 

김홍기 원장님 시절인데 병원장님이 외과에서 나와서 성형외과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병호 선생님

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지요. 일본에 보내서 암 연구까지 시키고 후계자로 생각하셨으

니 그럴 수밖예요. 그런데 진병호 선생님도 병원장님 지시니까 어쩔 수가 없었지요. 김진복 선생이랑 둘

이 의논해서 둘 중에 하나를 가라고 하시는데, 김진복 선생이 나보다 1년 위니까 내가 갈 수밖예요. 내

가 1960년부터 1968년까지 일반외과를 한 지가 8년이 넘었고 조교수까지 했는데, 미국에 가서 레지던트

를 새로 하느라고 무척 고생을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다시 가면 절대 의사로 안 가고 배추 장사를 

하겠다는 말을 했겠어요. 미국 레지던트들 1,600달러를 받을 때 나는 CMB 펠로우로 한 달에 350달러

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서울대병원에서 성형외과를 창설했어요.

성형외과를 창설하신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진병호 선생님으로서는 서운하셨을 수밖에 없

었겠네요. 

내가 7월 6일에 미국으로 떠났는데 그 전날, 7월 5일 저녁에 나를 집으로 오라고 하세요. 우리 집사람

하고 둘이. 그때 사모님이 상을 차리셨어요. 정종 한 병을 따놓고 진병호 선생님이랑 나하고 둘이만 술

을 마시는데 내 손을 꽉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자네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하시면서 말이야. 그분이 

혈압이 높으신데 약주를 좋아하셨거든요. 내가 의무장을 할 때 토요일이면 같이 반주를 하면서 다른 

자리에서는 내가 술도 대신 마시고 댁에 간신히 모셔다 드리고 그랬는데 미국을 가면 그걸 대신 할 사

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서운하셨던가 봐요. 그리고 나오는데 대문가에서 사모님이 날 껴안

더니 아휴, 우리 김진환 선생이 너무 혼났어. 그동안 선생님을 모시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이 진 교수님이랑 마지막이었어요. 미국 가서 1년 지났을 때 1972년에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젯밤

에 돌아가셨다고. 예순둘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생각해보면 너무 아까운 분이 일찍 돌

아가신 거예요.

말씀을 듣다보니 진병호 선생님께서 외과를 전공하시면서도 일찍부터 암에 대한 기초연구에 관심을 갖

고 계셨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암학회 창설 당시에 주축이 되셨던 이제구 선생님, 김석환 선생님, 진병호 선생님, 생화학의 이기녕 선

생님 이런 분들 모두 경성제대 같은 클래스였어요. 그런 영향도 조금 있고, 아무튼 당시에 진병호 선생

님이 외과 분야이면서도 임상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는 암 연구를, 베이식 리서치를 한다는 게 그 시절

에는 상당히 훌륭한 업적이었지요. 이제구 선생님도 암 연구에 열심이셨지만 진병호 선생님은 리서치에 

포커스를 두신 것이고 이제구 선생님은 행정적인 면에 포커스를 두셨으니까 서로 길이 조금 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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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 논문도 그렇고 전부 임상시험이랑은 동떨어진 베이식 리서치예요. 진병호 교수님은 톡소 호

르몬에서 출발해서 베타 라이포프로테인하고 폴리사카라이드에만 십여 년간 중점을 두신 거니까요. 완

전히 종양에 대한 연구를 하신 것이지요.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덕분에 초창기 진병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외과의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과학교실에서 낸 진병호 선생님 책을 다 읽어보시고 김진복 선생님 책도 참고하세요. 고생했습니다.

김병수  1989~92년 이사장, 1999년 회장

학술대회 규모 확대로 
학회 활성화 이끌어 

 | 대한암학회 40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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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생님의 의대 재학시절 대학과 사회 분위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브란스를 졸업할 무렵인 1960년대 초는 1960년 4.19 혁명으로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웠습

니다. 예과 2학년생 후배 최모 군이 당시 경찰 무장기마대 주둔지인 현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연좌데모를 하다가 불행히도 기마대가 발사한 총에 맞아 사망한 일이 있었을 정도였지요. 1961년 

졸업을 했는데 장면 정권하에서 신구파 정쟁으로 혼란이 계속되자 박정희 장군과 군인들이 ‘5.16 혁명’

을 일으켜 정치 질서는 안정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경제는 여전히 힘들었어요. 여전히 미

국 무상원조로 들어오는 밀가루, 옥수수 같은 잉여농산물로 연명했고 GNP는 1인당 50달러 수준이었

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하기는 어려우셨겠네요. 유학을 간다든지 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시키면서 상황이 나아졌지요. 처음에는 

농촌에서 수집한 여자들 머리타래로 가발을 만들어 수출하고, 나중에는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수출

했으니까요. 당시 광부 월급이 150달러, 간호사 월급이 120달러 정도였는데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직장 월

급의 10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연배의 대학 졸업생들이 독일에 가려면 500대 1의 경쟁을 뚫어

야 했고,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병원에 간호사로 취업해도 시신 닦는 일부터 해야 했지요. 한·일 국교

정상화로 6억달러의 청구권 자금을 받아 기간산업을 건설했던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의대 졸업생들은 미국의 ECFMG에 합격하면 외국 의사이지만 미국의 임

시 의사면허를 받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미국 유학의 길이 있었던 것이지요. 저도 여기에 합격을 했는

데 비행기를 타고 갈 형편은 안 되니까 한·미재단(American-Korean Foundation)에서 주선한 미 해군 

수송선 편으로 18일이나 걸려서 미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배 삯이 105달러인가 했으니 그것도 아주 큰

돈이었지요. 미국에 도착해서 인턴 과정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언어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래도 좋은 기회인 만큼 열심히 해서 전문의 수련까지 마쳤습니다. 당시 월급이 50달러 내지 200달러 정

도여서 생활은 겨우 됐었고요.

선생님께서 암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것도 미국 유학 과정에서였겠네요.

한국은 당시 주요 사망원인이 전염병, 결핵, 영양부족 같은 저개발국형 질병이었고, 암은 7위였어요. 

암에 대한 정부 정책도 수립되지 않는 상태였지요. 미국도 당시는 암환자의 수술치료가 우선시 되고 선

형가속기(LINAC: Linear accelerator) 같은 방사선종양학 기술도 발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항암제도 세포독성 항암제(cytotoxic chemotherapy) 위주로 종양학의 걸음마 단계였지요. 그런데 미국

에 있을 때 현대의학계에서 처음으로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amethopterin, antimetabolite 

and antifolate drug)로 소아백혈병에서 관해(Remission)를 유도하여 기적 같은 결과를 발표한 하버드 

의대 암센터인 Dana-Farber Cancer Institute의 Sidney Farber 교수의 연구 업적에 큰 감명을 받게 됩니

다. Farber 교수는 소아의 신장에서 발생하는 윌름스 종양(Wilms tumor)에서도 또 한 번의 기적을 일

으켰는데, 수술로 30%의 완치율을 보이는 것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해서 40%로 생존율을 향상시켰거든

요. 재발 부위가 복강 내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국소전 현상을 처음으로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Farber 선생님은 사상 최초로 액티노마이신 D(Actinomycin D)라는 항암제를 수술 직후 투여해서 원

격 미세 전이(Distant microscopic metastasis)를 방지함으로써 윌름스 종양(Wilms tumor)의 완치율을 

80%로 향상시켰고 종양학계에서 처음으로 다학제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 개념을 정립해서 

근대 종양학의 창시자로 역사에 기록된 분이지요. 

그런데 미국에서 Faber 교수님께 사사받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랬죠. 제가 Farber 교수님께 편지를 써서 “선생님은 미국 의학자만 양성하고 계신데 한국처럼 후진

국에서 온 의학자에게도 종양학 공부의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뜻

밖에 즉시 보스턴으로 불러주셔서 일종의 면접을 치르고 거기에 합격해서 Farber 선생님의 지도로 현

대 종양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휴가도 없이 밤늦게까지 하버드 의학도서관인 Countway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논문 발표도 하고 실력 향상을 보이니까 나중에는 Farber 선생님께서 하버드 

교수진(Faculty)으로 임명해주시고 Dana Farber 암센터의 종양내과 조교수로 일하게 해주셔서 계속 연

구와 진료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도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한국으로 돌아오신 계기가 있었습니까?

사실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의 미국 이민이 참 많았습니다. 1975년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최종 패전

할 때까지 한국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했지요. 그런데 1974년에 연세대 박대선 총장님, 연세의료원 김

효규 부총장님, 양재모 학장님이 제 귀국을 강력하게 권유하셨어요. 암센터를 맡아달라는 말씀이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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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결국 이를 계기로 미국생활을 포기하고 재단법인 연세 암센터에서 부교수 겸 부소장으로 일하게 되

었습니다.

연세암센터는 당시 한국 최초로 일본 정부 원조로 선형가속기, 시뮬레이터(Simulator) 같은 고성능 방

사선치료기 등의 첨단장비를 도입했었지요. 100만 달러 상당의 장비와 전문 인력을 훈련시켜서 1969년

에 전국의 암환자를 위한 시설로 개원을 했는데, 종양학 전문가가 없어서 발전에 한계를 느끼던 상황이

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항암제도 도입되지 못하던 현실이었지요. 그래서 

당시 귀국하면서 마치 원조를 받는 것처럼 하버드에서 5,000달러 상당의 여러 가지 항암제를 가지고 들

어왔어요. 그리고 연세 암센터에 기본 항암제로 등록 구비하고 환자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하셨던 분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1974년 귀국 이후에 소아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ocytic Leukemia), 윌름스 종양(Wilms 

tumor), 악성 림프종(Lymphoma) 에 대한 완치 사례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성인암의 경우도 연세 

암센터에서 외과학교실 이경식, 민진식 교수 등의 도움을 받아서 다학제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으로 종양 치료 시스템을 세브란스와 연세 암센터에 정착시킬 수 있었어요. 민진식 교수는 

이후에 대한암학회 이사장직을 맡으셨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외과 교수가 항암제를 투여하

는 실정이었고,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분류될 이런 진료가 근래까지도 몇몇 대학에서 계속되는 것은 유

감스러운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대한암학회에 관여하신 시기도 귀국 이후였겠군요. 

제가 관여하기 한참 전인 1970년대 이전부터 암 연구나 암환자 진료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몇몇 스승

님들이 암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암연구회를 구성해서 집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나누고 계셨지요. 

