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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대한흉부영상의학회 3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금 우리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위한 마음가짐

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잡한 현재는 아주 혼란스럽고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가 혼잡할수록 또 미래가 불

확실하여 예측이 힘들다하더라도, 과거 우리의 선배와 우

리가 밟아온 길을 반추하여 정리하고 되뇌어 보면, 앞으로 

우리와 후학들이 가야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좋은 길잡이

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학회가 기록과 자료수집 및 정리에 소홀하

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태동기와 연구회시절의 귀한 

자료 등은 20주년사 발간시 훌륭하게 잘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30주년사 발간은 지난번 간행된 20년사에서 연혁

과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고, 그 후 10년의 역사와 업적 등 

자료를 모아서 정리하고, 이번 편찬을 계기로 우리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의 편린

을 모으는 자리로 하였습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의 학문의 발자취는 국내외 학술대회 활동과 정책과제, 해외강의, 교육편

찬과 학회내 연구회 등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매주 응모자가 130여명이 넘는 KSTR Weekly Chest Cases에 관한 

업적, 뉴스 레터에서 시작하여 자리 잡은 흉영 웹진, 삼남흉영회 등에 관하여도 자료를 정리해 보

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편찬사에는 특별히 회원 한 줄 글을 넣도록 하였습니다. 흉영 회원으로서 지금 자신의 신

조나 마음에 남고 있는 좋은 글귀나 솔직한 심정, 또 흉영회에 바라는 글이나, 후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글을 적어 보관하면, 이 자료, 또한 십년 혹은 이십년이 지나서 자신에게나 같은 길을 걸어

온 우리 모두에게 그 시절, 그 사람의 체취와 추억을 다시 느낄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편찬사를 준비하다 보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정리는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에 어떤 

대한흉부영상의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 
이 기 남



30 Years History of KSTR 

3

형태로든 기록된 문서와 사전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간절히 느낍니다. 구성원 대다수가 

직접 참여하여 편찬사 발간에 관여하면 좋겠지만, 바쁜 일상 업무로 인하여 실제 가능하지 않아

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추천된 편찬 위원들에게 자료수집과 정리를 부탁드렸습니다.

비록 많은 노력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도 있었지만, 시간의 망각 속에서 흔적을 찾기 어려운 부

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현재의 우리 회원들이 후배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현재의 자

료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회원은 바뀌지만 우리 흉영회는 계속 유지

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흉영회원 각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흉부영상의학 학문의 매체이고 산실인 

우리 대한흉부영상의학회의 발전과 번영으로 같이 이루어져 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 30주년 발간을 제안하시고 지원해주신 송재우 회장님, 용환석 총무님, 권

우철 학술이사님, 바쁜 와중에서도 귀한 시간을 쪼개어 대한흉부영상의학회 30주년기념사 편찬

에 적극 참여하여 간행업무에 지극 정성으로 임하여 주신 이상민 간사, 심성신, 구현정, 임소연, 정

연주, 우정주, 채금주, 이재욱, 차윤기, 김형진, 허진, 이호연, 이기열, 최요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

다. 모든 일에 뒷바라지 해 주신 유재희씨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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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교사로 9명의 목사양성을 위한 학교로 시작한 

하바드대학이 그러하였듯이, 대한흉부영상의학회의 태동

은1988년 3월 어느 날의 조촐한 모임이었습니다. 

1999년 ASDIR 국제 심포지움 개최, 2003년 한일흉부

영상의학 학술대회 신설, 2006년 아시아 흉부영상의학 학

술대회 신설, 2013년 세계흉부영상의학회 개최는 흉부영

상의학회 발전의 역사를 웅변합니다.

그동안 대한흉부영상의학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던 원동력은 회원들 스스로가 창조한 “이루어 냄”의 역

사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과 자부심이 있는 한 대한흉부영상의학회는 앞으로도 지속

적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현재를 있게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열어갈 현재를 점검하며, 미래상

을 그리는 작업이 활발히 이어지기 바랍니다. 창립 30주년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자축합니다.

축 사

제 1-4 대 회장  
임 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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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당시 흉부방사선연구회)가 발족된 지 수년이 지나

며 회원수는 점점 늘어 났으며(당시 약 30명) 회원 상호 간

의 친목과 학문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회원간 많

은 대화와 토론이 오갔으며 모든 회원이 학회에 대한 애착

심이 대단하였고 모두가 열심이었습니다.

학회를 책임지며 학회다운 골격을 만들겠다는 시기가 왔

다는 것을 느껴 우선 학회 로고를 만들고 학회장 임기제

(2년 단임)을 만들고 교육 연구 홍보를 목적으로한 KSTR 

Weekly Chest Cases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회원

의 희생적인 노고로 이를 성공적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이는 회원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학회 발족 30년이 되며 그간 많은 발전을 하여 자타가 

공인 하는 global 한 학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회원의 

헌신적인 봉사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30년을 맞이하여 과거를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30년사 발간을 축하합니다.

축 사

제 5 대 회장  
김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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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영상의학회가 창립 20주년 弱冠의 시기를 지나 

큰 뜻을 세운다는 30주년 而立의 연륜에 들어서는군요. 이

미 세계적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0주년에 즈음하여 

그동안 학회 발전에 기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1988년 태동기에 산파 역할을 한 

초대회장단 및 관계자들의 노고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국내외 학술활동들이 타 학회의 모범이 되어 왔음을 생각

할 때 이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저는 제6대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에 전국국공립의대 교

수협의회 회장직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어 본 학회회장직에 

충실하지 못하고 총무 최요원(1999년), 박찬섭(2000년) 

간행총무 송재우 선생님들의 헌신적 도움을 받아 회장직을 

끝낼 수 있었기에 이 지면으로나마 이 분들게 깊은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 대한흉부영상의학회의 지난 30년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잘 설계하는 계기가 되기

를 바라면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30주년을 경축하는 바입니다.

축 사

제 6 대 회장 
강 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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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영상의학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학회의 30년사

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를 위해 노력

하고 힘써주신 학회장, 학회임원,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0년사의 편찬을 맡았던 한 사람으로서 30년사의 축사

를 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30년사의 발간

은 우리 학회의 과거와 현재를 잇고 우리가 더욱 발전적인 

미래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유익하고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대한흉부영상의학회 20년사’를 발간

하면서 일차 우리를 조명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부

단한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과 많은 업적을 달성하여 세계

를 리드할 만한 유수 흉부영상의학회의 반열에 오르게 되

었습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는 아세아 흉부영상의학회의 주 구성원이 되었으며, 미국의 Society of 

Thoracic Radiology나 유럽의 European Society of Thoracic Radiology와 수준을 나란히 하

는 세계 글로벌 학회로 도약하였습니다. 2013년 제3차 WCTI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이후 상대적으로 뒤진 동남아시아의 흉부영상의학 발전에도 기여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의 주인공은 헌신적이면서 높은 협동심으로 뭉쳐진 우리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회원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이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세대의 역사를 넘어 세계에 우뚝 선 우

리 대한흉부영상의학회는 다음 세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을 확신합니다.

축 사

제 7 대 회장 
박 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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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4차 산업과 인공지능의 진입시대에 살고 있

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인공지능과 의료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공지

능과 관련된 여러 솔루션들은 흉부 영상에서 비정상 음영

의 분석과 진단적 접근, 종괴의 분석, 폐암 스크리닝 검사 

등 많은 경우 흉부영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영

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영상의학 중에서도 흉부라 해

도 과언이 아닙니다. 4차 산업과 인공지능의 발달에서 가

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협력과 소통, 그리고 새로운 도

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제 대한흉부영상의학회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저는 

아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흉부담당의사

들이 모여 증례토의하고, 자그마한 음식점에 모여 이제는 

정식으로 모임의 성격을 갖고 연구회로 출발하자는 이야기

들, 영상의학의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 무렵 우리는 과감하게 연구회, 학회

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연

구회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참여자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새로운 진단이 나오면 무엇인지 서로 

토의하고, 소통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없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때 우리의 마음에

는 벌써 4차 산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배려, 선배의 후배 사랑, 이끌어 주는 따뜻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대한흉부영상의학회를 가족적으로 만들고,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었다고 생

각합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회가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더 발전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너무 기

쁩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의 회원 모두가 서로 아껴주며, 학문에 열심이며,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군다나 인공지능의 여러 솔루션들이 우리의 학문세계를 확

장시켜주고, 더 깊이 있게 발전시켜 줄 것에 대해 우리의 미래는 무한하게 펼쳐져 있음을 봅니다. 

축 사

제 8 대 회장 
성 동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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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인공지능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여러분, 학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더 발

전할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아름다워지며, 학문적으로도 우뚝 선 우리가 될 것입니다.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흉부영상의학회, 4차산업과 인공지능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

다. 마음껏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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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된 대한흉부영상의학회를 축하합니다. 지난 30년

이 그러했듯이 앞으로의 30년도 환자 중심의 학문 발전을 

기대합니다.

공자는 나이 30세를 이립(而立)이라 하여 학문의 기초를 

세우고 자립하여 그 뜻을 확고히 다지는 나이라고 하였습

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대한흉부영상의학회도 목표를 향해 

자립할 때 입니다.

NIH의 Biomedical Imaging Technology에 대한 연구 

책임자인 Daniel K. Sodickson은 2017년 RSNA plenary 

연설에서 ‘A Turbulent Age for Imaging, a Golden Age 

for Innovation(영상의학에는 격동의 시대, 하지만 혁신과 

변화모색을 위한 황금기)’란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이와 같

이 말했습니다.

본래 이미지를 획득하는 학문분야로 시작된 영상의학은 

사진학과 유사하게 점차적으로 눈이 작동하는 원리를 모방하고 개선하며 진화했지만 압축기술, 

영상 분석 알고리즘,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눈 작동 원리보다는 뇌가 빠르게 

작동하는 원리를 반영하는 학문분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MR fingerprinting [MR 이미지에서 특정한 종류의 조직, 세포 또는 질병을 식별하기 위한 특

정 정보를 분리시키는 기술]과 같은 기술은, 영상정보를 판독의, 기술자 또는 스캐너의 기능에 의

지하는 주관성의 영역에서 끌어내어,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하는 피검사에서 정보를 얻는 수준과 

비슷한 객관적인 영역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영상의학자들은 데이터 획득의 전문성 때문에 스스로를 ‘정보 혁신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0세가 된 대한흉부영상의학회의 모습은 다음 3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옆에 슈퍼컴퓨

터를 두고 영상 획득 후 진단검사의학과 의사와 같이 sign out하는 일로 하루 일과를 끝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앞으로 30-50여 년은 전공의 가르치듯 컴퓨터 가르치는 일(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을 위해)에 몰두할 것이고, 이 deep (machine) learning이 작동해 컴

축 사

제 9 대 회장 
이 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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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가 어느 정도 판독할 때까지는, 우리가 직접 많은 수의 chest radiographs와 CT 영상을 판

독해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 흉부영상검사비가 점점 싸지면서 병원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검

사 수로 병원의 수입을 맞추어야 하는 시대가 단기적 미래에 예측되는 우리의 일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상 뒤에 숨어서 환자를 보던(판독다운 판독을 하지 못해도 ok이던 시대) 영

상의학과의 시대는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많은 정보로 빠른 판독이 되기 때문에 환자 각각

의 임상소견을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 진단을 제공해야 하고, 임상의사와 함께 환자와 소

통하는, 환자중심의 영상의학과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응급실에서도 환자 

management algorithm에 의견을 낼 수 있는 환자 돌봄에 주연의 역할을 해야 할 흉부영상의학

과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흉부영상의학의 paradox가 시작될 것을 예상합니다. 객관적 data

분석이 가능한 아주 정밀한 영상을 만들고(deep and machine learning을 위해), deep learning 

결과로 얻은 진단을 accreditation해 주고, 의료분쟁의 법적 다툼을 위해 실제로 검사 결과에 대

한 영상의학과 의사의 의견이 반영된 판독문을 만들고 이에 동의하는 sign out해 주는 정말 바쁜 

일상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판독문 하나하나는 보관되고 자료화 될 것입니다.