대표적인 분이 윤일선 선생님인데,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으로는 드물게 경도제대 의학부를 졸업하셨고 

면역병리학을 연구하고 귀국하셔서 세브란스에서 1940년대에 병리학 교수 겸 학감을 지내셨어요. 한국

인 제자를 많이 키우시고 학문적 업적이 훌륭하신데 항상 겸손하셨지요. 해방 후에는 일본인 교수들이 

물러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건을 주도한 의학계의 큰 스승이셨습니다. 나중에는 서울대학교 총장

을 역임하시고 대한민국학술원 로비에 동상이 모셔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윤일선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외과의 민광식 교수님, 병리학의 이제구 교수님이 많이 수고해 

주셨고, 산부인과 전공으로 자궁암 치료의 권위자이시면서 서울중앙병원을 개원하셨던 김석환 선생님

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주로 김 선생님 댁에서 이사회가 개최되곤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분들은 모두 대한암연구회, 암학회의 창설 멤버들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74년에 윤일선 선생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드디어 대한암학회가 정식 전문의학

회로서 출발하게 된 것이지요. 당시 함의근 교수님이 총무로, 김진복 교수님이 학술이사로 실무적인 활

동을 맡아 대한암학회의 기초를 다지셨습니다. 당시 학회는 100명 내외의 참가자가 모여서 대학 강당을 

빌려서 개최했는데, 나중에는 교보생명 강당의 시설이 훌륭히 개관되어서 그 시설을 사용한 기억이 남

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학회 활동에 참여하신 것은 1980년대 들어서인가요?

1983년에 학회 조직이 이사회 제도로 개편되면서 제가 상임이사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8차 아시아·태평양암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를 준비한 것이었지요. 당시 김진복 이사장님

이 대회 개최 기금을 마련하고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덕분에 행사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학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학술대회가 성공리에 진행되도록 김 이사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

하였지요. 그때는 학회가 이사장 중심 제도로 운영되었고 이사장 임기가 2년이었는데, 김진복 교수님이 

제8차 아시아·태평양암학회 준비 관계로 세 번 연임하셔서 6년 동안 수고를 해주셨지요. 그리고 1989

년부터 다음 이사장을 제가 맡고 회장은 김진복 전임 이사장이, 부회장은 함의근 교수와 김동집 교수가 

맡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사장을 맡으셨을 무렵 학회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는 대한암학회의 학술대회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제일 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학

회 재정이 소규모라 재원의 외부 지원이 시급했고, 학회 회원을 다양한 연관 학문 분야로 확충하는 것

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회칙을 개정해서 의학자가 아니더라도 기초 학문 분야 우수 연구자로 암을 연구

하는 학자도 암학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준회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후에 학술대회 참가자가 

1,000여 명에 이르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지요.

재정 문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동아제약그룹 강신호 회장님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

다. 강 회장님은 1950년대 독일 유학을 다녀오셔서 국제적인 감각으로 종양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

셨지요. 자세한 설명을 드렸더니 대한암학회 활성화를 위해 무조건 지원을 약속해 주셔서 큰 발전의 계

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강신호 회장님은 저도 한 번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의학 발전에 관심이 많고 굉장히 호방한 분이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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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당시 강 회장님이 암 연구비 1,500만원을 대한암학회 학술위원회에 희사하셔서 당시 학

술위원장인 김노경 교수 주관으로 각 대학 연구진이 참여하는 다기관 위암 협력 연구회(multicenter 

gastric cancer cooperative group)를 국내 최초로 구성하였습니다. 학술대회도 대학 강당을 벗어나 

신라호텔에서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종양학 석학들을 초빙하고 300명 이상이 대회 참석을 하게 되어 대

한암학회 학술대회가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최근에는 대회 자체뿐 아니라 연구 

내용 발표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학회 정관을 이사장 

단임제와 임기 2년제로 개정해서 많은 대학 종양학자들이 학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했

습니다.

학회활동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이사장직을 수행할 때 총무 일을 맡아 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었던 노재경 교수의 노

고를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한암학회 활동 과정에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제자인 노재경 교수가 2006

년 대한암학회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탁월한 지도력과 미래지향적 경영 철학으로 대한암학회 소유 학회 

사무실을 마련했던 것이었습니다. 2005년 제18차 아시아·태평양암학회를 끝내고 모금한 기금과 학술

대회 운영비 절감으로 적금한 자금으로 광화문 네거리에 큰 사무실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 역시 학회

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회 사무실의 김혜숙 실장도 대한암학회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원래 서울의대 외과학교실 비서로 

근무하다 내가 이사장을 맡으면서 학회 본부를 연세암센터로 옮길 때 외과학교실을 떠나 대한암학회 

직원으로 자리를 옮긴 분입니다. 일생을 학회와 함께하고 있는 이런 헌신적인 전문 직원의 노고도 잊어

서는 안 되겠지요.

대한암학회 활동이 선생님께도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지요. 대한암학회 발전에 작은 기여라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종양학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었

고, 연세의대 학부 강의에 종양학 강의를 통합교육(Block lecture)으로 정착시키고 여러 대학에서 근대

종양학 강의를 한 경험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과학재단총연합회 회장으로 3년간 활동하

고 정부로부터 무궁화장을 수상한 것도 결국 이런 기여를 인정받은 것이겠지요.

또한 14년간 연세 암센터 원장을 지내면서 연세 암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었고 종양학 발전과 모금을 

통한 기관 발전이 계기가 되어서 1990년대에 연세대학교 부총장, 총장으로 임명되었던 것도 암학회 활

동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는 과분하게도 종양학계를 대표해서 윤일선 선생님께서 회장을 역

임하셨던 대한민국학술원 종신회원까지 선출되었으니까요.

선생님, 이제 궁금한 것들은 대체로 여쭤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암학회의 후배 연구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국내암학회 회원이신 암 전문 학자들이 다학제 제도의 정착으로 임상 종양학의 발전뿐 아니

라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을 접목한 생물공학(Biotechnology)을 새로운 통섭 학문으로 발전

시켜 표현형(phenotypic) 세계를 유전학적 시대(Genotypic era)로 개척하여 세계학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환자에 맞는 개인 맞춤형 표적(personalized target) 치료를 정착시켜서 

암환자의 완치율이 세계 최고 경지에 이르렀고, 위암에서처럼 미국이나 일본을 앞서는 연구 및 새로운 

치료방법을 발표하고 생존율을 세계 최고로 높인 것은 이 늙은 회원이 여생을 보내는 큰 기쁨이 되었습

니다. 1974년 미국에서 귀국해서 완치시킨 환자들이 종양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과학자, 교육자, 목

사가 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암은 인류 역사와 같이 시작되었고 단지 우리가 치료하여 생명을 구함으로써 평균 

수명 이상을 정상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전체 

구조상 암은 인류역사와 함께 계속 될 것이니 더욱 정진하여 암의 예방 및 완치를 위해 노력해야겠지

요. 그러니 후배 연구자 분들도 항상 환자에게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종양학 발전뿐 아니

라 자신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208  209

이효표  1998년 부회장, 2004년 회장

 | 대한암학회 40년사 |

1987년 아·태암학회(APCC) 주최는 
학회 국제화의 시발점

선생님께서 암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부터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971년에 레지던트를 마치고 군대에 갔다가 서울대로 돌아와서 연구생을 하던 중에 1976년에 전임강

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의료보험 제도도 제대로 없던 시절인데 진료를 하면 부인암, 자궁경부

암 환자가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시에는 방사능 치료를 많이 했는데 코발

트, 래디움을 직접 삽입하는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레지던트 1년 차에는 우리가 직접 했어요. 격리된 

방에서 보호하는 막도 없이 앞에 막벽돌을 쌓아놓고 환자에게 적용한 다음 얼른 나오는 방식이니 환자

도 의사도 고생을 많이 했지요.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 제도도 없는 시기에 돈도 없고 적극적으로 치료하

기 어려운 시절이어서 어떤 면에서 정말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접하시면서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신 거군요.

아무래도 자궁경부암 환자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환자를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레지던트 3, 4년 정도 되면 전공 분야를 결정하는데 부인암에 

대한, 특히 자궁경부암 환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고 레지던트 끝나고 교수로 돌아왔을 때 그

쪽 분야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산부인과 교수님들 중에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공부하신 나건영 

선생님과 일본에서 자궁경부암 근치 수술을 배워 오신 신면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두 분이 주로 부인

암, 자궁경부암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여러 차례 유학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처음 연수를 가게 된 것이 전임강사 발령을 받은 지 3년 만인 1979년입니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즉 LA 남가주대학에 있는 닥터 모로(Paul Morrow) 교수라고 그분이 

gynecologic oncology, 부인종양학의 디렉터로 계셨는데 그분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종양학 

연구를 접할 수 있었지요. 1984년에는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브리검 호스피탈에서 암 연수를 했고 4

년 뒤 1988년에는 MD앤더슨에 갔었습니다. 4년 뒤에 다시 갔고. 그런데 1970년대에 국내 상황을 보면 

자궁경부암 치료는 주로 방사선 치료에 의한 것이었고 항암 화학요법은 거의 드물었어요. 국내에서 항

암 화학요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0년대 초반의 일이고 수술 전에 진행하는 선행 화학요법

 | Ⅲ 역대 임원 및 원로교수에게 듣는 대한암학회 4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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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무렵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선행 화학요법을 두경부 종양 환자에게 가장 먼저 썼는

데 그것이 자궁경부암과 비슷한 편평세포암이다 보니 부인 종양에서도 선행 화학요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선행 화학요법이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까?

당시 선행 항암 화학요법은 종양 크기를 줄여서 수술 가능성을 높이고 미세 전이, 임파선에 전이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행 화학요법을 시도해보니까 60~65% 정도 암 덩어리가 줄어드는 효

과가 있었지요.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항암 화학요법이 더 많이 발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궁경부암 세포진 검사가 도입되고 보험 제도가 발전하면서 암을 초기에 진

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전암 단계에서 진단을 하니까 진짜 자궁경부암, 침윤성 암으로 발견되

는 확률은 줄어들고 상피내암 단계에서 발견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결국 자궁경부암의 발생빈

도가 줄어들었지요. 1970년대 초반에는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 1~2위를 차지하던 자궁경부암이 

1980년대 후반에는 4위, 최근 2000년대에는 5~6위로 내려갔습니다. 선행 항암 화학요법은 진행된 환자

에게 쓰는 것이니 결국 2000년대에는 사용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 선생님께서 암학회에서 주로 활동하신 시기는 1980년대 이후이겠네요.

레지던트 때에도 심부름하고 진행을 돕느라 다닌 기억은 있는데, 아무래도 암학회에서 부인암은 주

류가 아니고 외과와 내과가 중요했어요. 그러다가 학회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전공을 모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돌면서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많이 관여를 하게 되었지요. 나중에는 학술대회에서 한 세션을 

gynecologic cancer에 떼어주게 되었는데 그게 아마 1980년대 들어서일 겁니다. 저도 1980년대 들어  

미국에 다녀와서 주로 활동을 시작했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술위원으로 관여를 하다가 보직을 맡은 

것은 감사를 1994년부터 1998년까지 했고, 2004년에 회장을 맡았습니다. 

선생님 이전에 암학회에서 활동하신 분 중 다른 산부인과 선생님은 어떤 분이 계십니까?

산부인과 전공으로 먼저 대한암학회에 관여하신 분은 가톨릭의대의 김승조 선생님이 계시지요. 우리

보다 6~7년 위인데 나중에 회장도 지내셨고요. 김승조 선생님이 1993년에 부회장을 하실 때 저를 추천

해서 1994년부터 감사를 하게 되었으니 저를 대한암학회에 끌어들이신 분이 김승조 선생님인 셈입니다. 