지금 흉부영상의학은 혼돈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왜 흉부x-선 촬영을 판독하는지도 모르

고, 제대로 영상분석도 못하고, 판독지에 sign out 해주는 많고 힘든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50년 뒤에는 과거 대한흉부영상의학회가 번성할 당

시의 영화로움을 되찾을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흉부영상의학과 의사의 고견이 없으면 환자 

management에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시기 말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computer science에 관심을 갖고 그 지식에 상당히 정통해 있어야 한다는 전

제조건이 있습니다. Computer에 영상진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computer를 가르쳐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될 때 우리의 옛 영화를 되찾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훌륭한 후배들을 모집해서 그 

들도 가르치고 computer도 가르치는 시대가 도래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우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3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집행부의 leadership에 큰 기대를 걸고 혁신적 ideas

에 많은 갈채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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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부는 영상의학과 의사입니다. 아산병원 서준범 

교수 삼성서울병원 이호연 교수 부부같이 둘 다 흉부영상

의학전문입니다. 10여 년 전 제 처가 이대목동병원 건진의

학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는 부부가 흉부영상의학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 처는 올해 5월 1일 울산동강병원 건

진센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동국대병원 김정숙 교수와 

이름이 같습니다. 

부부가 전공이 같다보니 흉영회 뿐 아니라 대영회, 해외

학회도 같이 다녔습니다. Nestor Muller가 있었던 캐나다 

밴쿠버병원에 해외 연수도 같이 갔습니다. 밴쿠버병원에서 

Muller 옆방에 우리 부부가 같은 방을 썼는데 Muller는 주

로 제 처에게 논문이나 교과서 chapter 집필을 맡겼고, 그

래서 저는 편했습니다.

해외연수 다녀온 후 얼마 있다가 흉영회 총무를 맡았습

니다. 전임자가 한양대 최요원 교수였는데 최교수가 미국 Duke hospital로 7월에 장기연수를 가

게 되어 학기중간에 총무를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흉영회 춘계모임을 가는 기차 내에서 총무 인

계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최요원 교수는 저에게 총무 서류와 업무를 인계한 후 만세를 불렀습

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 당시 흉영회 임원은 회장과 총무만 있었습니다. 

흉영회 각종 모임 준비도 하고 회원들에게 연락도 직접 해야 해서 총무의 일이 많았습니다. 총무 

일을 맡고서 제일 먼저 총무외에 재무, 간행 등 임원을 늘렸습니다. 각 위원회에 간사도 두게 되

었습니다. 임원이 많아지니 서로 말동무도 되고 간사까지 두니 일이 편해졌습니다. 2년 반 동안

의 총무가 끝나는 송년심포지움에서 뜻밖에 총무감사패와 선물도 받았습니다. 총무 인계 후 임원

과 간사를 두어 편하게 일하더니 감사패와 선물까지 받는 것을 본 전임총무 최요원 교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이전에는 전임 회장만 감사패와 선물을 주었는데 총무까지 주는 관례가 이

때부터 생겼습니다. 이후 수년 동안 최요원 교수는 저만 보면 감사패와 선물 달라고 졸라대었습

니다.

축 사

제 11 대 회장 
박 찬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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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영상의학회 국제학회로 저는 주로 유럽의 ESTI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학회 앞

뒤로 며칠간 여행이 허락되던 때라 학회 후 흉영회원들과 함께 유럽 곳곳을 구경하였습니다. 와

이너리, 프랑스 고성도 가고, 안도라, 산마리노 같은 작은 나라도 갔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델피, 

크레타섬, 산토리니도 갔습니다. 추억도 많고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몇 년 뒤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성동욱 교수, 강은영 교수 두 편집원원장의 

놀라운 추진력으로 ‘흉부 X-선’, ‘흉부 CT’ 두 권의 교과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전북대병원, 충남

대병원에서의 춘계학술대회, 이일성 교수가 발에 땀이 나도록 준비한 청계산과 광릉수목원에서

의 야유회가 생각납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회원들에게 후기나 야유회, 간행 등 여러 대한흉부

영상의학회 일을 부탁하면 모두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게다가 아주 훌륭히 일을 해냈습니다. 매

우 감사드립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가 있어 제가 생을 영위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

흉부영상의학회 회원들과의 저녁식사나 학술대회, 해외학회 등으로 맺은 친교는 더할 나위 없는 

위안이었습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 30주년을 축하하며 모든 흉영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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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영상의학회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는 1988년 대한영상의학회 산하 세

부전공분야인 흉부방사선과학 연구회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회원들의 열정, 애정,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한

흉부영상의학회는 세계의 중심에서 학문을 선도하는 모범

적인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는 전문가적인 수많은 지식을 전달

받는 창구이며, 회원들간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

하였으며, 회원들의 학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

다. 더해서 개인적으로는 흉부영상의학 전문가로서 봉사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회장

으로서 2년간 봉사할 수 있어서 무척 감사했고 영광이었습

니다. 또한 돌이켜보면 대한흉부영상의학회를 통한 회원간

의 친분과 교류는 어느새 저의 가장 중요한 인맥, 교류, 소

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는 우리나라의 흉부영상의학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고 책임져야 합

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는 학문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학문의 영역을 확대해야 하

고, 관련 학제간 그리고 학문간 교류와 융합을 활발하게 지속 확장하여야 합니다. 대한흉부영상

의학회 회원들의 끊임없는 열정, 무한한 애정,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는 한 대한흉부영상의

학회의 미래는 밝고 무한합니다.

앞으로도 대한흉부영상의학회의 사업과 활동이 흉부영상의학을 포함한 모든 의학의 발전, 그

리고 우리나라 더 나아가 세계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축 사

제 12 대 회장 
강 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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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영상의학회 30년사’ 발간을 축하합니다. 제

가 1992년에 제대하고 흉부영상을 시작한 때는, ‘호랑

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fellow라는 것은 

intervention 분야에서만 있어서, 흉부영상의학회에 참여

하면서 흉부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흉부를 전공한 것도 

우연입니다. 처음 취직한 시립보라매병원은 CT, 초음파, 투

시, 일반촬영만 가능했고, 저를 포함해 영상의학과 의사가 

두 명이었습니다. 선임자가 복부를 전공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흉부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참여한 흉부영상의학

회 월례 모임에서 전공의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HRCT라는 

것에 당황하고 처음 들어보는 병명들(DPB, histiocytosis 

X 등)에 혼비백산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시작한 흉

부영상의학회 생활이 이제 26년이 되었습니다. 

학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가 필요하고 그 점에

서 우리 대한흉부영상의학회는 모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학문적 업적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서양의 석학들로부터 배웠다면, 이제는 세계 유수 학회에 못지 않는 위상을 갖게 되었고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지식을 전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회원들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단

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대한흉부영상의학회가 서울에서 주최한 3차 WCTI가 성

공적이었다고 인정받는 데는, 30년간 긴 밤을 같이 지내온 끈끈한 유대감과, 흉영 일이라면 노고

를 아끼지 않는 단결이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통이 또 한번의 30년사가 써질 때

에도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흉부영상의학회 30년사”발간을 축하하며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 사

제 13 대 회장 
최 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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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한흉부영상의학회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

하를 드립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는 지난 30년간의 국내외 학술활동

도 다른 학회에 비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회원 

수도 급증하였지만 회원간 협력도 남달랐으며, 지금도 유

능한 젊은 의학도의 지망과 참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흉부영상의학회는 회원 모두가 주인의식, 참여의

식, 봉사의식, 그리고 학회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이 강한 

꿈의 단체입니다. 회원 개인의 발전이 학회의 발전으로 선

순환 되어온 지금까지의 역사를 지속 발전 시켜나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흉

영회는 대한영상의학회 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학회입니

다. 그동안 역대 회장들뿐만 아니라 임원 및 회원들의 헌신

적 노력으로 세계 수준의 흉부학회로 발전하였고 이제 국

제학회에서의 리더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흉부영상의학회가 세계 흉부영

상의학회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며, 회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

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의 도전과 발전은 우리들의 자랑입니다. 대한흉

부영상의학회의 모든 일들이 의학의 발전, 더 나아가 세계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흉영이 있기까지에는 모든 흉영 회원의 열정과 헌신이 있

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또 그러한 노력이 있어 앞으로도 흉영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

습니다.

“Beyond the Good, Up to the Best.”

축 사

제 14 대 회장 
박 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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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우리 학회도 30의 장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8

년 20주년사를 편찬할 당시 기념사를 써 주셨던 당시의 회

장 동아의대의 이기남교수가 편집위원장이 되어 이번 30

주년사 발간을 주도해 주셨습니다. 우연히도, 이기남회장

을 모시고 총무이사로 학회 일을 맡아서 했던 저는 10년이 

흐른 2018년에 회장이 되어 기념사를 쓰고 있고요.

1988년에 설립된 우리 학회는 2008년 20주년을 거쳐서, 

지난 10년간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더해서 30주년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 가장 각광받는 화두로 대두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우리 앞에 어떤 빛과 그림자를 드리

울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까운 미래에는 더욱 빠

른 속도로 많은 변화와 변혁이 우리 앞에 들이닥치리라 예

상됩니다. 

그 동안 우리 학회는 양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정회원이 

약 200여분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안정적인 운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학회에 헌신하고 계시는 임원진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모

든 회원에 대한 지원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원사와의 관계도 잘 유지되

고 있고, 후원시스템 또한 정비되어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제 2회 WCTI (World Congress of Thoracic Radiology)가 있

었고, 이 자리에서 다음 학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회장인 임정기교수

와 사무총장 이기남교수의 주도하에 약 4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2013년도에 성공적으

로 제 3회 WCTI를 치루어 냈습니다. 2017년 Boston에서 있었던 제 4회 WCTI에서까지 그리고 

2018년 5월의 제네바 ESTI 학외에서도 많은 참가자들이 저희 한국 참가자를 만날 때마다, 2013

년 서울학회를 추억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언급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WCTI의 성공적인 개최는 그 자체로 우리 학회의 자존감 및 자신감을 더하는 획

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3월에는 서준범교수를 대회장으로 하여 IWPFI 

축 사

제 15 대 회장 
송 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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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Workshop for Pulmonary Functional Imaging)를 역대 최대규모로 치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흉영회의 저력을 실감하게 해주는 대형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소통의 근간이 되어버린 세태를 반영하여 우리 학회의 홈페이지도 반응형 

표준웹에 맞추어 새로 개정을 하였고, 지난 2016년 말에는 1000번째 증례를 기념하여 KSTR 

Weekly Chest Cases의 웹페이지 디자인 및 형식을 개정한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Application을 개발하여 운영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용자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70여개국에서 4000명 이상의 회원수를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전세계 1위의 흉부

영상의학 증례의 보고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구진모 교수가 주도하고 있는 우리 학회 산하의 폐암연구회에서는 그 동안 폐암검진 시범사업

에 지대한 기여를 한 바 있고, 이어서 본격적인 전국민 폐암검진 확대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를 계기로, 저선량 흉부 CT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흉부영상의 근간

이라고 할 수 있는 흉부X선에 대해서도 강은영 교수의 주도로 질병관리본부와 결핵진단을 위한 

흉부X선 교육자료를 개발한 바 있으며, 그 외에 흉부X선 전반에 걸친 교육사업을 준비하고 있습

니다. 진공용 교수가 주도하여 다양한 흉부X선 교육자료를 정책과제를 통해 수집하였고 KSSR을 

통해 대한영상의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흉부X선 교육을 시작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

실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점차 늘어만 가는 일상에서의 판독 업무로 많은 회원들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

지만 이에 더해서 다양한 우리 학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전공 분야의 다양한 증

례를 교환하고, 최신의 전문 지식을 교류하고, 이에 더해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회원간의 교류를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회원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주년사에 더해서, 지난 10년간의 주요 학회의 활동과 업적을 정리해 보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더 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하나의 준비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번 30주년사를 발간하기까지 귀중한 시간과 노력으로 헌신해 주신 이기남 편찬위원장과 이

상민 간사를 비롯하며 각 분야을 맡아 수고해 주신 편집위원회의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귀중한 

자료를 모아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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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영상의학회 선생님들의 열정이 오롯이 담긴 30주

년 기념사 편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나온 역사를 디딤돌 삼아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소중

한 순간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음

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 현장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크

나큰 박수를 보냅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라는 어느 글귀처럼, 대

한흉부영상의학회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함께 소통과 화합이 

근간이 된 긍정의 힘으로, 그동안 눈부신 성장의 역사를 이

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훌륭한 역사의 자취를 되짚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더 발전하는 대한흉부영상의학회가 되

리라 굳게 믿습니다.

21세기는 공감의 시대라고 합니다. 30주년 기념사 편찬 내용이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회원들 모

두에게 공유와 공감이 되고 이를 통해 대한흉부영상의학회 발전에 일조 하였으면 합니다. 대한영

상의학회도 가치중심, 환자중심의 영상의학 분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념사 편찬을 위해 노력하고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축 사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오 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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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Message for the KSTR from STR

It is a great honor to have been asked to write a letter of congratulations to the 

Korean Society of Thoracic Radiology (KSTR) on the 30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The Society of Thoracic Radiology (STR) and the KSTR have a strong history of 

collaboration to advance the knowledge in the field of thoracic imaging. The two 

organizations have partnered with other societies to sponsor four very successful World 

Congress of Thoracic Imaging meetings over the years including the wonderful WCTI 3 

meeting that was hosted by the KSTR in Seoul in June 2013. 

In 2014, the KSTR and the STR signed an affiliation agreement to promote research 

and education in thoracic imaging and that agreement remains in effect today. 

Recognizing the solid history of our partnership, the members of the STR look forward 

to continued fruitful collaborations with the KSTR in the years to come. 

Therefore, it is with great pleasure that we extend our best wishes on behalf of the 

STR to the KSTR on its 30th Anniversary!

All the best,

   

Thomas Hartman, MD FACR   Cris Meyer, MD
Immediate Past President of the STR  President of the STR

축 사

1061 E. Main Street, Suite 300, East Dundee IL, 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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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Remarks for the 30th Anniversary of KSTR from ASTR

On behalf of Asian Society of Thoracic radiology (ASTR), it is my great honor and 

privilege to write the greeting remarks for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n Society of 

Thoracic Radiology (KSTR). The KSTR was established in 1988 under the Professor 

Jung-Gi Im’s leadership. The society has a very strong team which is composed of at 

least 16 committees (http://kstr.radiology.or.kr/eng/). The officers and members of 

KSTR have been playing critical and active roles in academy, research, education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in the field of thoracic radiology. 

"KSTR Weekly Chest Cases" is a well-known web-based learning program launched 

in November 1997 (http://kstr.radiology.or.kr/weekly/). The website currently has more 

than 2,700 members from more than 90 countries. It contains over 1,000 cases which 

benefits professional radiologists and physicians in E-learning and promotes improved 

health care worldwide. 

Due to the effort, enthusiasm and support of KSTR, the ASTR was established in 

2006 when the first Asian Congress of Thoracic Radiology (ACTR) was launched and 

held at Seoul. Subsequently, the 2nd ACTR was held in 2011 at Kyoto. A total of 1,255 

professional radiologists from 15 countries attended the 3rd Asian Congress of Thoracic 

Imaging (ACTI) in 2015 at Taipei. 

The future direction of KSTR is to continuously encourage radiologists to actively 

take part in cardiothoracic imaging, enhance human healthcare not only in Asia but 

also in the world by establishing policy and guidelines related to imaging sciences. The 

4th ACTI 2019, which will take place on July 5th to 7th at Shanghai, will certainly be 

a successful congress with KSTR actively participating in and promoting the meeting. 

The mission of KSTR is to develop and promote the highest standards of thoracic 

radiology. It cannot be denied that KSTR will continue endeavor and contribute in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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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acic imaging and related sciences in the next 30 years, so that the family members 

of the ASTR will become bigger and bigger. 

Yung-Liang Wan, MD, President of the ASTR

A photo taken in March 2017 during the ASTR business meeting at Seoul. The attendees included 

delegates from Korea, Japan, Taiwan, China, Indonesia, Mongolia, and Malaysia. Dr. Jung-Gi Im is 

sitting on the right third seat at the first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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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message from JSTR to KSTR

On behalf the Japanese Society of Thoracic Radiology (JSTR), I extend our heartiest 

congratulations to the Korean Society of Thoracic Radiology (KSTR) for achieving a 

milestone. Your dedication in promoting the highest standards of thoracic radiology 

and related sciences through academic communication and research and education has 

brought you 30 glorious years of success.

Societies like yours with a brilliant team of dedicated members can only keep on 

achieving more milestones in the specialty of thoracic radiology. JSTR and KSTR have 

had four successful joint meetings and we value each and every meeting we’ve had 

over the years. Working with you has been a real honor.

Undoubtedly, many radiologists have gained a lot of useful knowledge from all the 

scientific meetings and congresses you have held. With your commitment to research 

and education, you have not only provided several learning platforms but have also 

inspired other societies to be as committed in developing and promoting similar venues 

for learning.

We wish you more success and we hope to continue and further strengthen our close 

relationship with you in many more years to come. Again, congratulations!

Noriyuki Tomiyama, MD, PhD
President of the JSTR
Japanese Society of Thoracic Radiology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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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풀어 쓴 역사

한양의대  박 충 기 / 울산의대  이 상 민(A)  

1995년 발행된 대한방사선의학회 50년사를 보면 대한방사선과학에서 방사선과학연구회의 탄

생에 CT의 역할이 크다. 1970년대 말에 몇몇 대학 병원에서 CT를 시행하면서 ‘CT모임’으로 불

리워진 모임이 있었고 이 모임의 회원들이 신경과 복부 연구회로 분화하여 1983년 신경, 복부 방

사선과학연구회가 만들어졌으며, 1986년 소아방사선과학연구회가 만들어졌다. 이후 1988년 올

림픽이 치루어지는 해에 흉부방사선연구회가 창립되었다. 물론 세분화는 비뇨생식, 근골격, 두경

부, 심혈관, 중재, 유방으로 더 진행되었다. 

1988년에 흉부방사선연구회의 발기인은 임정기, 최규옥, 서정수, 전우기, 윤 엽, 최득린, 김상

진, 김대영, 박석희, 박충기, 송군식, 이영석, 성동욱, 이주혁, 강은영, 이경수, 한성구이며 회원수

가 46명 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아마 1995년 출간된 대한방사선의학회 50년사에서 구체

적으로 기술되어있지 않지만 1992년 연구회를 일괄 등록하려던 당시에 발기인과 회원수를 기록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대 회장에 임정기 교수가 1988년부터 1996년까지 회장으로 봉사하

였다. 

흉부방사선연구회도 고해상 CT가 시행되면서 많은 회원들이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빠

른 속도로 세분화되어 발전하는 각 연구회를 1990년 11월 16일 대한방사선의학회에서 산하단체

풀어 쓴 역사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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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록하고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2년 10월 30일 8개의 산하 연구회를 등

록하고 설치규정을 명문화 하였고 1993년 11월 산하학회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지금까지 지원을 

받게되었다. 흉부방사선연구회 회원에게 보내졌던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회칙에서 당시

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현재 2016년 12월에 9차 개정된 회칙이 사용되고 있다.

대한방사선의학회에서 1980년대 초부터 미국 방사선의학의 세분화된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에서도 방사선의학 각각의 분야가 세분화되기 시작하였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는 태동기에서 언

급하였듯이 1988년도에 대한방사선과학으로부터 정식으로 세분화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대한흉

부영상의학회로 세분화된 것은 아니다. 흉부방사선연구회로 시작하여 각 세분화된 연구회의 역

할이 증대되면서 2004년부터 대한흉부방사선의학회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2007년 방사선이라

는 명칭이 이용자에게 위해감을 줄 수 있다는 개원의들의 요구에 맞추어 대한방사선의학회가 대

한영상의학회로 국회를 통과한 후 정식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대한흉부방사선의학회도 대한흉

부영상의학회로 불리게 되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는 국내외 학술활동도 다른 학회에 비해 선두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회원

수도 급증하였지만 회원간 협력이 남달랐다. 국내외 학술 발표는 해를 거듭하면서 늘었고, 잠시 

의약분업 후 침체시기에도 학술활동은 줄었지만 회원수는 미약하나마 늘었다. 지금도 유능한 젊

은 의학도의 지망과 참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한흉부영상의학회의 자랑은 여러 가지가 있다. 증례집과 홈페이지가 다른 연구회보다 

가장 먼저 만들어져 흉영회원 뿐 아니라 일반 영상의학과(구,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큰 도움을 주

었다. 지금은 증례발간이 중단되고 홈페이지 Weekly Chest Cases로서 증례를 연구하는 역할이 

옮겨진 상태로 2016년 12월 1000증례 돌파를 축하 및 기념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앱

(KSTR Weekly Chest Cases)를 출시하였다. 내용이 알차서 전문의 시험 준비에 반드시 보고 들

러야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홈페이지에 포함되는 Weekly Chest Cases 역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접속하여 참가하고 있으며 매년 고득점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

하고 있다. 이 site는 RSNA에서도 추천하는 유용한 곳이다. 매년 과제를 선정하고 공고하여 여러 

회원이 연구기회를 나누고 동참할 수 있는 정책과제도 역시 우리 학회의 자랑이다. 매년 꾸준히 

회원간 연수교육을 통해 실력을 함양하고 매년 연말에 심포지움과 송년회를 통해 연구와 단결력

을 쌓아 온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회원이 된 것에 대해 모든 회원의 긍지가 대단하다.