아마 1980년대 말부터 상임이사로 활동을 하셨을 텐데 김승조 선생님이 활동을 하시면서 산부인과가 

대한암학회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김석환 선생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김석환 선생님은 한참 옛날 분인데 앞서 언급한 나건영, 신면우 선생님보다도 더 윗분입니다. 암학회 

이전에 암연구회 시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때도 강의를 하셔서 배우긴 했지만 제가 스탭 발령

을 받았을 때는 이미 은퇴하신 이후였지요. 김석환 선생님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

고, 특히 Pap Smear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검사법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Pap Smear

를 위해서 이동차량이 들어왔는데 그 이동차량에 세포진 검사 시설을 싣고 지방을 돌아다니는 방식이

었지요. 제가 레지던트를 할 때도 이런 활동을 했는데 버스 옆에 ‘자궁경부암 세포진 검사’라고 써붙이

고 무의촌 진료하듯이 다녔습니다. 그게 1970년대 중후반경의 일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암에 대한 진단 검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원조를 통해서 한국에 검침 차량이 4대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서울대, 하나는 원자력병원 그

런 식으로 말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일본에서 원조를 줬던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70년대 초

반까지만 해도 1, 2위를 다투던 암이 자궁경부암이니까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그런 활동이 있었던 것입

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산부인과에서는 대한암학회에 김석환, 김승조 선생님 이후에 내가 관여를 했고  

나중에 남궁성은, 박종섭 선생님 같은 분도 관여를 했습니다.

대한암학회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없으십니까?

김진복 선생님이 이사장을 하셨던 1987년에 대한암학회에서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종양학회, 

APCC를 유치해서 개최했는데 이것이 학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그 이후에 

1990년대 후반에도 한 번 더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국제학회를 유치했던 일들이 기억에 남지요. 그리고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인데, 학술대회 때 산부인과가 부인암 세션을 받으면서 부인암 전공자들끼리 자

꾸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친목 개념으로 골프 한 번 치자는 식으로 자

주 만나다가 1984년에 자궁경부병리학회라는 학회를 만들고 몇 년 뒤에 부인종양학회로 발전했어요. 

학회의 국제화와 분과학회의 발전 모두 학회 역사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국제화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대한암학회지를 영문으로 변환한 것이에요. 내가 회장을 

하던 시기가 2004년인데 그때 처음 학회지를 영문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영문화가 

된 것이지요. SCI 학회지가 된 것은 불과 얼마 전이지만 영문으로 학회지를 바꾸면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인종양학회의 경우도 앞서 말한 대로 대한암학회에서 만났던 분들이 주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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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김승조 선생님, 연세대의 박찬규, 김재욱 선생님, 가톨릭대의 남궁성은 선생님, 아산병원으로 

간 목정은 선생님 이런 분들이 주동이 되었죠. 아무래도 산부인과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분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전공 분야는 옛날부터 다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크게 세 분야인데 산과

를 하는 모체태아의학, 불임 등을 다루는 생식의학, 그리고 부인종양 이렇게 나뉩니다. 내가 1979년 미

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는 이미 세 분야가 거의 셋업이 되어 있고 학회도 다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산부

인과 교수가 이 세 분야를 다 섭렵해야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1980년대 초반에 분과가 되었지요. 분과학

회의 발전도 이런 맥락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회장으로 계셨던 2000년대에 학회지의 영문 전환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어

떤 것이 있을까요? 

그 밖의 변화로는 대한암학회가 회장 중심에서 이사장 중심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물론 그 전에도 이사장 제도는 있었지만 김노경 선생님이 이사장을 하실 때 이사장을 지낸 사람은 회

장을 하지 말고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후배들이 자꾸 운영진으로 

올라오고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사장과 회장을 중복해서 하지 않기로 하면서 결국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학회 입장에서는 그러한 변화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들은 대체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학회의 후배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남겨

주시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자면 대한암학회는 암 분야와 관련해서 기초의학과 임상연구 

두 분야를 모두 다루는 학회잖아요. 임상암학회도 아니고 기초암학회도 아니고 이렇게 두 분야를 현재

는 다 하고 있는데, 이 두 분야를 젊은 사람들 위주로 모두 발전시켜서 암 진단과 치료 연구에 어떤 획

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궁경부암 관련

해서는 지금 예방 백신은 나와 있지만 앞으로 치료 백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

루어져야 하고, 암환자의 치료 과정에서도 최대한 가임력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박찬일  2002~2004년 이사장

‘암(癌)중모색’ 희망 캠페인 등 홍보활동으로 
국민의 신뢰 얻어

 | 대한암학회 40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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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암학회에 관여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암학회는 설립 당시부터 병리학, 외과학, 내과학에서 주로 암 관련 연구를 하시던 선배 교수님들

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방사선종양학은 1979년에서야 방사선과학에서 치료방사선과학으로 분리되어 독

립된 학문적 체계가 이루어졌고, 1982년에 대한치료방사선과학회가 설립되었지요. 이 과정을 제가 주도

적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암 관련 전문 학문 분야인 방사선종양학을 대표하여 1984년부터 대한암학

회 이사로 처음 참여하게 되었고 2002년에는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네소타대학에서 유학하기 전부터 암 연구에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요?

서울대병원에서 방사선과학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군 복무 후 국립의료원에서 방사선과학 staff로 근

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실에서 교수요원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 있어서 고민을 했지요. 기

존의 방사선과학보다는 암 전문 분야인 방사선종양학이 당시로는 미개척 분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아보였고, 저도 젊었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임

강사 발령 후 두 달 만에 미국 미네소타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행운을 얻게 되었지요. 그것이 국내 방사

선종양학의 기틀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후 서울대병원 역사상 최장수 과장을 역임하는 행운

도 누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치료방사선학을 개척하셨듯이 대한암학회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셨던 부분이 있으셨

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변화라기보다는 좀 더 자율적인 학회 운영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학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전문 학문 분야별, 대학별로 고른 분포로 구성하여 이견이 없

도록 하였고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였지요. 또한 활동을 위한 수당 지급을 현실화하였고 투명한 학회

운영을 위하여 학회재정의 세무신고를 시행해서 국내·국제 학회의 재무 상황을 투명하게 한 바 있습니

다. 이사장과 회장의 중임을 지양하여 보직의 순환성을 강화하기도 했고, 원로 회원들의 학회 참여를 독

려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회원의 모든 회비는 무료로 하도록 정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암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활성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암은 불치의 병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욱이 당시에는 인터넷 신문이 막 시작되던 시기여서 암에 관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치료법들에 관한 

정보가 홍수를 이루기 시작하던 때였지요. 따라서 이로 인한 국가적, 국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학

회 차원의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학회에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

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국내 암 치료 실력을 불신해서 매년 약 1만5,000명 내지 2만 명의 환자가 미국 

등 외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 현실이었습니다. 국부 유출도 엄청나고 국내 치료기술의 자존심 문제도 있

고 해서 가장 신뢰받는 대한암학회가 주축이 되어 암은 극복될 수 있는 질환이며 국내 암 치료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일부 분야는 오히려 더 우수하다는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암 치료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우선은 6월을 암의 달로 정하여 암(癌)중모색, 암 희망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암은 불치의 병이 아니

라 극복될 수 있는 질환임을 알려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암 극복 수기를 공모하여 시상 및 책

자로 발간하여 배포하였지요. 우리나라 호발암 중 7대 암의 조기검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하였

고, 암희망상 및 암언론상을 제정하여 언론과 암학회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

다. 학회 주관으로는 처음으로 암학회가 주관한 KBS ‘열린 음악회’를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시행하였

고 암 수기 공모자의 시상식을 음악회 중간에 시행하도록 해서 수상자가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KBS ‘생

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에는 총 7회에 걸쳐 중요 암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외 국내 

모든 주요 일간지, 방송 및 전문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암학회가 암에 

관한 국내 유일의 가장 정확한 정보원이라는 위상을 정립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 주

요 내용을 대한암협회로 이관하여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다양한 분과 학회가 나타났는데 이로 인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2000년대부터 의학의 전문화, 세분화가 시작되면서 우선 학회부터 만드는 풍조가 유행하였습니다. 장

기별, 질환별로 암 관련 학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학술대회의 질도 떨어지고 학회지 발간에도 문

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지요. 그래서 분과별 학회는 인정하면서 대한암학회

를 모체로 일부 학회와의 연차별 공동 개최 및 학회지 공동 발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

나 상호 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쉽게 해결이 되지는 않았고, 이후로도 큰 진전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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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이후 암학회의 방향이 임상 위주보다는 암 관련 기초연구 분야를 다양화하고 포용하는 방향으

로 문호가 개방되어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2000년대 이야기는 충분히 해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편집위원으로 관여하셨던 1990년대와 

관련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편집위원으로 일하다 보니 향후 암학회지의 국제화, 즉 SCI 등재가 필연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

선 학회지의 영문화를 위한 전 단계로 국문과 영문을 혼용하여 발간하도록 하였습니다. 학회지의 인용

비율(citation rate)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한 논문 유치는 물론 저명한 학자들의 리뷰 아티클(review 

article)을 게재할 때에는 편당 1,000달러씩 투고료를 지불함으로써 우수 논문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체로 준비된 질문은 소화가 되었는데요, 후배 연구자 분들에게 학회의 발전 방향이랄까 앞으로의 

당부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융화, 융합이 화두라고 생각되는데 의료계가 지금까지 자기 분

야가 우수하다고 각자 너무 독선적으로 움직인 경향이 있다 보니 벽을 허물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회도 합쳐야 할 것은 합쳐서 하고 분리해서 할 것은 분

리해서 해야겠지요. 학회지도 너무 남발해서 나오니까 학회지다운 학회지가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

니다. 그런 학회지들을 통합해서 우수한 논문들이 집약되면 SCI 등재도 빨라지겠지요. 물론 학문 간의 

벽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은 차례차례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 학술활동도 연구를 위한 연구, 논문을 위한 논문은 지양하고 산업화, 기술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연구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연구비가 많아야 하는데 연구비는 국가에서도 나오

지만 학회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연구비가 많으니까 잘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후진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학회의 미래에 대해 걱정은 하

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갑  1983~1989년 총무, 2004~2006년 이사장

대한암학회지 SCI 등재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 대한암학회 40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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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암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1981년 서울의대 외과에 전임강사로 들어갈 때 저를 뽑아주신 은사님이 김진복 교수님이셨습니다. 당

시 김진복 교수님께서 대한암학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 저도 1983년부터 총무 일을 하게 되

었지요. 은사님께서는 주로 위암을 연구하셨는데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돕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암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미국 NCI에서 유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NCI를 가게 되신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

니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NCI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곳에 마침 임종식 박사님이라고 한국 분이 계셨

고, 그 임종식 박사님께 박주배 선생님이 가 계셨고, 제 동기인 박상철 교수도 NCI 다른 파트에 가 있었

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NIH, NCI가 연구의 메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임종식 박사님 주선으로 NCI-Navy Medical Oncology Branch에 있는 

존 미나(John Minna) 교수 및 아디 가즈다(Adi Gazdar) 교수 지도하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는 외과가 아니라 종양내과 쪽에서 제가 만든 위암과 대장암 세포주를 가지고 2년간 연구를 하고 온 셈

입니다.