국내 대한흉부영상의학회의 발전에 힘입어 국제적으로 2003년 한일흉부방사선의학회 

(JKSTR)를 만들었으며, 그 여세로 2005년 제 1차 세계흉부영상의학회(WCTI)에 많은 한국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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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참석하여 아시아 최고의 국가로 인정을 받았다. 한발 더 나아가 2006년에는 “Excellence 

in Asian Thoracic Imaging, Better Asian Health”라는 표제아래 제 1차 ACTR (Asian 

Congress of Thoracic Radiology)를 우리나라 서울 롯데월드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활동은 매

우 성공적이었다. 2013년 제 3회 WCTI는 “Worldwide Communication through Thoracic 

Imaging”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흉부영상의학회 모든 회원이 합심하여 총 48개국 1817명이 참

가하는 성공적인 학회로 서울 COEX에서 개최하였다.

회원들간의 단합을 위해 2010년부터 야유회 및 작은 소모임들을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는 대

한흉부영상의학회의 발전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

을 마련하였다.

다양한 필요에 의해 2011년에 학회내 연구회가 발족하였다. 석면질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대

두되면서 학회 회원들이 리더쉽을 발휘하여 석면질환연구회를 발족하였다. 미국 NLST의 연구결

과를 근거로 폐암검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학회에서 주도적으로 대한폐암학회에 참여하였

다. 이를 통해 2011년 폐암영상연구회를 발족하고 Imaging of Lung Cancer 책을 출간하였다. 

의학 및 기술이 발전되며 영상의학, 핵의학 등의 영상분야와 호흡기, 알레르기, 중환자 등 임상분

야, 호흡생리학, 해부학 등 의학기초분야, 그리고 영상처리, 영상기기기술 등의 공학분야 등의 다

양한 분야의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기능적/정량적 폐영상연구회가 2011년에 발족하였

다.

2018년 대한흉부영상의학회의 30주년을 기념하여 미션과 비전을 선포하였고 30년간 사용하

였던 로고를 공모전을 통해 현대적인 로고로 변경하였다.

여러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회원 특유의 힘으로 많은 일이 추진되었

고 또 이루어졌다. 또,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보다 훨씬 나은 발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

흉부영상의학회는 계속 번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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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혁

1988 흉부방사선연구회 발족

1990 Imaging Conference 시작

1990 국제학회 참석 - Fleischner Society

1992 대한방사선의학회 산하 연구회 정식 등록

최초 흉부방사선연구회 회칙 발표

1992 송년심포지움 시작

1992 대구경북지회 창립

1994 부산경남지회 창립

1996 증례집 1호 발간 

1997 흉부방사선연구회 홈페이지 탄생

Weekly Chest Cases 시작

1998 영호남 지회 모임 시작

1999 삼남 지회 모임 시작

1999 Asian-Oceanian Seminars on Diagnostic and interventional Radiology (ASDIR) 

개최 - 서울

2000 운영위원회 대대적 확장 및 개편 시작

2000 News letter 발간 시작

2003 제 1회 한일흉부방사선학회 (JKSTR/KJSTR) 개최 - 부산

2004 제 2회 한일흉부방사선학회 - 일본 고베

2005 대한흉부방사선의학회 주관 연수교육 시작

1st World Congress of Thoracic Imaging (WCTI) - 이탈리아 피렌체

2006 제 1회 아시아 흉부방사선의학회 (ACTR) 개최

2007 대한흉부영상의학회 명칭 변경

제 3회 한일흉부영상의학회 개최 - 일본 요코하마

2008 대한흉부영상의학회 20주년사 발간

제 4회 한일흉부영상의학회 개최 - 서울

2009 2nd World Congress of Thoracic Imaging (WCTI) - 스페인 발렌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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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흉부영상진단 X선, CT 출간

제 1회 흉영 야유회 - 광릉 국립수목원

제 5회 한일흉부영상학회 - 일본 오키나와

2011 흉부영상의학회 홈페이지 개편

석면질환연구회, 폐암영상연구회, 기능적/정량적 폐영상연구회 (KWPFI) 발족

제 2회 아시아 흉부영상의학회 (ACTR) - 일본 교토

Imaging of lung cancer 출간

2012 대한흉부영상의학회지 창간

흉부영상의학회 사업자 등록

흉부영상의학회, 심장혈관영상의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제주도

2013 3rd World Congress of Thoracic Imaging (WCTI) 개최 - 서울 COEX

2014 흉부영상진단 X선, CT 2판 출간

제 1회 흉영 발전 워크샵 - 충주

2015 제 3회 아시아 흉부영상의학회 (ACTR) - 대만 타이페이

2016 Weekly Chest Cases 1000례 돌파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개시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사무국 개설

2017 8th International Workshop on Pulmonary Functional Imaging (IWPFI) 개최 - 서울

4th World Congress of Thoracic Imaging (WCTI) - 미국 보스턴

2018 흉부영상의학회 홈페이지 개편

대한흉부영상의학회 미션, 비젼 선포 및 로고 변경

대한흉부영상의학회 30주년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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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 대담: 

우리가 걸어온 길

참석하신 분들	 임정기	(제	1-4대	회장),	김상진	(제	5대	회장),	박충기	(제	7대	회장),	

	 성동욱	(제	8대	회장),	이기남	(제	10대	회장),	박찬섭	(제	11대	회장),	

	 강은영	(제	12대	회장),	최요원	(제	13대	회장),	박재성	(제	14대	회장),	

	 송재우	(제	15대	회장),	김윤현	(차기	제	16대	회장)

진행	 이기남	(제	10대	회장,	30주년사	편찬위원장),	이상민	(30주년사	편찬간사)

정리 및 맺음말	 심성신	(30주년사	편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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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남: 안녕하십니까? 흉부 영상의학회 30주년 편찬을 맡은 이기남입니다. 30주년을 맞이하여 

그 시절을 회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역대 회장님들을 모시고 대담회를 하는 것이 가

장 생생하게 자료를 잘 정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오늘 다 모이시는 이 자리를 마련하

였습니다. 

1988년도에 대한흉부영상의학회의 모태가 되는 흉부방사선과연구회가 생겼고, 따라서, 88년부

터 참석하셨던 3분 (임정기, 김상진, 성동욱) 회장님으로부터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료에 의하면, 흉부방사선연구회의 태동은 88년 3월에 있었다고 하는데, 87년도 겨울 정기모임 이

후 식사자리에서 정식 기구로서 조직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88년 3월 흉부방사선연구회가 발족

되었다고 합니다. 첫 모임을 함께 하신 분들을 확인해 주시지요.

임정기: 내가 기억하는 참석자는 임정기, 김상진, 박충기, 성동욱, 송군식, 윤엽, 조병제, 서정수, 

전우기, 김대영, 이영석 그렇게 있었어요.

이기남: 그러면 88년 3월달에 첫 모임을 하시고 나서 두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진 것이 91년까지 

입니까?

임정기: 88년도 3월에 시작해서 2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하고, 91년부터는 1달에 한 번씩인 걸

로 하고. 당시에는 회장이라는 공식명칭이 없었어요. 

송재우: 그러면 총무만 있었나요? 

김상진: 총무도 따로 없었지 뭐.

성동욱: 연락은 제가 다 했습니다.

일동: 하하하하

김상진: 모든 모임에 회장이 없으

면 안되니까 조병제 선생님이 회

의를 주재하면서, 회장님은 임정기 

선생님이 하고 총무를 내가 하고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 첫 모임이 

있었고 몇 번 모임이 진행이 되면

서. 한 3번째 모임인가부터 그랬을 거야. 

이기남: 88년 이전, 즉 87년에는 어떤 모임으로 있다가 정식 기구로 되고자 하였나요?

임정기: 그 전에는 모임이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집담회 역사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80년

도 초반부터 CT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만청 선생님이 처음에 영상집담회라는 것을 만들었어. 



30 Years History of KSTR 

33

주로 CT가 중심이 되어서 파트 구분 없이 다같이 월례집담회 식으로 하다가 neuro 집담회가 독

립 됐고, 그 다음에 복부 집담회가 독립되었는데, 내가 87년도에 미국 연수를 다녀온 이후로 87년

을 그렇게 지냈어. 그러다가 88년도부터는 우리도 등록을 해서 모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88

년도 3월에 첫 모임을 했죠. 

송재우: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전공의들이 모여서 분야별로 이미지 보는 그

런 형태의 이미지 컨퍼런스에서 현재의 형태로 변화된 게 아닌가요? 전체, 섹션 구별없이 모아서 

모두 다.

김상진: 그냥 몇 회원들끼리 케이스 가져와서 보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랬죠? 임선생님?

임정기: 전공의 상대로 했지. 초기 집담회는 처음에는 어떤 식이였냐 하면, 지금 김상진 교수가 

이야기 한 데로, chief resident들이 unknown case를 discussion 하는 시간이었어. Case를 어

느 특정병원에서 교수가 준비하면 4년차 레지던트들은 전부 앞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unknown 

case 놓고 discussion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4년차 레지던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

였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80년도 초반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CT가 생기면서 이미지 

컨퍼런스라는 것이 생겼고 그 다음에 분파된 것 같아. 

송재우: 저희 때는 전공의가 프레젠테이션하고 스텝 선생님들이 몇 분 오셔서 코멘트 하시고 그

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85년부터 88년까지 레지던트였는데 그때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강은영: 어,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83, 84, 85년 이렇게 했는데 각자 병원에서 증례를 

가져가서 전공의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면 선생님들께서 쭉 앉아계시다가 코멘트 해주시고, 그걸 

서울대학병원에서 했거든요.

김상진: 거의 다 서울대학병원에서 했었지.

강은영; 일년에 2번 정도는 어느 병원에서 지금같이 문제를 내요. 그러면 각 병원 레지던트는 어

느 병원을 선택을 해서 그 병원이 케이스를 주면 그걸 보고 와가지고...... 우리 지금 필름판독회 

때 사용하잖아요?

성동욱: 어, 패널.

강은영: 필름 패널 같은. 그런 것을 일년에 한 두어 번 했던 것 같아요. 이미지 컨퍼런스는 훨씬 

후에 생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집담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집담회하고 이미지 컨퍼런스랑 

같이 공존하다가 회원들끼리 모이는 집담회는 따로 분리가 되었고...

이기남: 당시 흉부방사선연구회를 구성하고 정기모임을 하시는 역사적인 장소는 어디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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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기: 첫 모임은, 서울의대병원에 소아 방사선과의 회의실. 지금의 어린이병원 영상의학과 회

의실.

이기남: 네, 그렇군요. 다음, ‘국내에 있는 타 영상의학회에 영감을 주었던 우리 흉부영상의학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들’을 꼽아보자면, 첫째 Interesting and informative case의 시작, 둘째가 퀴즈 

형식의 영상집담회 시작 그리고 송년 심포지엄의 시작, 흉부 방사선집담회 증례집 제작, Weekly 

Chest Cases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 주시지요.

임정기: 매우 초창기니까 내가 기억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 하지. 그때 집담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복부 영상이 제일 많았고, neuro가 그 다음이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흉부는 그런 

집담회에 전공의들의 참여도라 할까? 이런 것이 높지 않았었죠. 그래서 무언가 전공의들이 그 자

리에 와서 좀 더 재미있는 시간, 또 아주 지적인 변환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interesting and informative case를 시작 했습니다. Case들을 미리 배포하고 

discussion을 시키기도 하지만, 또 현장에서 정답을 적어 내서 그것을 시상도 하는 등의 시도로 

재미있게, 관심을 끄는 교육적인 자리를 마련하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죠.