외과 전공이신데 종양내과에서 연구를 하셨다는 것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과라기보다도 분자생물학적인 기초를 연구하는 파트였습니다. 저는 사실 교수가 

되거나 연구를 할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사는 환자를 봐야 한다는 생각에 청주 근처 시골 고향에

서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은사님이 외과 과장이 되시고 병원이 커지면서 운 좋게 교

수가 됐지요. 저는 학생 때 연극하고 축구하고 산에 다니느라 별로 공부도 안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교

수가 되었으니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신임교수 워크숍 때 당시 서병설 학장님께서 서

울의대 교수들 똑똑해서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정년퇴임할 때는 기억에 남는 사람이 별

로 없다,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교수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포주 연구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군요.

그때 마침 제 은사님이 저에게 NK(Natural Killer) Cell 활성도를 측정하는 숙제를 주셨어요. 암 환자

의 면역능력을 측정하는 실험이었지요. 그 실험을 하려고 보니 세포주가 필요한데 세포주가 서울대에는 

없고 경희대 미생물학과에 있다고 해요. 백혈병 세포였는데 찾아가서 어디에서 났느냐고 물으니 미국에

서 수입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백혈병 환자가 많은데 왜 수입을 했냐고 물으니 당시에

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포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1981년이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만들어보

자는 생각에 세포주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국 1993년에는 미국에서 에디터로서 세포주 관련 책을 출판할 정도로 성과를 이루었습

니다.

그곳에서 “하루 25시간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영주 선생

님께서도 선생님 소개로 NCI에 가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거기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 편이다 보니 열심히 연구할 다른 좋은 사람들을 더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았습니다. 보통은 돈을 들고 가야 하는데 거기서 월급을 준다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요

청을 하더군요. 그러니 저도 좋은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했지요. 방영주 교수는 전공은 다르지만 

굉장히 뛰어난 후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천을 한 것입니다. 서울대 암연구소 등에서 같이 일을 해

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고 또 앞으로 이 분야를 이끌어 가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니까요.

이제 학회 이야기로 돌아와서 1989년까지 대한암학회 총무를 하셨는데 당시 학회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스폰서 해주는 곳도 없었고, 총무가 혼자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도 서울대병원 강당에서나 하는 수준이었지요. 그러다가 대한교육보험에서 강당을 빌려주어

서 그곳에서 학술대회를 하게 된 것이 서울대병원 강당을 벗어나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김진복 선생님

께서 애를 많이 쓰셔서 1987년에 아시아·태평양암학회를 개최했는데 당시에는 제대로 하는 컨벤션 회

사가 없다 보니 총무들이 실무를 담당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지요. 학회지도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 

나오다 보니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 투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논문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웠거

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나오던 것을 두 번 나오게 하고 1989년부터 편집이사를 하면서 1년에 네 번, 

나중에는 결국 여섯 번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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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부터 편집이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직책의 상임이사를 맡아보셨는데, 1990년대 학회의 변화에 대

해서 회고하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1990년대가 되면서 임상의사 뿐만 아니라 기초연구를 하는 분들이 학회에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

다. 그런 변화는 암 연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평

소에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김노경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생각이 참 곧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한암

학회 이사장, 회장처럼 중요한 직책을 한 사람이 맡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맡는 것이 좋

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고 결국 당신부터 이사장을 맡은 뒤에 회장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어

요. 그리고 이런 원칙이 대한암학회의 전통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솔선수범을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

었지요.

2004년부터 이사장을 맡게 되셨는데, 이사장으로서 학회 발전과 관련해서 특히 강조하셨던 문제들이 있

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후배들이 더 열심히 학회 일을 하고 있었습니

다. 능력이 있다면 기업으로부터 스폰서를 끌어온다든지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편이 아니었고요. 굳

이 꼽자면 학회지가 아직 SCI 등급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논문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

서 이사나 상임이사 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도록 강제하다시피 한 일이 있습

니다. 학회의 중심은 학술활동인데 이사, 상임이사 하는 분들이 이름만 걸어놓지 말고 학회의 발전에 실

제로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낸 아이디어였지요. 저도 국립암센터의 대한민국 암 통계 같은 것들을 대한

암학회 학술지에 싣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인용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요.

선생님께서 느끼시기에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한암학회의 역사적 분기점이 될 만한 사건이 있

습니까?

글쎄요, 특정한 사건보다는 암을 전문한 세대, 그러니까 다른 분야가 아니라 암만을 전문으로 한 세

대, 내과로 보자면 김노경 선생님, 그 아래 세대로는 노재경, 김훈교, 방영주 선생, 이런 분들이 학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암학회가 학술적으로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회고를 해보자면 암학회 총

무들이 이사장을 맡는 시기, 그때부터가 아마 본격적인 2세대 암 전문 팀들이 들어서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 다음으로 노재경, 김훈교, 노성훈, 방영주 이런 분들이 이사장을 맡았는데 총무를 해봐야 학

회 전반의 일들을 꿰뚫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후의 총무들이 이사장을 맡는 시기가 나름대

로 하나의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암학회 활동 이외에도 암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소장, 국립암센터 원장 등 중요한 직책을 많

이 맡으셨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셨습니까?

암 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오래 전부터 강조해왔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초

대, 2대 원장을 2000년부터 맡았지만 사실은 한참 전인 1989년에 우리나라도 암 연구 및 진료의 국가적 

중추기관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국립암센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0년부터 꾸준한 발전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암 관리 사업을 주관하는 위상

을 갖게 되었지요.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소장은 1995년에 맡았는데 이때도 연구비의 파이를 키워야 한

다는 생각으로 일본의 ‘암 극복 10개 년계획’을 참고해서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1996년부터 10년간 시행되었고 이제 제2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암 관련 예산이 대폭 증

액되었죠.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서 5대 암에 대한 무료 검진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명함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금연운동에도 열심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원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암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우리나

라 암 사망원인의 30%를 차지하는 독극물 마약인 담배를 담배사업법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제조 및 매

매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굉장한 모순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추방하기 위해

서 단순히 금연 수준이 아니라 담배를 독극물 마약으로 분류하고 10~20년간 강력한 금연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흡연자의 수가 백만 명 이하로 줄면 담배를 끊지 못한 분들을 등록해서 치료와 관리를 하

면서 담배의 제조 및 매매를 금지하는 수준까지 가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TV 드라마나 신문 

지상에서 흡연하는 장면을 없애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암학회의 발전, 나아가서는 암 연구 발전을 위해서 젊은 학회 구성원분들께 당부하고 싶

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워낙 명석한 후배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당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찾아서 하려는 자세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했던 세포주 연구라든지, 유전성 암 연구라든

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잘 안 했던 것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셀 뱅크(Cell Bank), 세포주 

은행을 창설해서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규모는 세계 5위권이지만 자체 개발한 세포주를 갖는 

유일한 세포주 은행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국세포

주은행 이름이 들어간 논문이 500편이 넘으니까요.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젊은 후배들이 끊임없

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야말로 학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222  223

노성훈  2010~2012년 이사장

임상의학·기초의학의 교류 협력으로 
학회 저변 넓어져

 | 대한암학회 40년사 |

선생님께서 대한암학회에 관여하게 되신 계기부터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세대 외과 선배 교수님인 민진식 선생님이 1998년에 대한암학회 이사장을 하시면서 총무로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총무로 일을 돕게 되었고 2년 후에는 상임이사로 들어가서 쭉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말에 2년간 감사를 하고 2010년부터 2년간 이사장을 했지요. 민진식 

선생님은 제 지도교수나 마찬가지신데, 1990년대 말에 선생님께서 제 장래에 대해서 위암을 전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위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에 한국은 위암 환

자가 가장 많고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희망으로 위암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지요.

암 연구와 관련해서 그 전부터 유학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1년 8개월 정도 NCI에서 연수를 했지요. 그런데 위암은 미국에서 

많이 다루는 질환이 아니다 보니 3개월 정도는 일본 가나자와대학에서 임상 연구를 더 하고 돌아왔습

니다. 미국에서는 병리학 실험실에서 기초연구를 했는데 그때 지도교수가 랜스 리오타라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셨어요. 당시에 암의 전이, cancer invasion and metastasis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으로 세계

적인 명망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위암을 전공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초기 암이 아니고 복막이나 간으로 

전이되는 전이 암에 대한 치료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전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으로 암의 전이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가나자와대학에서도 주로 복막 전이암의 치료에 대해서 공부

했고요.

선생님 관련 기사를 보면 1995년에 외과 수술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유학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미국에 가기 전인 1990년의 일인데요. 보통 수술을 하면 주로 가위나 칼을 사용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출혈이 많게 됩니다. 그런데 bovie라고, 소위 전기소작기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형외과나 신경

외과에서는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어요. 외과에서도 피가 나면 피를 지지는 용도로 일부 사용되고 있

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칼 대신 지지면서 수술을 하면 피가 덜 나오겠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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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를 했습니다. 그게 1989년, 1990년경의 일인데 기존의 방식과 다르니까 주위에서 얘기도 좀 들었습

니다만 시술을 계속 하다 보니 그 방식이 손에 익더군요. 그래서 1995년에 대한외과학회에서 수술하는 

과정을 비디오로 찍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이지요. 국내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1996년에는 

외국 학회에서도 발표하면서 꾸준히 하다 보니 출혈이 적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bovie를 안 쓰

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수술 방식을 임상에 적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외과 내에서도 말씀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걸 하느냐고 걱정을 하시는 교수님도 계셨고요. 왜냐

하면 이게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수술 과정에서 정상적인 장기에 닿는

다든지, 혈관을 건드린다든지 하면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상당히 걱정스러워 하는 분도 계셨고 야단도 

치시고 그랬습니다. 외과는 도제식이 강하니까 그런 면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민진식 선생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고 관망하셨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제가 1990년부터 시도를 하다가 국제학회

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을 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고 “beautiful operation”이라고 축하를 해주

시는 걸 보면서 상당히 뿌듯해 하시고 그랬습니다. 믿고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민진식 선생님의 영향이 크셨군요. 1980년대부터 암 연구에서 내과나 방사선 쪽의 위상이 높아졌는

데 1990년대 말에 외과 전공이신 민진식 선생님께서 암학회 이사장을 하셨던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

니다.

민진식 선생님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진식 선생님은 저보다 16년 위이시기 때문에 

서브 스페셜, 소위 한 장기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장기를 다 하셨지요. 그래도 특히 소화기 암에 관심이 

많아서 주로 위암, 대장암, 직장암 수술을 많이 하셨어요. 대학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1980년대 

말이나 1990년대 초가 되어서야 서브 스페셜이 분명해지거든요. 당시는 저도 위암을 전공한다고는 했지

만 수술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민 교수님은 외과 의사이시지만 다학제적 팀 어프

로치에 대한 개념을 굳건히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당시는 항암제의 효과가 지금보다 못하였고 독성

이 강하다 보니 환자에게 미치는 부작용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외과 의사들, 특히 선배 의사 분들은 수

술로 다 해결이 된다, 다른 보조적인 치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민진식 선생님은 엠디엔더슨 같은 미국의 훌륭한 암센터를 여러 군데 다녀오신 경험에서 

multidisciplinary approach, 다학제 진료에 일찍이 눈을 뜨신 분이거든요. 특히 진행성 암에서 여러 치

료 방법의 협력을, 팀 어프로치를 강조하셨습니다.

다학제 진료에 대해서는 김병수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병수 교수님은 소아과 전공이시지만 종양학 연구를 하셨는데 연세 암센터에 계시면서 민진식 교수

님과 협조가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두 분 선생님은 모두 다학제 진료에 대한 개념을 확고히 가지셨고 

후배들에게도 팀 어프로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민진식 선생님이 1998년에 

암학회 이사장이 되셔서 2년간 가장 강조하셨던 것은 단일 과목에서 단일 팀이나 어떤 진료 과목이 암

을 치료하는 게 아니다, 다학제 진료가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도 총무로 민 선생님을 모시면서 외

과와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에 이제 싹트기 시작한 기초과학의 접목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1997~98년 시기부터 대한암학회 학술대회를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게 된 것도 학회에서 임상적

인 것만 다룰 것이 아니라 기초과학 하는 분들과 같이 조인(join)해서 학회를 키우자는 맥락이었습니다. 

임상가들의 치료는 결국 기초의학 하는 분들의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된다,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협조

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지요.

대한암학회 활동이 그러한 협조와 교류에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외과학회나 위암학회를 통해서 외과 분야 선생님들은 많이 만나지만 대한암학회에서 다

른 분야의 선생님들,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종양내과는 물론이고 산부인과, 두경

부를 다루는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선생님들도 암학회에 참여하시고 학술 프로그램에 자궁암, 난소암, 

비뇨기 암, 신장암 등을 포함하게 되었으니까요. 암학회에서 학회지를 만들고 상임이사를 하다 보니 여

러 선생님들과 교류가 생겼습니다. 기초의학 선생님들도 많이 알게 되어서 향후에 공동 연구를 하는 데 

큰 힘이 되었지요.

특별히 좋은 인연을 맺게 되신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과 인연이 생겼지만 대표적인 분이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방영주 교수입니다. 방영주 선

생님과는 NCI 연수 시절에 만나서 알게 되었는데 암 학회를 계기로 자주 보고 상임이사를 같이 하면서 

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방영주 선생님과 제가 2006년에 위암에 관한 국제적

인 임상시험을 주도하게 되었지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만과 중국 3개국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모임이

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연구 결과를 냈고 세계적인 연구 잡지인 Lancet에 3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

니다. 2012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와서 논문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991년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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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20년 넘도록 좋은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1990년대 이후에 국제적인 학술행사라든지 중요한 학회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00년대 들어서 저희가 미국의 종양연구학회, AACR(American Association of Cancer Research)와 

조인트로 학회를 개최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지요.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암학회, APCC(Asia Pacific 

Cancer Conference)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시아임상종양학회, ACOS(Asian 

Clinical Oncology Society)를 열기도 했습니다. 대한암학회가 규모도 커지고 학술적인 레벨이 높아지면

서 국제학회를 유치하는 것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가 2000년대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대한암학회지가 SCI 등재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역시 학회 발전에서 중요한 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암학회지가 SCI에 등재된 잡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좋

은 페이퍼를 만들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행되는 high profile의 잡지에 많이 냈습니다. 저도 위암 관련 

논문을 200여 편 냈는데, 아무래도 국내 잡지보다는 국제적인 잡지에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초

기에는 암학회지에도 많이 냈지만 국제 잡지에 페이퍼를 싣기 시작한 것이 1998~99년 무렵이니까 그 이

후에는 아무래도 외국 잡지에 많이 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SCI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좋은 논문들이 

많이 실리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등재된 지 얼마 안 되어서 impact factor를 더 올려야 더 

많은 좋은 논문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편집위원장을 하고 계신 김일한 교수님

과 편집위원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아주 impact factor가 높은 학술지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밖에 선생님께서 활동하셨던 시기에 중요한 일로 기억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2000년대 들어서 암학회가 모학회로서 암과 관련된 규모가 작은 학회들과 조인트 미팅을 같이 했습

니다. 유전체 학회라든지 조금 더 서브 스페셜한 분야에 대해 경험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요. 

또 소규모 학회의 선생님들은 암의 전반적인 큰 틀, 임상에 관한 틀을 따로 접하기가 힘든데 조인트 미

팅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암학회는 모든 암을 다 다루기 때문에 유방암, 위암, 

간암 등등 회원들 간에 정보 교환을 하게 되고 학문적 경험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2000년대에 활성화되었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학술지를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암학회지는 폐암학회지를 흡수해서 암학회지로서 같이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회지가 너무 세분화

되면 발간도 힘들고 투고되는 논문도 적다 보니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학

회지를 통합하게 되면 충분한 투고를 받을 수 있고 논문의 질이 높아지면서 학회지의 질도 높아지게 됩

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2000년대 학회지의 통합 발간이라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암학회지가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께서는 연세 암센터 원장도 맡고 계신데요, 최근 암센터의 증가 경향도 암 연구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희 병원도 현재 새 암 병원을 짓고 있고 아마 5월 초면 정식 개원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연세 암센

터가 1969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생겼습니다만 그 이후에 특히 대형 병원에 암센터들이 많이 증가했습니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립 암센터도 생겼고요. 그런데 암센터는 진료 측면뿐 아니라 연구 기능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새로운 기계를 같이 들여온다든지 좋은 인력을 유치한다

든지 하면서 우리나라 암 연구 및 진료의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께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셈이지요. 

혹시 암센터 증가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본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

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모든 일이 그렇지만 과잉 공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잉 투자가 된다든지, 출혈 경쟁

이라든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의료 수가를 국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진

료 수가는 별로 올라가지 못하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가의 진단 기기라든지 방사선 치료기기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 결국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센터, MD앤더슨 암센터라든가 뉴욕 메모리얼 암센터 같은 곳

을 보면 소위 프리 스탠딩 암센터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는 암환자만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

처럼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서울대학이나, 삼성, 아산, 연세대 같은 곳은 기존 병원은 

양성질환과 암을 모두 진료하고 그러면서 암센터에서는 암을 봐야 하거든요. 교수님들이 양쪽을 다 보

는 이른바 듀얼 포지션의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어렵고 암을 다루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보니 병원의 투자랄까 인력의 배정 문제에서 아무래도 조금씩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

니다. 그러나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암 분야도 발전하고 비암 분

야도 발전을 하고 하게 되면 결국 전체 기관이 발전하고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큰 틀에서 보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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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대한암학회의 후배 의사분들께 당부의 말씀이랄까, 

학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암학회가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이니까 더 이전이겠

지만요. 40년 전의 우리나라 상황은 아마 개발도상국, 후진국의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교역국

이 되고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학의 수준도 40년 전에 암학회가 태동할 때와 지금은 확

연히 달라졌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10대 교육국으로서 혹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들과 마찬가지

로 거기에 걸맞게, 우리 암학회도 거기에 걸맞은 암 연구와 진료, 예방 이런 부분에 연구자들이, 암학회 

회원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연구나 진료의 수준에

서 좀 더 위를 바라보는 그런 연구가 있어야 하겠고, 이제 연구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학

제 연구도 필요하지만 좀 더 세계화되어서 외국의 선진적 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연구 결과를 가지

고 같은 수준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암 환자, 더 나아

가면 세계의 암 환자의 치료, 완치를 위한, 또 예방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을 해봅니다.

방영주  2012~2014년 현재 이사장

멤버십 강화, 존재감 제고, 국제화로 
대한암학회 더 발전해나가야

 | 대한암학회 40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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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암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부터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김노경 선생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셨을 때가 

1977년인데 그때 저는 인턴도 들어가기 전이었지요. 당시 김노경 선생님께서 종양학 집담회를 열어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지던지. 외모도 워낙 출중하시지만 강의 내용도 새롭고 당시 ‘서울

대 3대 천재’라고 불리실 정도로 워낙 논리적이고 샤프하시니까 거기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일종의 롤 모델로 삼게 된 것이지요. 당시에는 종양학이 새로운 분야니까 새로

운 영역을 개척하고 싶다는 생각도 강했고요. 그래서 1979년에 인턴을 시작할 때 김노경 선생님을 찾아

뵙고 종양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이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1977년이면 서울대학교병원에 종양내과가 생기기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978년에 서울대학교병원을 신축하면서 내과에 혈액종양내과라는 분과가 생겼지요. 그

러면서 종양학을 김노경 선생님이, 혈액학을 김병국 선생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종양학은 미국에서도 

1970년대가 되어서야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김노경 선생님 지도하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

치고 1983년부터 1986년까지 3년간 킴스 플랜(Kim’s Plan)으로 해군 군의관을 다녀왔습니다. 1986년에 

제대를 했는데 6월에 전임강사에 임용이 되면서 내과에 종양학을 담당하는 스탭이 8년 만에 두 명으로 

늘게 되었지요. 혈액학은 1983년에 박선양 선생님이 들어오셨고요. 그렇게 해서 1986년 이후에 본격적

으로 암을 다루게 되었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과에 사실상 암 전문의가 김

노경 선생님과 저 둘뿐이다 보니 매일 100명이 넘는 암 환자를 돌보아야 했으니까요.

김동집 선생님께서 1986년 한·미암공동연구협력위원회 문제로 김노경 선생님과 미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그 무렵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니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당시 데이빗 최

(David Choi) 선생님이 주선을 해서 김동집, 김노경, 맹광호 선생님이 NCI(National Cancer Institute, 미

국 국립암센터)를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당시에 이 방문을 계기로 

서울의대와 가톨릭의대에서 공동으로 카보플라틴(Carboplatin)이라는 항암제의 국내 임상시험을 했습

니다. 1987년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최초의 임상시험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었습니다. 가톨릭의대에서는 김동집 선생님을 도와 김훈교 선생님이 실무를 담당하셨고, 서울의대

에서는 김노경 선생님을 도와 제가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께서도 NCI에서 연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989년 9월부터 2년간 NCI에서 종양생물학과 신약개발 연구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돌아

왔습니다. 외과의 박재갑 선생님께서 NCI에 자리가 났다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1985년부

터 2년간 NCI에 계시면서 연구를 너무나 열심히 하셔서 아주 유명해지셨지요. 그래서 NCI에서 박재갑 

선생님께 당신처럼 열심히 연구할 만한 한국의 젊은 연구자를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전에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를 좋게 보셨던 모양인지 추천을 해주셨고, 그렇게 박재갑 

선생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NCI에 있으면서 세포신호전달체계에 대한 논문도 작성했고 신약개

발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준비할 무렵 연세

대학의 노성훈 선생님이 연수를 와서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본격적으로 대한암학회에 관여를 하셨던 것은 NCI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셨던 시기

부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그 전부터 김노경 선생님을 모시고 학술대회에 참석한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학회활동은 했습

니다만 아무래도 본격적인 활동은 귀국 이후라고 볼 수 있겠지요. 1990년대 초에 국내에서도 신약 개발

이 시작되면서 임상시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암 연구도 활성화되었습니다. 1996년에서 1997년 무

렵 대한암학회 학술대회에 9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여들어서 대성황을 이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는 곧 천 명이 넘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한국이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학술대회 규모도 정체되

었고 결국 천 명을 넘은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1996년에 김노경 선생님께서 대한암학회 이사장을 맡으

셨고 그러면서 제가 총무를 하게 되었지요. 