이기남: 앞서 말씀 드린 것 이외에 흉영이 타 분과보다 앞서 나갔거나 좋은 영향을 끼친 일, 또는 

귀감이 되었다고 기억이 나는 일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술을 진하게 드셨다던지.

일동: 하하하하

송재우: 회식 정말 많이 했죠.

김상진: 술 많이 먹은 거만 기억나. 하하.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이기남: 다른 이야기지만, KCR에서 복영회에 있는 모 선생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저보고 그런 이

야기를 했어요. “이선생, 흉영회는 좋겠어.” “흉영은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 많은 함축적인 말씀

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임정기 교수님과 김상진 교수님 두 분이 조화를 잘 이루고 또 서로를 잘 이해하

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후배들한테도 꼭 전해주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상진 교수님께서 공

식적 모임에서는 항상 임정기 교수님을 먼저 챙기시는데, 반면 사적인 모임에서는 임교수님께서 

절대적으로 김교수님을 먼저 챙기신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실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흉부영상의

학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추스르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박충기: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복영회 원로 선생님이 어느 날 “야, 흉영회. 너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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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부러움을 표시하시면서 “하여간,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합이 잘 되냐? 일을 하면 어떻게 

한 식구가 일을 하듯이 해. 특히 증례집 같은 거 말이야. 증례집 그거 만들면서 어떻게 그렇게 협

력이 잘 되냐? “ 그 당시에는 증례집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냥 부러우셨던 것 같아

요. 근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 거에요. 실제로 앞에 말씀 하신 것들, 다 우

리가 먼저 한 것들이 아닙니까? Weekly Chest Case도 우리가 처음 만들었고, 증례집도 우리가 

처음 만들었고. 참 굉장히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임정기: 더 보태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협동적인 그런 분들이 우리 흉영에 모이기도 했지만, 그

러한 정신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을 수 있던 부분 중에 많은 영향을 끼친 계기가 - 술 먹은 기억밖

에 없다고들 하지만 - 사실은 저녁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거기서 나온 아

이디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야, 그거 한 번 해보자.” “그럼 집담

회를 그쪽으로 한번 몰아봐.” 또는 “한 번 써봐.” 이런 식으로 학술적인 진전으로 이어지기도 했

기 때문에, 발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담회가 끝나고 난 후의 ‘소통의 장’, 술만 마신 것이 아

니라, 그런 발전적인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김상진: 그래요, 그 당시에는 논문 하나 내려고 해도 실제로 한 개 혹은 일부 학교가 독자적으로 

경쟁력이 높잖아. 서로 도와주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게 같이 서로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거야. 그 당시에는 우리가 회비 내고, 사

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솔직히 한계가 많았어요. 사실 그 시절에는 

그래서, 월례 집담회하고 나서 서울 분들은 얼마, 지방회원은 얼마, 직접 돈을 내어서 해결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지방은 너무 멀어 교통비도 많이 드니까 내지 마라 했었죠.

강은영: 저는 생각나는 게 흉영회 참석 할 때, 박충기 선생님이 거의 개근을 하셨어요. 당시에 춘

천에서 오셨거든요. 춘천에서도 저렇게 항상 개근을 하시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게을러서 안 

가면 되겠나 하고 생각했었죠.

이기남: 맞습니다. 다음은 흉영회의 도약, ‘한국에서 세계로’ 입니다. 흉영회 회원의 외국 학회로

의 첫 걸음이…… 89년도 ‘Fleischner Society’가 제일 먼저지요?

임정기: 그래 맞아.

이기남: 89년도 그때 가신 분들이 임 교수님하고, 김상진, 이경수, 최규옥 교수님. 이렇습니다.

임정기: 맞아. 그리고 이종두 선생, 나중에 핵의학과로 간 이종두 선생이 회원이었으니까.

이기남: 이 후, 91년도에 캐나다 토론토에 STR meeting에 임정기, 김상진, 성동우, 박충기,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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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강은영, 김정숙교수님께서 

참석하셨고. 그리고 최초의 해외 

연자로 93년도 STR meeting에

서 임정기 교수님께서 하셨습니

다. 다음, 최초의 해외 학회에서

의 수상자가 누구였을까요?

임정기: 98년도 누구였더라. 맞

겠지. 서준범. 아, 그거는 기록 

할 만해. 

이기남: 조선일보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기남: 자, 다음. 우리의 한일 흉부방사선학술대회 창설은 2003년도에 부산에서 했던 겁니다. 

처음 한일 흉부방사선학술대회를 계획하게 된 계기와 만들어진 자리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성

동욱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성동욱: 우리가 STR 갈 때부터 젊은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이 몇 명 모이고 서로 알고 지내

면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Kono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일본 사람들과 아마 임정기, 김상진 선생님께

서 접촉하시고 한일 방사선학술대회를 만들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기남: 처음에 했던 것은, 99년도에 ASDIR을 했지 않습니까? 워커힐에서 했는데 그때가 국제

적인 학회를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처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ASDIR을 하면서 초청했던 

사람들, 물론 호주에서도 오고, 그 때 일본에서, Kono 교수하고, Ikezoe 선생님이 왔고. 그때 학

술 발표 내용이고, 회의 후 만찬이고 다 좋았죠. ASDIR agent와 담당이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 

모임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조직적이고 내용이나 모든 면에

서 잘 하는 것은 처음 봤다.” “한국 흉영회가 최고다” 하며 극찬을 하는 거에요. 

임정기: Murata 선생도 오지 않았던가? 그리고 Nakajima 선생도 왔고. 그때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일본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면서, KSTR이 활동적으로 잘하는데, JSTR과 joint meeting

을 한 번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실

제로 일본에서 그 한일방사선의학회가 있었잖아. 그때 Nagasaki에 영상의학과 주임교수가 Dr. 

Hayashi 라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흉부 X-선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때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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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남: ASDIR 뒤에 우리가 고베에 갔지 않습니까? 고베에서 Fleischner Society가 2000

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때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2003년도 제1회 KJSTR

이 열렸는데 성동욱 교수님이 회장일 때여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Course director를 

성동욱 선생님, Local Committee는 김건일 선생이 했고, 일본에서 Dr. Nakajima, Murata, 

Murayama가 참석했습니다. 당시 대만에서도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대만에 SARS가 발

생해서 전염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SARS 때문에 대만 선생들을 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만일 대만서 학회를 참석해도, SARS 접촉자 신고를 해야 하고 해서 향후 처

치문제에 고민 중이었는데 그 사실을 알았는지, 대만 측에서 SARS 때문에 못 간다고 전해와서 

한시름 놓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부산 서면 롯데 호텔에서 열렸고 강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성동욱: 아, 다 영어로 하고 나만 한국어로 했을 때. 

일동: 하하하하.

이기남: 그 다음이 2회로 일본 고베 효고현, 아와지 아일랜드, 2004년도입니다.

임정기: 맞아. 마라톤.

이기남: 단체로 체육복 맞춰 입

고 마라톤을 했습니다. JSTR에

서 펠로우 하던 일본 젊은 선생

이 같이 합류하면 안되겠냐고 해

서 같이 마라톤을 하자고 했죠. 

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 당

시 Nakajima 선생이 “KSTR회

원중 골프 할 수 있는 회원 몇 명

이 먼저 와서 골프 치겠냐” 했었

는데 “우리는 골프 칠 수 없다. 단체로 마라톤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Nakajima 선생이 좀 의

아해 했는데, 실제로 KSTR회원 전원이 단체로 맞춘 체육복을 입고 마라톤을 하니까, 우리 흉영

회의 일체감을 엄청 부러워했었습니다. 그 다음이 2007년 요코하마, 4회가 서울, Marriot호텔에

서 했습니다. 성대하게 잘 끝났습니다. 2010년도가 오키나와였습니다. 강은영 선생님이 기억 잘 

하실 거에요.

강은영: 예, 맞아요. 잘 기억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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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영회원 40여명, 가족회원 38명

이기남: 당시 기억나는 게 Dr. Murayama이 주최를 했고, 학회 전 행사로 한일 골프전 행사가 있

었습니다. Murayama 선생이 골프를 잘 치다가, 갑자기 전화 한 통화를 받고 난 뒤 엉망으로 무

너지더라고요. 왜냐고 하니까 우리 한국에서 회원과 그 가족이 Murayama 선생이 예상했던 숫자 

보다 훨씬 많이 와서 저녁 식사 예산을 초월하겠다는 전화 내용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70명이 

아니고 더 갔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송재우: 그 월간 소식지에 자료가 있어요. 업체들도 많이 갔어요. 

이기남: Murayama 선생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임정기: 실제로 Dr. Murayama 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했던 거지.

이기남: Murayama 선생이 예산이 걱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가족 분 식사비

용은 우리가 지불하겠다’고 하고 해결을 봤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Murayama 

선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가족들까지도 와서 그렇게 쉽게 일체가 되어 합의 되고 그러느냐” 였

습니다. 모두 마치고 올 때도, “한국 너네 KSTR은 참 희한하다. 어떻게 리더가 이렇게 하자, 그

러면 그냥 다 따라가고. 그러면서도 모든 면에서는 다양성을 가지면서 그렇게 협심해서 모든 일

을 잘 하는지……이런 일들로는 자기네들은 대화조차도 되지 않는다.” 라며 Nakajima 선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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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ayama 선생이 말했던 기억

이 납니다. 

이기남: 다음은 제1회 WCTI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2005년 5월 30일 데일리 메디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글이 게재된 

바 있었습니다. 

이기남: 제1회 WCTI 개최되기 

전, 2004년에 이태리 로마에서 

열린 ESTI에 발표할 기회가 있

었는데, 마침 WCTI를 위한 사전 

모임이 학회기간 중 열려, 제가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세계 흉부영상의학회로는 처음 열

리는 congress니까, 개최국 이태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흉부영상의학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

습니다. 특히 개최국에서 수장 격인 Dr. Bonomo가 회의 석상에서 제에게 문의하더군요. “어떻

게 하면 한국에서 chest radiologist가 많이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포스터 내용을 학회장에

서 시간을 정해 앞에 서서 발표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 구연을 하던 포스터를 하던 둘 다 모두 공

식으로 congress에서 채택된 것으로 인증을 해 주어야 우리가 학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많

이 참석 할 수 있다.” 라는 요지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흔쾌히 받아 들여져서, 그 이

후로 WCTI에서 포스터도 참석 시 학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임정기: 이기남 선생이 로마에 가기 전, 그러니까 ESTI가 열리기 전, 아마 2004년 3월에 WCTI

의 첫 번째 조직위원회 회의가 피렌체에서 열렸고, 그 때 내가 참석을 해서 구체적으로 각 

society에서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고 세레모니를 했었습니다. 

이기남: 다음은 ACTI의 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3년 열렸던 KJSTR 학회 마친 후 논의된 사

항이 추후 KJSTR을 매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임정기: 그래서 매년 KJSTR을 진행하던 중에, 제2회 KJSTR에 참여 했던 Dr. Wan이 더 장을 넓

혀서 아시아 congress를 해보자. ACTR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해서 이제 2006년도 서울에서 처

음 ACTI를 했잖아. 