1990년대에는 연세의대에서 김병수 선생님이, 가톨릭의대에서는 김동집 선생님이, 서울의대에서는 김

노경 선생님이 암 연구와 암학회 활동의 주축을 이루셨는데 그분들을 보필했던 분들이 연세의대에서

는 노재경 선생님이고, 가톨릭의대에서는 김훈교 선생님입니다. 두 분 모두 저보다 연배가 5년 위인데, 

김병수 선생님과 김동집 선생님께서 대한암학회 이사장을 하실 때 총무를 맡기셨지요. 저도 마찬가지

로 총무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232

 | Ⅲ 역대 임원 및 원로교수에게 듣는 대한암학회 40년 |

 233

 | 대한암학회 40년사 |

선생님께서 총무를 하셨던 1996년을 전후해서 대한암학회 활동에서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십

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무렵 학술대회에 900명이 넘는 참석자가 모여들어서 굉장히 고무되었던 일이 

기억에 남고, 그 이후에도 상임이사, 학술위원장, 감사 등을 맡으면서 대한암학회 활동에 계속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학회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술대회에 참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학회 발전이란 곧 회원 수의 증가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1993년에 가을 심포지엄을 시작하면서 학술대회를 연 2회로 늘렸던 일이라든지, 기초연

구자의 학회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임상의를 중심으로 했던 학술대회를 1997년부터 춘계 학술대회부터 

이틀로 늘리면서 확대했던 일이 암학회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학회사 구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암학회지의 SCI 등재

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로 기억하는데 당시 김훈교 선생님이 간행위원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때부

터 SCI 등재를 목표로 해서 대한암학회지를 영문 학술지로 전환했지요. 대한암학회지의 제호명도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로 변경하였고요. 이런 변화는 결국 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투고하도

록 유도하고 학회의 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이후 10여 년 만인 2012년에 대한

암학회지가 SCI 등재지가 되었는데 여러 선생님들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투고 논문이 부족해서 박재갑 선생님께서 이사장을 하실 때는 이사들은 무조건 한 편

씩 논문을 투고하라고 요청하시기까지 했었는데 요즘은 투고 논문이 너무 많아서 심사에 애를 먹을 정

도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암 관련 분과학회도 상당히 증가했는데, 대한암학회 발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암 연구가 발전하고 세분화되면서 분과학회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학회를 

구성하는 두 축이 동료 의식, 그러니까 학회활동을 하면서 교류하고 친해지는 멤버십, 그리고 학술활동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신이 전공하는 특정 분야의 동료들과 더 가까이 교류하고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서 학술활동을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이런 분과학회의 발전이 

대한암학회 차원에서 보면 원심력으로 작용한다고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겨우 회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 거기서 또 분과학회로 쪼개지다 보니 아무래도 대한암학회의 규모 확대를 위해서

는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미국 임상종양학회 회원 수가 3만 명을 넘고 일본 암학회도 5,000

명이 넘는데 이에 비하면 대한암학회는 아직도 한참 덩치를 키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구 분야가 세분화되고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이면서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은 학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갈등도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지

요.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장을 하면서 대한암학

회의 발전을 위해서 강조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멤버십을 확대하고, 학회의 존재감을 높이고, 학회의 

국제화를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학회의 역

사를 정리하고, 암 치료 가이드북을 만들고, 학술대회를 국제 학술대회로 변모시키고 했던 것들이 모두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방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학회가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간다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기초연구자들의 학회 참여 증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이 역시 학회 규모의 확대 차원에서 중

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초연구자들이 학회에 대거 참여하면서 임상 의사들도 상당한 도움을 받고 또 약간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1990년대 초부터 신약 개발과 관련한 임상시험에 참여하면서 당시 SK케

미칼의 김기협 소장, 개발자인 김대기 박사 같은 분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최근에는 약학이라든지 미생물학을 전공한 기초 분야 선생님들도 암학회의 학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

고 협력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 암학회는 ASCO(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미국임상종양학회)와 AACR(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미국암연구협회)

로 임상과 기초가 분리되어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아직 임상과 기초를 분리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덩치를 키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학회사 집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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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年表)1

대한암협회 창설

김석환, 중앙암연구소·중앙병원 개원

대한암연구회 제1회 학술강연회 개최

대한암연구회 학술지, 『Journal of Korean Cancer Research Association』 창간호 발간

진병호, 이제구, 김석환 등 도쿄 국제암학회 참석

이사장제, 상임이사제 도입

1차 상임이사회 개최, 정기총회에서 이제구 회장, 김진복 초대 이사장 선임

대한암학회 학술지 연간 1~2회 발행에서 2회 발행으로 변경

제8차 아시아·태평양암학회(APCC) 개최

회원수 500명 돌파, 학회 마크 변경, 대한암학회 학술지 제목을 『Journal of Korean Cancer

 Association』으로 변경

대한의학회 산하 한·미암연구협력위원회 창설

대한암연구회를 대한암학회로 개편 결정

대한암학회 창립총회, 윤일선 회장, 이제구 부회장 선임

대한암학회 제1회 학술대회

시 기 시 기대한암학회사 대한암학회사

1940~50

1960

1970

1980

1962.4 

1964.2 

1966.5 

1966.6 

1966.10 

1973.6 

1974.3 

1974.5 

1983.6 

1984 

1987.9 

1987 

1988.2 

대한암학회 학술지 연간 3회 발행으로 변경, 국문 제호 『대한암학회지』와 영문 제호 병기

김병수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총회 구연 발표

대한암학회 학술지 연간 4회 발행으로 변경

임원에 관한 회칙 개정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편집위원회 구성

대한암학회 학술지 연간 6회 발행으로 변경

제1회 추계심포지엄 개최

학술위원회 구성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개최 기간 이틀로 연장, ‘국내종양질환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시작

제1회 한국암연구재단 학술상 수여(기초 분야 신부안, 임상 분야 박재용)

회원 수 1,000명 돌파, 대한암학회 7개 위원회(기획, 재무, 심사, 학술, 편집, 보험, 섭외) 체제 성립

S&B학술상(GSK 학술상) 신설

1990

1990 

1990

1991 

1992.5 

1992.10 

1992 

1993.12 

1993 

1997 

1998.6 

1998 

1999

대한암학회 학술지 제호를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로 변경

학회 마크 변경(현재 학회 마크)

미국암학회(AACR) 국제학술대회 서울 2001 개최

사노피-아벤티스 학술상, SK 학술상, 로슈 종양 학술상, 릴리 학술연구비 신설

대한암학회 학술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 선정

제1회 ‘암(癌)중모색 희망캠페인 ‘암 희망의 밤’ 행사 개최, 암희망상, 암언론상 수여

제6차 아시아임상종양학회(ACOS) 개최

제2회 ‘암(癌)중모색 희망캠페인’ 7대암 가이드라인 발표

우수연구자상 신설

2000

2000.12 

2000 

2001.9 

2001

2002 

2003.6 

2003.11 

2004.6 

2004 

대한암연구회 창설, 윤일선 초대 회장1958.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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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아시아·태평양폐암학회(APLCC) 개최

회원수 1,500명 돌파, 머크세로노 암학술상, 노바티스 암학술연구비 신설

제10차 아시아임상종양학회(ACOS) 개최

대한암학회 학술지, SCIE 등재

광동우수논문 학술상 신설

미국 온코링크(OncoLink) ‘환자 가이드북 폐암’, 미국암학회 ‘금연 가이드라인’ 3종 및 ‘암 예방을 위한 

영양과 운동 가이드라인’ 한국어 번역 발간

2010

2010.12

2010

2012.6

2012.9

2012

2013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명칭) 본회는 대한암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Cancer Association(KCA)이라 한다.

제 2조 (명칭)

(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 (목적 및 사업) 

본회는 종양학의 진보향상에 기여하고, 회원상호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업을 한다.

1. 종양학 발전에 관한 사항

2. 학술대회, 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학회지 및 관련 도서의 발간에 관한사항

4. 회원의 학술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관 학회의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정 1974. 3. 2. 

개정 1983. 6. 3.  

 1990. 6. 15. 

 1992. 6. 12. 

 1998. 6. 13.  

 1999. 6. 12.  

대한암학회 회칙2

전문개정  2004. 6. 12. 

개정  2010. 6. 11.

제18차 아시아·태평양암학회(APCC) 개최

대한암학회 학술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선정

GSK 암예방 기금 신설

제12차 세계폐암학회 국제학술대회(WCLC) 개최

제1차 NCCN-Korea Cancer Guideline Meeting 개최

대한암학회 학술지, 연간 4회로 축소 발행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 학회 사무실 구입

제2차 NCCN-Korea Cancer Guideline Meeting 개최

기초우수논문상, 로슈 암학술상, 우수논문상, 머크세로노 암학술연구비 신설

제1회 동계 Workshop 개최

2000

2005.9 

2005 

2006 

2007.9 

2007.11

2007 

2008.4 

2009.12 

2009 

2009

시 기 대한암학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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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제 4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는 각호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의사 및 암연구에 종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소정

의 입회절차를 마치고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

2.  준회원: 암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치고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

3.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국제적으로 암연구에 공헌이 현저한 자 및 본회에 공로가 큰 자중 이사

회에서 추천한 자

4. 종신회원: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연회비의 10배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자

제 5 조 (권리 및 의무)

①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②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원징계)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간 연차학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및 3년간 회비

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장 1명

4. 상임이사 13명 이내

5. 감사 2명

제 8 조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장은 본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분담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 9 조 (임원 등의 선출 및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상임이사회가 추천하여 자문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

쳐 선출한다. 단, 자문위원은 다시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 이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단 및 이사장은 단임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은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다.

⑤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 (자문위원)

역대 회장 및 이사장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1 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정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변경 등 중요사항은 출석회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⑥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의결사항)

총회는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회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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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이  사  회

제 13 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② 이사의 수는 정회원의 10%이내로 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연1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본회 총회 당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

사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변경, 회원

의 징계 등 중요사항은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으나 가부동시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

은 없다.

④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가 확인 서명한다. 

제 15 조 (의결사항)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및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제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

9. 명예회원 추천에 관한 사항

10. 총회준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6 장  상임이사회 및 위원회

제 16 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 17 조 (상임의사회의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학회 운영과 관련되는 제반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 18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둔다.

 1. 총무위원회는 회무의 총괄실무를 담당한다.

 2. 기획위원회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획을 담당한다.

 3. 재무위원회는 본회 재정을 관리한다.

 4. 심사위원회는 정, 준회원 입회자격 및 의료사고를 심사한다.

 5.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의 개최 및 기타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7. 건강보험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8. 홍보위원회는 회원확충, 홍보 등의 대외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9. 정보전산위원회는 본회 정보관리와 전산업무를 담당한다. 

② 본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19 조 (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필요 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수는 10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확인 서명한다.

제 7 장  재정 및 경리

제 20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연차 정기 총회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21 조 (예산과 결산)

① 본회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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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의 결산은 감사회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04·6·12>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임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회칙에 의하여 그 임

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 2 조 (회칙폐지)

본 회칙 시행일 이전의 대한암학회회칙은 본 회칙 시행일에 폐지한다.

제 3 조 (기타)

본회의 규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역대 임원 명단

~1982
1983. 6~

1987. 6

1987. 6~

1989. 6

1989. 6~

1991. 6(임기2년)

1991. 6~

1992. 6

1992. 6~  

1993. 6

1993. 6~ 

1994. 6

1994. 6~

1995. 6

회장 윤일선 이제구 이문호 김진복 김진복 김진복 함의근 윤택구

부회장

이제구 김동식 김동식 함의근 함의근 함의근 윤택구 김세민

김석환 이문호 김동집 김동집 김병수 김승조 이경식(연대)

이사장 김진복 김진복 김병수 김병수 김동집 김동집 김예회

 감사

윤택구 윤택구 윤택구 임수덕 임수덕 김세민 김세민 최용묵

김정진 김정진 이경식(연대) 이경식(연대) 최용묵 최용묵 이효표

총무 함의근 박재갑 박재갑 노재경 노재경 김훈교 김훈교 김훈교

기획 함의근 함의근 민진식 민진식 김노경 김노경 김노경

재무 박창윤 박창윤 윤택구 윤택구 민진식 민진식 민진식

심사 김동집 김동집 김예회 김예회 김예회 김예회
이경식

(가톨릭대)

학술 김진복 김병수 김병수

김노경/ 

副 이경식

(가톨릭대) 

김노경/ 

副 이경식

(가톨릭대) 

이경식

(가톨릭대)

이경식

(가톨릭대)
이혁상

편집 김노경 김노경 박재갑 박재갑 최국진 최국진 최국진

보험 김예회 김예회 김승조 김승조 이경식(연대) 이경식(연대) 이진오

섭외/홍보 이유복 이유복 김세민 김세민 김승조 홍원표 홍원표

정보전산 - - - - - - -

간행 - - - - - - -

무임소 - - - 이진오 이진오 박찬일 박찬일

3

연도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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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6~ 

1996. 6

1996. 6~ 

1997. 6

1997. 6~ 

1998. 6

1998. 6~ 

1999. 6

1999. 6~ 

2000. 6

2000. 6~

2001. 6

2001. 6~  

2002. 6

2002. 6~ 

2003. 6

2003. 6~   

2004. 6

회장 김동집 김세민 김예회 김승조 김병수 민진식 최국진
이경식

(가톨릭대)
남궁성은

부회장

민진식 최국진 박찬규 김상희 최용묵 남궁성은 목정은 구범환 조경삼

이혁상 홍원표 이진오 이효표
이경식

(가톨릭대)
박찬일 김효철 김광현 양정현

이사장 김예회 김노경 김노경 민진식 민진식 최용묵 최용묵 박찬일 박찬일

 감사

최용묵 최용묵 최용묵 최용묵 남궁성은 구범환 구범환 노재경 노재경

이효표 이효표 이효표
이경식

(가톨릭대)
박찬일 정태준 정태준 박재갑 박재갑

총무 김훈교 방영주 방영주 노성훈 노성훈 장성구 장성구 김일한 김일한

기획 김노경 남궁성은 남궁성은 남궁성은 구범환 노재경 노재경 김창민 김창민

재무 박찬규 정태준 정태준 백남선 백남선 백남선 백남선 장성구 장성구

심사
이경식

(가톨릭대)
백남선 백남선 정태준 정태준 조경삼 조경삼 노성훈 노성훈

학술 김상희 박재갑 박재갑 노재경 노재경 방영주 방영주 방영주 방영주

편집 최국진 박찬일 박찬일 김훈교 김훈교 김훈교 김훈교 김훈교 김훈교

보험 이진오 김훈교 김훈교 김귀언 김귀언 박희숙 박희숙 박희숙 박희숙

섭외/홍보 홍원표 노재경 노재경 박재갑 박재갑 박재갑 박재갑 이정신 이정신

정보전산    -    -    -    -    -    - - - -

간행    -    -    -    -    -    -    -    -    -

무임소 박찬일 박상철 박상철 김광현 김광현
류성열       

노성훈

류성열

노성훈

김귀언

박주배

김귀언       

박주배

연도

직책

2004. 6~ 

2005. 6

2005. 6~ 

2006. 6

2006. 6~ 

2007. 6

2007. 6~

2008. 6

2008. 6~ 

2009. 6

2009. 6~ 

2010. 6

2010. 6~        

2011. 6

2011. 6~         

2012. 6 

2012. 6~

2013. 6

2013. 6~ 

2014. 6

회장 이효표 구범환 조경삼 손수상 하성환 박희숙 이진수 이정신 장성구 서현숙

부회장

김귀언 류성열 손수상 하성환 장성구 이승훈 김준석 김규원 서현숙 김호근

백남선 박주배   박희숙 이진수 박종섭 서창옥 신희영 조관호 김영진 유완식

이사장 박재갑 박재갑 노재경 노재경 김훈교 김훈교 노성훈 노성훈 방영주 방영주

 감사

노재경 노재경 김훈교 김훈교 노성훈 노성훈 방영주 방영주 정현철 정현철

김훈교 김훈교 장성구 장성구 방영주 방영주 김영진 김영진 박근칠 박근칠

총무 배재문 배재문 최승호 최승호 김열홍 김열홍 정재호 정재호 김동완 김동완

기획 장성구 장성구 노성훈 노성훈 허대석 허대석 노동영 노동영 오승택 오승택

재무 박근칠 박근칠 박근칠 박근칠 최승호 최승호 최승호 최승호 노동영 노동영

심사 노성훈 노성훈 서창옥 서창옥 최은경 최은경 최은경 최은경 최은경 최은경

학술 허대석 허대석 정현철 정현철 박근칠 박근칠 정현철 정현철 김열홍 김열홍

편집
방영주 /           

副  김열홍 

방영주 /           

副  김열홍 

방영주 /           

副  김열홍

방영주 /           

副  김열홍

김일한/             

副 김우호

김일한/             

副 김우호

김일한/             

副 김우호

김일한/             

副 김우호
김일한 김일한

보험
박희숙/           

副 김흥태  

박희숙/           

副 김흥태  

허대석/           

副 양한광 

허대석/           

副 양한광 
정현철 정현철 김시영 김시영 김시영 김시영

섭외/홍보 박종섭 박종섭 박종섭 박종섭 양한광 양한광 양한광 양한광 정재호 정재호

정보전산 김일한 김일한 김일한 김일한 유희석 유희석 유희석 유희석 이은숙 이은숙

간행    -    -    -    -    -    -    -    - 정경해 정경해

무임소
김호근           

강윤구

김호근           

강윤구

이진수    

김우호

이진수    

김우호

서영준 

김남규

노동영

서영준 

김남규

노동영

임호영             

오승택 

권호정

임호영             

오승택 

권호정

임호영 

백융기 

김용만

임호영 

백융기 

김용만

연도

직책

역대 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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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암학회 사무실5

1. 대한암학회 사무실 소재지 

  1) ~ 1989년 6월 :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내  

  2) 1989년 7월~1990년 8월 : 연세암센터 내 

  3) 1991년 9월~2008년 4월 : 대한의사협회 내 

  4) 2008년 5월~2014년 현재 : 광화문 소재 단독 사무실 마련(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1824호)

2. 대한암학회 사무국 직원

지정희 과장김혜숙 실장

연도별 회원 현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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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성 명 소 속

회 장 김창진 울산의대

차기회장 김충현 한양의대

차차기회장 이창훈 원자력의학원

 감사

강신혁 고려의대

김재용 서울의대

총무위원 곽호신 국립암센터

학술교육위원 장종희 연세의대

재무위원 권정택 중앙의대

국제교류위원 홍용길 가톨릭의대

지명위원 김오룡 영남의대

회원관리위원 서의교 이화의대

기획위원 정신 전남의대

홍보위원 차승헌 부산의대

뇌종양등록위원 김선환 충남의대

회칙의원 조성진 순천향의대

간행위원 유헌 국립암센터

직책 성 명 소 속

의료정보위원 김승민 대전을지대

보험위원

강동기 대구파티마병원

 박봉진 경희의대

진료심의위원 이채혁 인제의대

연구위원 남도현 성균관의대

역사위원 최하영 전북의대

다기관임상시험위원 이기택 인천길병원

교육위원 황정현 경북의대

특별위원

김영규 충북의대

 이선일 인제의대

김세혁 아주의대

 백선하 서울의대

김정훈 울산의대

정진명 경상의대

전신수 가톨릭의대

대한뇌종양학회(The Korean Brain Tumor Society)

관련학회 임원 명단6

직 책 성 명 소 속

명예회장 김광연 서울송도병원

회장 김진천 울산의대

차기회장 김남규 연세의대

제 1부회장 이두한 대항병원

제 2부회장 박웅채 건국의대

이사장 김광호 이화의대

기획위원장 이석한 경희의대

재정위원장 이한일 드림병원

의무위원장 육의곤 대항병원

학술위원장 박규주 서울의대

편집위원장 황대용 건국의대

교육수련위원장 최원준 건양의대

건강보험위원장 강중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섭외홍보위원장 이우용 성균관의대

고시위원장 최규석 경북의대

직 책 성 명 소 속

국제위원장 김형록 전남의대

정보기술위원장 김익용 연세원주의대

윤리위원장 윤서구 서울송도병원

법제위원장 백정흠 가천의대

출판물제작위원장 정춘식 한솔병원

무임소

정승규 양병원

최정석 상쾌한병원

김병석 광주기독병원

정순섭 이화의대

세부분과 특별위원장 이석환 경희의대

내시경관리 특별위원장 육의곤 대항병원

감사

박동국 단국의대

이윤석 가톨릭의대

총무

엄준원 고려의대

이인규 가톨릭의대

대한대장항문학회(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창립연도 : 1991년  T. 523-6811   E. koreabraintumor@gmail.com  H. www.braintumor.or.kr 창립연도 : 1968년   T. 2040-7736   E. colon@kams.or.kr  H. www.col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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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성 명 소 속

회장 소의영 아주의대 외과

부회장

안희창 한양의대 성형외과

최은창 연세의대 이비인후과

감사

조관호 국립암센터 방사선종양학과

김민식 가톨릭의대 이비인후과

총무이사 김철호 아주의대 이비인후과

학술이사 강진형 가톨릭의대 종양내과

편집이사 안순현 서울의대 이비인후과

연구이사 장항석 연세의대 외과

재정이사 오영택 아주의대 방사선종양학과

기획이사 노영수 한림의대 이비인후과

섭외이사 정필상 단국의대 이비인후과

국제협력이사 김영모 인하의대 이비인후과

수련교육이사 안용찬 성균관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직 책 성 명 소 속

홍보이사 정광윤 고려의대 이비인후과

보험이사 우홍균 서울의대 방사선종양학과

법제이사 이병일 고려의대 성형외과

정보관리이사 이상욱 울산의대 방사선종양학과

무임소이사

윤정한 전남의대 내분비외과

백정환 성균관의대 이비인후과

이강대 고신의대 이비인후과

태  경 한양의대 이비인후과

장  학 서울의대 성형외과

김세헌 연세의대 이비인후과

최진혁 아주의대 혈액종양내과

총무간사 조재구 고려의대 이비인후과

학술간사 홍숙희 가톨릭의대 종양내과

대한두경부종양학회(The Korean Society for Head & Neck Oncology)