김상진: ACTI는 뭐고. R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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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기: 첫 번째 학술대회는 ACTR로 시작

했어. 학회는 그렇게 시작 되었고, 그 다음

에 이제 조직으로 ASTR, Asian society of 

thoracic radiology를 창설 했어. 그래서 제

1대 ASTR 회장이 이경수가 됐고. 그 다음에 

일본 교토에서 제2회 ACTR. 그 다음에 3회 

타이완으로 가면서 ACTI로 바뀌었죠.

이기남: 이 ASTR 모임이 STR 또는 ESTI에 

준하는 아시아의 흉부영상의학회로서 성장했

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남아시아 학회에는 우

리가 직접 참석해서 강의도 하고, 중동아시아

에서는 흉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우리는 

아시아의 흉부영상의학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ACTR을 하면서 동남아시

아,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접촉도 했고, 또 우리가 개최한 제 3회 WCTI에 참석

하라고 장학금도 주었고요.

일동: (끄덕끄덕)

이기남: 나눌 이야기는 많지만 시간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흉영 30주년사는 조금 더 쉽게 보고 틈

나면 한 번이라도 손이 가서 펼쳐 볼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

석해서 좋은 말씀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0 Years History of KSTR 

41

대담이	이루어진	3시간의	시간은	그간	흉영의	주옥	같은	일들을	모두	담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도	초창기	‘대한흉부영상의학회’라는	커다란	함선의	골조를	

하나하나	올리시고	세계로의	망망대해에	그	배를	띄우기까지	한치의	쉼도	없으셨던	초창기	회장

님들의	가슴	뛰는	용기와	열정.

그리고,	이제는	이미	거대한	함선이	된	이	배의	기수를	좀	더	바른	길로	이끌고자	방향키를	힘껏	

움켜쥐셨던	연이은	역대	회장님들의	애정	어린	노고와	헌신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30주년을	맞아	총	12분의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역대회장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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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질환연구회 

동국의대  김 정 숙, 차 윤 기 

2009년 충남 일대 석면광산 주변 거주자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적 노출에 의한 석면관련 폐질

환에 대한 역학조사”가 대규모로 시행되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1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시행되어 환경노출로 인한 석면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원하게 되었다. 

구제제도 대상 질환 중 석면폐증과 원발성 폐암 등의 판정에는 흉부영상의학의사의 판독이 결정

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석면질환에 대한 교육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1년에 석

면질환연구회(회장 동국의대 일산병원 김정숙 교수, 간사 삼성서울병원 김윤경 교수와 동국의대 

일산병원 차윤기 교수)가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산하에 발족하게 되었다. 

석면피해의심자가 질환 관련하여 처음 찾는 곳이 의료기관과 의료진이므로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있어 의료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석면피해인정기준에서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 여부 판정에 있어 CT 판독 결과가 필수적이고 결

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직업성폐

질환 판정에서 일정 교육을 받은 다양한 전공분야의 의사(내과,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일

부 국가는 일반의 포함)가 영상판독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영상의학과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영상의학과 의사만 직업성폐질환 영상을 판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전문역할을 지속적

연구회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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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지·발전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정부나 정부

관련단체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 및 홍보, 관련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유지·강화하게 위한 지

속적인 내부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한흉부영상의학회 내부에 석면질환연구회 운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석면질환연구회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석면폐증을 포함한 석면관련질환 영

상판독 교육을 2011년 첫 시작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년 2회 시행하였고, 2013년부터는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에서 석면관련질환의 영상판독교육세션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강의와 함께 Hands on practice를 추가하여, 실제 증례를 통한 판독의 실제

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이 교육을 마친 경우 흉부영상의학 전문의는 석면피해구제

의 판독자문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011년부터 이 교육에 참여한 52명의 대한

흉부영상의학회 회원들이 석면피해구제제도에서 컴퓨터단층촬영사진판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

다. 이와 함께 유관 학회인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 2013년과 2015년에 2회에 걸쳐 임상의사

의 교육에도 참여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한영상의학회와 공조하여 학회 기간에 교육을 

위한 ‘석면관련질환의 영상판독교육세션’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대한영상의학회와 한국환경공단(석면피해구제를 진

행하는 업무의 주체) 간에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업무협정(MOU)이 체결되었다.

2010~2011년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폐증 병형별 CT(컴퓨터단층촬영)필름에 관한 연구”  

(김정숙, 김건일, 김유경, 정정임, 박찬섭, 최요원)를 통해 석면폐증 표준필름을 개발하였고, 2012 

~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석면 노출에 의한 석면관련질환 진단표준

화” (김정숙, 김윤경, 김유경 등)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환경부 지원 하에 국내 석면관련질환의 

영상의학적 소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6년 “환경적 석면 노출로 인한 악성중피

종 진단 가이드라인” (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 ISBN 979-11-961636-0-0)과 2017년 “환경적 석

면 노출로 인한 석면폐증, 흉막반 영상진단 가이드라인” (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 ISBN 979-11-

961636-0-0)을 출간하여, 관련 기관과 전문가에게 배포하여 석면질환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

도록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석면폐증, 흉막반, 석면관련 폐암과 

악성중피종에 대한 영상의학적 소견에 대해 다수의 국내외 학회 발표 및 관련논문의 국내외 학회

지 게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학회 주도로 2012년 폐병리-흉부영상 합동심포지엄(석면 노출 폐질환)과 2015년 제 14차 대한

흉부영상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심포지엄(석면 질환)을 진행하여 석면질환에 대한 관심의 환기와 



대한흉부영상의학회 30년

44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회 이상 정부 주도 및 민간 

주도의 국제 협력사업을 통하여 그 동안 축적된 우리의 석면관련 지식과 기술을 태국, 인도네시

아 및 터키 등의 국가에 전수하는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현재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홈페이지에 ‘석면질환연구회’에 연관된 중요 자료들과 연구회의 연

구 결과물, 그리고 국제적으로 발간되는 중요 논문과 최신 논문들을 실어 항상 회람이 가능하도

록 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 집단에서 직업성폐질환에 대한 우리의 전문성을 인정

받고 있고 석면관련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질환이므로, 이에 대한 영상의학적 학술연구를 지

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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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암영상연구회 

서울의대  구 진 모

폐암영상연구회는 2011년 강은영 제12대 회장이 취임하면서 미국 NLST의 연구결과가 저선량 

CT를 이용한 폐암검진을 시행하여 폐암 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 준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

에서도 이를 준비하고 가이드라인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2011년 1월 발족하였고(대한흉부영

상의학회 월간소식지 2011년 2월호, 2012년 1월 웹진 강은영 회장 신년인사말) 연구회장으로는 

이경수 교수가 선임되었다. 이때부터 대한폐암학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대한폐암학회의 학

술 프로그램에 영상의학 분야가 독립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연관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정근 교수를 편집인으로 하여 2012년 “Imaging of Lung Cancer”라는 책이 37명 흉영 회원의 

참여로 발간되었다.

2015년에는 그 동안 이경수, 김진환, 백상현, 김혜영 회원이 영상의학과를 대표하여 참여한 폐

암검진 권고안 제정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폐암 검진 권고안이 발표되었고, 박재성 제14대 

2015년 10월 24일 금연캠프 교육프로그램을 마치고 촬영한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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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임원진을 구성하며 구진모 교수를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2015년 1월 24일 서울성모병

원에서 연구회 모임을 시행하여 암정복추진기획단 사업과제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진모,  

안명임, 백상현 교수를 총괄 및 세부책임자로 하여 과제에 지원하였고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연구

회의 사업 방향을 정하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15년 5월 국립암센터 측에서 금연캠프 

사업을 하는데 CT 프로토콜과 결과 판정지 양식 작성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었고, 연구회 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 후 향후 우리나라에서 폐암검진에 사용할 폐결절 관리 방안으로는 Lung-RADS

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는 이후 상임이사회, 총회의 논의를 거쳐 대한흉부영상의

학회의 공식 입장으로 정립되었다. Lung-RADS의 한글화 작업에 여러 연구회 회원들이 애썼고, 

특히 함수연 교수가 최종 형태를 잡는데 기여하였다.

마침 암정복추진기획단 사업과제가 2015년 하반기에도 공모가 나서 다시 응모하여 채택 되

었고 2015년 10월부터 “국가폐암검진사업에 대비 범적용 및 지속 가능한 표준화 고품질 저선

량 CT 판독 시스템 기반 구축”이란 제목의 연구사업을 시작하였다. 2015년 후반기부터 폐암검

진 시범사업이 기획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구진모, 김혜영이 기획팀에 참여하여 Lung-

RADS, 네트워크-CAD 기반 전산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클라우드 시스템이 국가 의료 사업에 이

2017년 8월 18일 폐암검진 시범사업 관련 영상의학부분 전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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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전례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러 제도가 정립이 되어 가능하게 되었다. 

2016년에 파일롯 사업으로 국립암센터, 인천길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4개 병원에서 

진행 되었으며 이 결과는 이지원, 김혜영 선생님 등이 KJR에 보고하였다. 2017년에는 5월에 11

개 센터로 시작하여 10월에 3개 센터가 합류해 14개 센터에서 폐암검진시범사업이 시행되었고, 

2018년까지 진행되고 있다. 진공용 교수는 전북의대병원의 책임자로 참여를 하였으며, 흉영회원

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파일롯 사업과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다기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고 있고, 2017년에 KJR에 한대희 교수가 제일저자로 작성

한 “Are Lung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 Categories Clear to Radiologists?”라

는 흉영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에 대한 논문이 게재되었다. 2017년에 시행된 폐암검진 시

범사업에서는 총 5,719건의 저선량 CT가 시행되었고, 양성으로 간주되는 범주 3과 4가 15.2%로 

나타났다. 이 중 폐암 확진자는 2018년 3월 5일 기준 29명이었다. 2019년 폐암검진은 전국화되

어 국가검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발표된 상태이다. 이를 위해 제도 정립과 교육에 연구회 회원

뿐 아니라 흉영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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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적/정량적 폐영상연구회

고려의대  이 기 열

기능적/정량적 폐영상연구회는 그 특성상 영상의학, 핵의학 등의 영상분야와 호흡기, 알레르

기, 중환자 등 임상분야, 호흡생리학, 해부학 등 의학기초분야, 그리고 영상처리, 영상기기기술 등

의 공학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의 융합연구회이다. KWPFI (대한 기능적/정량적 폐영상워크숍)

는 2011년 10월 8일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시작하였으며 흉영회 멤버인 서준범, 구진모, 이기열, 

이창현, 이상민 등이 참여하였고 공학분야에 서울아산병원 김남국, 서울대병원 김종효 교수와 호

흡기학분야에 서울아산병원 오연목 교수 등이 참여하여 모임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연구회 모임

을 시작하여 4회의 워크숍을 아산병원에서 시행하였고, 5회째부터는 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하여 

2018년에는 9번째 워크숍을 진행하였다(사진 1). 국제적으로도 2002년 이후 지금까지 8회에 걸

쳐 International workshop on pulmonary workshop (IWFPI)이 개최된 바 있으며 국내의 여

사진 1. 역사적인 제1회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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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연구그룹들이 참여하여 왔다. IWPFI는 지난 2002년 필라델피아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후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영국 에딘버러에서 7회 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 폐

기능 분석의 새로운 이미지 기반 접근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폐 질환의 진단 및 평가 개선

을 위한 새로운 임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아와지 섬, 하이델베르그, 보스톤, 

매디슨, 에딘버러에서 국제 연구 그룹의 적극적인 참여로 차기 회의가 이어졌다.