직 책 성 명 소 속

회  장 최은경 서울아산병원

부회장

오윤경 조선대병원

이형식 동아대병원

감  사

양광모 원자력병원

박정호 메리놀병원

총무이사 안승도 서울아산병원

학술이사 김종훈 서울아산병원

간행이사 최두호 삼성서울병원

고시이사 오영택 아주대병원

보험이사

신경환 국립암센터

우홍균 서울대병원

교육수련이사 김인아 분당서울대병원

홍보이사 장홍석 서울성모병원

용어이사 김진희 계명대동산병원

직 책 성 명 소 속

국제협력이사 안용찬 삼성서울병원

정보이사 정원규 강동경희대병원

미래기획이사 금기창 신촌세브란스병원

QA이사 조병철 서울아산병원

연구이사 김대용 국립암센터

윤리이사 안성자 화순전남대병원

진료지침이사 김우철 인하대병원

무임소이사

성진실 신촌세브란스병원

김성환 성빈센트병원

김재성 분당서울대병원

김주리 제일병원

김미숙 원자력병원

남택근 화순전남대병원

대한방사선종양학회(Korean Society for Radiation Oncology) 

창립연도 : 1984년  T. 031-219-5001   E. kshno@hanmail.net  H. www.kshno.or.kr 창립연도 : 1982년   T. 471-5623   E. kosro@kosro.or.kr  H. www.kosro.or.kr



254

 | Ⅳ 부록 |

 255

 | 대한암학회 40년사 |

직 책 성  명 소 속

회장 유희석 아주대병원

부회장 및 학술위원장 배덕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부회장 김기태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감사 김성한 고신의대 복음병원

감사 오병찬 전북대병원

사무총장 장석준 아주대병원

기획위원장 류기성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편집위원장 김영탁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심사위원장 이선경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재정위원장 송용상 서울대병원

수련위원장 김영태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국제교류위원장 김승철 이화의대 목동병원

윤리위원장 차순도 계명의대 동산의료원

보험위원장 박상윤 국립암센터

홍보위원장 김석모 화순전남대병원

정보통신위원장 김수녕 건국대병원

대한부인종양학회(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직 책 성  명 소 속

부인암예방위원장 이낙우 고려의대 안산병원

명예회장 강순범 건국대병원

명예회장 김경태 한양대병원

명예회장 김승조 차의대 분당차병원

명예회장 김재욱 관동의대 제일병원

명예회장 남궁성은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명예회장 목정은 관동의대 제일병원

명예회장 문   형 한양의대

명예회장 박찬규 연세의대

명예회장 이규완 서울우리들병원

명예회장 이효표 순천향대병원

명예회장 황윤영 울산보람병원

명예회장 이응수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명예회장 이준모 차의대 분당차병원

명예회장 남주현 서울아산병원

대한비뇨기종양학회(The Korean Urological Oncology Society)

직 책 성 명 소 속

회장 안한종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부회장 김형진 전북대병원

총무이사 전성수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부총무 백성현 건국대병원

재무이사 김홍섭 건국대 충주병원

학술이사 조진선 한림대 성심병원

편집이사 이형래 강동경희대병원

연구이사 변석수 분당서울대병원

진료지침이사 권동득 전남대 화순병원

보험이사 주관중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홍보이사 권태균 경북대병원

국제교류추진이사 김선일 아주대병원

협력, 윤리이사 박홍석 고려대 구로병원

직 책 성 명 소 속

정보이사 함원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간행이사 박동수 분당차병원

기획이사 곽  철 서울대병원

대한내비뇨기과학회 

협력특별위원회
나군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감사

유상민 인하대병원

이경섭 동국대 경주병원

자문위원

류수방 전남대병원

윤덕기 고려대 구로병원

최한용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장성구 경희대병원

홍성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창립연도 : 1984년  T. 512-5915  E. gyncancer@gyncancer.or.kr  H. www.sgo.or.kr 창립연도 : 1990년   T. 3410-3555   E. skyna1009.na@samsung.com  H. www.kuo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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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위암학회(The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직 책 성 명 소 속

자문위원 손수상 계명의대 외과

자문위원 조용관 아주의대 외과

자문위원 이종인 원자력병원 외과

자문위원 노성훈 연세의대 외과

자문위원 김동헌 부산의대 외과

자문위원 유완식 경북의대 외과

자문위원 목영재 고려의대 외과

회장 양두현 전북의대 외과

제1부회장 권성준 한양의대 외과

제2부회장 김재규 중앙의대 소화기내과

이사장 박조현 가톨릭의대 외과

감사 김병식 울산의대 외과

감사 최승호 연세의대 외과

기획위원장 진형민 가톨릭의대 외과

직 책 성 명 소 속

학술위원장 한상욱 아주의대 외과

편집위원장 형우진 연세의대 외과

총무위원장 배재문 성균관의대 외과

재무위원장 이문수 순천향의대 외과

보험위원장 김용일 이화의대 외과

국제위원장 양한광 서울의대 외과

홍보위원장 손태성 성균관의대 외과

정보전산위원장 김형호 서울의대 외과

고시수련위원장 육정환 울산의대 외과

윤리위원장 민영돈 조선의대 외과

연구위원장 김영우 국립암센터 외과

의료심사위원장 정호영 경북의대 외과

총무 간사 김성근 가톨릭의대 외과

대한폐암학회(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ung Cancer ) 

직 책 성 명 소 속

회장 심영목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부회장 이경수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부회장 조문준 충남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이사장 김영환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감사 나국주 화순전남대병원 흉부외과

감사 우홍균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총무이사 이계영 건국대병원 호흡기내과

부총무이사 장승훈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기획이사 김영태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학술이사 김영철 화순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창립연도 : 1993년  T. 730-3760   E. kgca@kgca-i.or.kr  H. www.kgca-i.or.kr 창립연도 : 2000년   T. 741-8540   E. kaslc@lungca.or.kr  H. www.lungca.or.kr

직 책 성 명 소 속

간행이사 안용찬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재무이사 백효채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보험이사 이재철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홍보이사 류정선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

연구이사 장태원 고신대병원 호흡기내과

국제교류이사 성숙환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무임소이사 이춘택 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무임소이사 정순희 연세원주의대 병리학과

무임소이사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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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성 명 소 속

무임소이사

지역이사-경기인천 진종률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내과

지역이사-대구경북 손상균 경북대병원 내과

지역이사-부산경남 임영탁 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지역이사-광주전남 김형준 화순전남대병원 내과

혈액학교과서 차영주 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육-기초 이동순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무임소이사

교육-임상 윤성수 서울대병원 내과

학술자료관리 박찬정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정책 이종욱 서울성모병원 내과

국제협력 서철원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과

국제협력 국   훈 화순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사회봉사교육 장대영 한림의대 성심병원 내과

정보, 홈페이지 채석래 동국대 일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진료가이드라인 원종호 순천향의대병원 내과

진료가이드라인 주영돈 인제의대 해운대백병원 내과

진료가이드라인 이영호 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혈액암통계, News & reports 박현진 국립암센터 소아암센터

회원관리 강명서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ISBT2014 임채승 고려의대 구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창립연도 : 1958년   T. 516-6581   E. hematology@kams.or.kr  H. www.hematology.or.kr

대한혈액학회(Korean Society of Hematology) 

직 책 성 명 소 속

회장 박희숙 순천향의대병원 내과

이사장 구홍회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감사

서종진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현명수 영남대병원 내과

총무이사 정철원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내과

총무보 장준호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내과

학술이사

김병수 고려의대 안암병원 내과

조   빈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용구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보험이사

박준성 아주대병원 내과

박경덕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재무이사 유경하 이화의대 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법제이사 김선희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정책홍보이사 조덕연 충남대병원 내과

편집이사 권석운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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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상암학회(Korean Association for Clinical Oncology)

직 책 성 명 소 속

회장 김시영 경희의료원

부회장 이종인 원주기독병원

이사장 정현철 연세암병원

감사

임영혁 삼성서울병원

장정순 중앙대병원

총무이사 안중배 연세암병원

학술위원장 라선영 연세암병원

교육위원장 안명주 삼성서울병원

편집위원장 이기형 충북대병원

홍보위원장 김동완 서울대학교병원

기획위원장 박준오 삼성서울병원

심사위원장 서재홍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다학제협력위원장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보험위원장 김봉석 중앙보훈병원

윤리위원장 이경희 영남대병원

국제협력위원장 임석아 서울대학교병원

창립연도 : 2005년   T. 735-2857   E. kaco@kaco.or.kr  H. www.kaco.or.kr

제39회 학술대회 대한암학회&대한병리학회 공동 심포지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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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후기|

| 『대한암학회 40년사』편찬위원회 |

편찬위원장   오승택(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과)

편 찬 위 원   정승용(서울대학교병원 외과) 

 안중배(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이길연(경희대학교병원 외과) 

 이명아(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집  필  자  이동원(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3년 대한암학회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학회 창설 40주년을 기념하여 학회 역사를 정리하자”는 방영

주 이사장님의 제안으로 『대한암학회40년사』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편찬위원회를 따로 꾸릴 수도 있었

지만 기획위원회가 4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일환으로 40년사 편찬을 책임졌기 때문에 기획위원회가 

편찬위위원회의 역할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1년여의 준비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본이 될 만한 기존의 학회 역사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난점이었습니다. 20년사나 30년사를 정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수십 년 전 학회의 역

사를 직접 경험하신 선배 의사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싶어도 많은 경우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학회 사무실에 회의록과 사진 등 비교적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었지만 공백도 상당했기에 과

연 편찬위원회가 40년사를 잘 정리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여의 시간 동안 정승용, 안중배, 이길연, 이명아 선생님 등 편찬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결

국 『대한암학회 40년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한국현대사를 전공한 이동원 

선생님이 집필자로서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역대 임원 및 원로교수님들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

히 시간을 내서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것이 40년사 편찬에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는 문서 자료의 한계

를 보완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50년사나 60년사를 정리할 때에도 귀중한 자료로 남을 것입니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재경, 박재갑, 김훈교, 박희숙 교수님이 감수를 맡아주셔서 

여러 가지 오류들을 꼼꼼히 지적해주셨기에 책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학회 사무국의 김혜숙 실

장과 지정희 과장도 바쁜 업무의 와중에 40년사 자료 수집과 검토에 큰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편찬위원장으로서 이 모든 분들의 도움을 받아 『대한암학회 40년사』의 편찬후기를 남길 수 있게 된 것은 

큰 행운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40년사 편찬이 대한암학회의 선후배 회원 분들의 유대감을 

확대하고 대한암학회가 대한민국 암 관련 학회의 모학회로서 더욱 발전해나가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

니다. 편찬위원회 여러분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암학회 40년사』편찬위원장  오 승 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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