IWPFI 2017은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 16 차 대한흉부영상의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아산병

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폐기능 영상 연구를 홍보

하고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전 세계적으로 폐기능 영상 연구를 개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흉부 및 심장영상, 핵의학, 호흡기학 등 흉부영상을 전공하는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을 공유하고 최신 지견 및 연구 방향을 토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국내 흉부영상의학의 

영역을 넘어 한국흉부영상의학의 위상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자리였다.

IWPFI 2017은 3개의 Plenary Session, 5개의 Core Session, E-poster Presentation 

사진 2. IWPFI 2017, 학회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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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주목할 Special Session으로 KSTR-JSTR Joint Session, ASTR Image Interpretation 

Session, KSTR Refresh Course, Special Session with Airway Vista Session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현대의료의 대표적 흐름 중 하나인 정밀의료의 실현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빅

데이터 기술 등과 흉부영상과의 융합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또한 IWPFI 2017에서는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의 젊은 흉부영상의학자의 학문적 발전을 높이

기 위한 일환으로 'IWPFI Scholarship for Young Asian Radiologist'라는 장학금 제도도 운용

해 7개국 총 11명의 젊은 학자들이 대회 참석과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기회의 장

도 넓혔다.

IWPFI 2017은 19개국 529명의 참가자가 참석했으며(아시아: 415명, 북아메리카: 22명, 유럽: 

15명, 오세아니아: 2명, 아프리카: 1명)[표 1], 역대 가장 많은 구연(125편) 및 학술전시(65편), 초

청 연자(50명), 많은 후원업체 전시 등 양적인 면에서나, 완성도 높은 학술 프로그램 및 social 프

로그램, 그리고 폐막식까지 시종일관 가장 높은 학회장 참여율 등 질적으로도 기록될 성공을 거

두었다(사진 2).

표 1. 국가별 참석 현황

Australia 2 Republic of Korea 310

Canada 5 Malaysia 1

China 2 Mongolia 2

Finland 1 Philippines 18

France 2 Taiwan 17

Germany 8 Thailand 5

Ghana 1 U.K. 4

India 1 U.S.A. 17

Indonesia 23 Vietnam 2

Japan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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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준범 대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 구진모, 진공용 사무총장, 이창현 학술위원장, 권우철, 

백상현, 김성수, 이기열, 정세민, 선주성, 송재우, 이경수, 이기남 교수를 비롯한 조직위원회의 남

다른 열정과 헌신, 그리고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회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

고 할 수 있다. KWPFI 회원들은 2017년 대회의 성공을 바탕으로 IWPFI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

어서 현재 구진모, 이기열, 이창현, 서준범이 위원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준범 회원은 사무

총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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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대 김 윤 현 / 고려의대 이 기 열 / 부산의대 정 연 주

1. 대한흉부영상의학회지의 창간 목적

우리나라의 흉부영상의학회는 1988년에 흉부

방사선연구회가 창립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창

립 이래로 우리나라 흉부영상의학 발전에 견인

차 역할을 해 왔으며,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교육

적 출간 사업을 펼쳐왔다. 1996년부터 8년 동

안 흉부영상 증례집(Thoracic imaging)을 매

년 발간하여 흥미롭고 유익한 교육적 증례를 흉

부영상의학회원은 물론 비회원 및 수련의에게 

제공하여 왔으며, 1997년부터는 매 주마다 흥미

롭고 교육적인 흉부영상의학 관련 증례를 인터

넷을 통하여 개시하여 전 세계의 관심 있는 의

학자들로부터 찬사와 사랑을 받는 페이지로 성

장하였다. 최근에는 국문 서적인 흉부영상진단 

(X-선 및 CT)과 영문 서적인 Imaging of lung 

cancer 등 전문 서적을 발간하여 흉부영상의학에 관한 최신 지견을 주도적으로 관심 있는 의학

자 분들에게 제공하여 왔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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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영상의학과 의사의 임상 진료업무가 갈수록 과중해지고 있으며, 특히 흉부영상의

학의 진료업무 증가는 폭발적이어서 이를 소화하기에 벅찰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흉부영상의학회 회원 분들께서 학문적인 연구 의욕을 유지하시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

다. 따라서 흉부영상의학회에서는 회원들로 하여금 연구 의욕을 북돋아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독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회로 출범한 이후 

흉부영상의학회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학회의 가치를 유지하고, 학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학술지의 정기적인 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흉부영상의학회에서는 학회와 회원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흉부영상의학회 회원의 학술연구 욕구를 증진시키고자 “대한흉부영상의학

회지”를 창간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창간된 대한흉부영상의학회지는 앞으로 발전을 지속하여 향

후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업적과 전공의 선생님들의 수련과제 달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목

적이 있다고 하겠다.

2. 대한흉부영상의학회지의 창간 경위

2011년 7월에 처음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해 8월에 첫 편집회의를 개최하면서 학회지 편

집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처음에는 대한흉부영상의학회가 대한영상의학회의 산하학회인 

점을 고려하고, 대한흉부영상의학회지를 대한영상의학회지의 supplement로 출간하는 것 염두

에 두고 여러 번의 조율과 조사 과정을 통하여 노력하였으나, supplement는 연구업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해석과 다른 산하 학회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supplement로 발간이 어

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12년 2월 “대한흉부영상의학회지”를 흉부영상의학회의 독립된 공식 학술지로 창간하

기 결정하였으며, 흉부영상의학 관련 논문과 증례보고, 흉부영상의학회 정책과제, 학술상 수상작 

요약 보고, 흉부영상의학회의 annual report 등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반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열정적인 편집위원님들의 노고에 힘입어 원고 수집과 심사 및 정리를 무사히 

마치고 2012년 6월 말에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이렇게 발간한 대한흉부영상의학회지는 학회의 

소식을 알릴 뿐만 아니라, 흉부영상의학에 관한 최신지견을 소개하고, 학술 경험과 지식을 공유

함으로써 회원과 흉부영상 관련 모든 연구자 분들의 연구활동 및 학문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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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님께 드리는 감사의 말씀

그 동안 대한흉부영상의학회지가 창간되고 유지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

합니다. 단독 학술지를 창간하고 7호까지 발간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역대 회장님들의 든든한 지

원과 회원님들의 관심이 버팀목이 되어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이 일에 매진해 주신 역대 편집이사님과 편집간사님, 그리고 편집윈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학회 공식 학술지로서의 대한흉부

영상의학회지에 대한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전 세계

의 흉부영상의학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찾는 학술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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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대  정 연 주

대한흉부영상의학회는 ‘양질의 증례를 통한 흉부영상의학 교육’을 목표로 1997년 11월 웹기

반의 교육 프로그램인 ‘KSTR Weekly Chest Cases’ (http://kstr.radiology.or.kr/weekly/)

을 개설하였다. 매주 회원들이 제공하는 새롭고 흥미로운 흉부영상 증례를 퀴즈 형식으로 게

시하여 전 세계의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응모를 받고 2주 후에 이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형태

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공된 증례 및 해설에 대한 국내외 흉부영상의학 전문의의 리뷰 

과정을 신설하여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1997년 11월 11일 첫 번째 증례를 시작

으로 2018년 12월말 현재 1102번 증례까지 매주 새로운 증례가 게시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imaging conference에서 논의된 증례까지 실려있어 총 1200여개에 이르는 양질의 증례를 볼 

수 있다. 이런 방대한 양의 임상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홈페이지는 세계적으로도 그 예를 찾

기가 힘들며, 20년에 이르는 동안 매주 새로운 퀴즈가 출제되는 형식의 증례 사이트운영은 다

른 사이트들의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다. 2018년 현재 91개국에 걸친 3017명의 회원을 보유한 

이 사이트는 그 우수성을 국제학회에서도 인정받아 KCR, ECR, RSNA는 각종 학회에 전시 보

고를 하였으며 2002년 RSNA 전시에서 Certificate of Merit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Journal 

of Thoracic imaging 에 관련 보고를 여러 번 하였으며 해당 홈페이지에(http://journals.lww.

com/thoracicimaging/Pages/residentscorner.aspx)에 ‘KSTR Case of the Week’라는 이름

으로 링크되어 있기도 하다. 

KSTR 
Weekly Ches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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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편집자 명단

기간 이름 소속 기간 이름 소속

1997.10~1999.04 송재우 울산의대 2009.05~2011.04 이창현 서울의대

1999.05~2001.04 김태성 성균관의대 2011.05~2012.12 용환석 고려의대 

2001.05~2003.04 서준범 울산의대 2013.01~2014.12 김영진 연세의대 

2003.05~2005.04 김윤현 전남의대 2015.01~2016.12 정연주 부산의대 

2005.05~2007.04 이현주 서울의대 2016.01~현재 채은진 울산의대 

2007.05~2009.04 정정임 가톨릭의대

울산의대 송재우 회원이 초대 편집자로서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후로 성균관의대 김태성, 울산

의대 서준범, 전남의대 김윤현, 서울의대 이현주, 가톨릭의대 정정임, 서울의대 이창현, 고려의대 

용환석, 연세의대 김영진, 부산의대 정연주 회원이 편집자로서 주간증례를 발전시켰으며, 현재 

울산의대 채은진 회원이 편집자를 맡고 있다. 

1997년 11월 첫 번째 증례를 업로드 한 이 후 1998년 1월 1일 국내 회원이 처음으로 퀴즈에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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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같은 해 8월 10일 첫 국

외 회원 응모가 있었다. 이 후 매

년 홈페이지 방문 및 퀴즈 응모 회

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7

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18,546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으며 

5274명(국내 1773명/국외 3521

명)이 주간증례에 응모하였다. 

▒ 역대 수상자 일람

Year Name Institution

1998 Soo Yoon Chung, MD Youngdong Severance Hospital, Korea

1999 Mi-Jeong Shin, MD Baptist Hospital, Korea

2000 Ivan Pilate, MD Stedelijk OLV Ziekenhuis Mdchelen, Belgium

2001 Ivan Pilate, MD Stedelijk OLV Ziekenhuis Mdchelen, Belgium

2002 Ivan Pilate, MD Stedelijk OLV Ziekenhuis Mdchelen, Belgium

2003 Denis Regent, MD CHU Nancy Brabois, France

2004 Jin Mo Goo, MD Malinckrodt Institute of Radiology, USA

2005 Meric Tuzum, MD Diskapi Social Security Hospital, Ankara, Turkey

2006 Jun-Jun Yeh, MD China Medical University, Taiwan, R.O.C

2007 Jun-Jun Yeh, MD China Medical University, Taiwan, R.O.C

2008 Son Youl Lee, MD Gimpo Woori Hospital, Korea

2009 Denis Chabassiere, MD IRSA La Rochelle, France

2010 Carlo Florio, MD C.B.H. Mater Dei, Bari, Italy

2011 Carlo Florio, MD C.B.H. Mater Dei, Bari, Italy

2012 Jun-Jun Yeh, MD China Medical University, Taiwan, R.O.C

2013 Carlo Florio, MD C.B.H. Mater Dei, Bari, Italy

2014 Takao Kiguchi, MD Ichinomiya Nishi Hospital, Japan

2015 Takeyuki Watadani, MD University of Tokyo Hospital, Japan

2016 Takao Kiguchi, MD Ichinomiya Nishi Hospital, Japan

2017 Takao Kiguchi, MD Ichinomiya Nishi Hospital,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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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영상의학회는 매년 2월 imaging 

conference에서 ‘KSTR Weekly Chest 

Cases’ 시상식을 시행하여 국내외 상위 고득

점자 및 국내 전공의 고득점자 상위 3인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현재까지 20명의 우승자를 배출하였다.

2016년 12월 1000증례 돌파를 축하하고 기

념하기 위하여, 대한흉부영상의학회는 주간증

례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국내외 회원들이 언

제,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

일앱(“KSTR Weekly Chest Cases” mobile 

app)을 출시하였다. 모바일앱은 App store 혹

은 Android market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

아 사용할 수 있으며, 증례 제공뿐 아니라 다

양한 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의 큰 자랑이자 소중한 

자산인 ‘KSTR Weekly Chest Cases’을 통해 전 

세계 회원들과 소통하고, 흉부영상의학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헌신을 해 준 우리 회

원들의 노고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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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대  임 소 연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웹진은 2000년 3월 1일 창간된 KSTR Newsletter를 그 전신으로 한다. 

당시 우리 학회의 명칭은 ‘흉부방사선과학연구회’였기에 줄여서 ‘흉방회 뉴스레터’로 불렸다. 발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웹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30년

60

행인은 당시 흉부방사선과학연구

회 회장을 역임하시던 강덕식 선

생님, 편집인은 최영희 선생님께

서 수고해 주셨으며, 최초의 레터

는 경희대 성동욱 선생님께서 ‘흉

방회의 초창기 역사’를 주제로 투

고하여 주신 것으로, 아직까지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그 때의 글과 사진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현 시점에서는 

임상은 물론 학회에서도 정열적으

로 일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의 전임의 시작 인사라든가, 지난 

달 레터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다른 선생님의 릴레이 투고 등, 현재의 웹진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종류의 투고문들이 여럿 보이고 있다. 

이후 2005년 흉부방사선연구회가 흉부영상의학회로 개명 발족한 뒤에도 오 년간 흉영회 뉴스

레터의 형식으로 발간되었다. 주로 내용은 일정에 관한 흉영회 공지사항, 신입회원 소개, 위클리 

케이스 투고 독려, 연수 보고 등이었으며 간간히 기고문이 보이는 정도였다. 대부분의 텍스트는 

보존 상태가 좋지만, 다소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사진이나 그래픽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아쉬운 

권호도 일부 남아 있다. 

30년사를 만드는 입장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권호는 2008년 1월호와 2월호이다. 2008년의 1

월의 뉴스레터의 신년사에도 나타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이니 창립 20주년을 맞이

하는 해였고 ‘대한흉부영상의학회 20년사’를 발간하는 것이 학회의 큰 연간 사업이었다. 당시 발

간위원장은 박충기 선생님, 당시 대한흉부영상의학회의 회장은 현재 30년사 발간위원장을 맡고 

계신 동아대학교 이기남 선생님이셨다. 그리고 지금은 연장자 반열에 드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 

때도 여러가지로 일을 맡아 20년사 책이 발간된 것이 보였다. 그때로부터 어느새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학회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 모습을 보며, 글쓴이를 비롯한 지금의 주니어들도 

십 년, 이십 년 후에도 흉부영상의학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심 가지고 참여하는 일이 중

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30 Years History of KSTR 

61

안타깝게도 2008년의 뉴스레터

는 1월호부터 4월호까지 총 4권말 

발행되어, 한일흉부영상의학회 후

기나 20년사 편집후기와 같은 내용

들을 찾아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

다. 흉영회 홈페이지에서는 2009

년 1월호에서 2008년 송년회의 모

습을 일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그 

후기의 전부이다. 이후에도 신입회

원 인사, 학술대회 후기 등 우리 흉

영회 회원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

아내던 소식지는 2011년 7월 제 

143호를 시작으로 대한흉부영상의

학회 웹진으로 개편하게 된다. 

2011년 7월 처음 선보인 대한흉

부영상의학회 웹진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으로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을 웹진에 하이퍼링크

로 걸어 배포하였다. 종전의 흉영회 

소식지가 평면적인 페이지에 모든 

내용이 바로 보여졌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법한 내용들도 메일링 리

스트의 모든 수신자들에게 공개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점이 보완된 것이다. 매 호 변경되는 절

기와 계절을 반영한 배경 디자인, 회원들이 관심가질만한 내용을 그래픽으로 표현하여 한눈에 들

어오게 만든 것도 매우 새로웠을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 공개가 필요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판

으로 로그인을 유도하여 정회원에게만 공개하게 된 것도 이 때부터의 변화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에 와서는 로그인 포인트가 웹진과 게시글 사이에 있는 점이 웹진 내용을 읽기 위한 접근성

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보다보니 몇 가지 눈에 띄는 점들이 있다. 그 중 2009년부터 가을에 이일성 선생님의 주도로 가

을 야유회가 열렸던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지금은 시니어 반열에 들어선 선생님들의 십 년 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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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고 삶에 여유가 있으면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로 짐작할 수 있겠다. 2009년 청계산 등반, 

2010년 광릉수목원, 2011년 창덕궁으로 이어

지던 가을 야유회는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관람을 끝으로 자취를 감추게 된다. 

뿐만 아니라 웹진에의 회원 투고의 양의 감

소도 눈에 띈다. 지난 10년간의 웹진을 복기한 

결과 회원 투고에서 가장 인상적인 컨텐츠는 

2009년 서준범 선생님의 ‘덴버 포토 에세이’ 

6연작이다. (구 소식지 형식이지만 지금도 홈

페이지에서 깨끗한 사진을 볼 수 있다.) 매년 

평균 2회의 개인적인 투고를 보내 주시는 이

일성 선생님의 지대한 관심은 그야말로 노고

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부족함이 없다. 그 외에

도 소소한 독서후기, 살면서 만난 사람들에 대

한 소고, 동네 산책기, 봄꽃 사진 등 오랜 친구

와 나누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 소식지와 웹

진에 넘쳐나고 있었다. 그러나 대략 2013년을 기준으로 이런 투고가 급감하게 된다. 이는 어쩌면 

판독량의 급증에 의한 것일지도, WCTI가 끝난 뒤 회원님들의 흉영회에 대한 관심 저하로, 아니면 

중간에 매우 적었던 신입회원의 영향으로 세대간 단절이 발생한 것이 그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현재의 웹진에는 웹진팀이라는 이름으로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여러 

회원님들의 참여와 피드백이 없이는 만드는 사람도 어깨가 쳐지고 기운이 빠지기 마련이다. 정말 

소소한 사진이라도 좋으니 보내어 나누고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아래는 지난 10년간 흉부영상의학회 소식지/웹진에 실렸던 컨텐츠를 정리해 보았다.

(당시 웹진에 신입회원 인사를 보내주시지 않은 선생님은 누락되었을 수 있어 양해를 구합니다.)

연도
발행인

신입회원 중요 사건 각종 투고
편집인

2008
이기남

-
춘계학술대회 (부산 누리마루) 

흉영 20년사 발간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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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발행인

신입회원 중요 사건 각종 투고
편집인

2009

박찬섭

박보람 

이주원 

황혜선 

김정임 

이유경 

최소영 

오진경 

이현주 

이상민 

홍유진 

김화선 

김은영

대한흉부영상의학회 

교과서 출간

 

춘계학술대회 (전북대병원) 

등반대회 (청계산)

춘계학회 후기 (이재교) 

WCTI 후기 (김미영) 

덴버 포토에세이 I~VI (서준범) 

연수기 (성연미) 

등반대회 후기 (이일성) 

연수기 (이호연)
남지은

2010

박찬섭

고정민 

고지영 

김효진 

김희영 

심미숙 

임채헌 

황혜전 

김유나

춘계학술대회 (충남대병원) 

 

가을 야유회 (광릉수목원)

KJSTR 후기 (김미영) 

케냐 의료선교 봉사기 I~IV (이창현) 

춘계학회 후기 (김진환) 

석면폐질환 연구사업 후기 (김정숙) 

몰트 위스키의 세계 I (이일성) 

가을 야유회 후기 (백상현)
남지은

2011

강은영

강   희 

이지원 

김은영 

추지영

이녕근

오상영

황성호

송인영

이은주

춘계학술대회 (가천대 길병원) 

 

가을 야유회 (창덕궁)  

 

‘폐암의 영상진단’ 출간

퍼터에 대하여 (이정근) 

연수보고 (곽현주) 

춘계학회 후기 (서준범) 

‘지리산 행복학교’ 독서후기 (김미영) 

연수보고 (이기열) 

심야식당 (드라마, 책) 후기 (이영경) 

ESTI 후기 (이현주)

가을 야유회 후기 (이일성) 

흉부엑스선사진 판독과 

발표 가이드라인과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후기 (황정화)

이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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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발행인

신입회원 중요 사건 각종 투고
편집인

2012

강은영

두경원

김지은

박철환

이상민

위재연

이계호

이여진

홍새롬 

안희연 

이지원 

임현주 

이미연 

신경은

문정원 

흉심영합동춘계학술대회 

(제주 해비치 리조트) 

 

대한흉부영상의학회지 창간

몰트 맥주의 세계 (이일성) 

춘계학회 후기 (최병욱) 

춘계학회 후기 (홍유진) 

부암동 산책기 (이영경) 

친구에 관한 소고 (노한나) 

ESTI 후기 (김미영) 

싱글몰트 위스키의 세계 II~III (이일성) 

‘그녀에게 말하다’ 독서후기 (정정임)
이영경

2013

최요원
김은영 

이희영 

박종천 

신소연 

최윤영 

최준호 

서영주 

반영은 

이경희 

임지연

제 3회 WCTI  

 

가을 야유회 (청와대 올레길)

제주섬에서 만난 사람들 I~III (정선영) 

사진 투고 (이창현) 

ECR 후기 (추지영) 

IDKD 후기 (송인영) 

1995년 STR 회고 (이일성) 

2000년 Fleishner society 미팅 회고 

(이일성) 

WCTI 후기 I (임정기) 

WCTI 후기 II (이기남) 

WCTI 후기 III (송재우) 

흉영 주니어모임 보고 (이상민) 

피험자 되기 (나이키x아이팟) (선주성)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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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발행인

신입회원 중요 사건 각종 투고
편집인

2014

최요원

박소현 

윤현정 

조   현

차윤기 

윤순호 

임동진 

고홍석 

최원진 

김윤정

춘계학술대회 (영남대병원) 

 

가을 야유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청도 여행기 (이일성) 

가고시마 여행기 (김윤경) 

위스키모임 후기 (이일성) 

ESTI 후기 (김윤경) 

KSR-MSR Friendship symposium 

(김미영)김윤경

2015

박재성

이소원 

차민재 

정채진 

김은영

구현정 

이재욱 

이한나 

임소연 

백경민 

김준호 

최예라 

김지항 

장수연 

유노을

춘계학술대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RSNA 후기 (추지영) 

ACTI 후기 (이지원) 

춘계학술대회 후기 (이창현) 

제주섬에서 만난 사람들 IV (정선영) 

ESTI Honorary lecture 후기 

(이경수) 

흉영주니어모임 후기 (최예라)정선영

2016

박재성

김정재 

남보다

김혜진 

조예슬 

박찬호 

김채리 

김진영 

채금주 

안수연

춘계학술대회 (원광의대병원)

엣지있게 판독하기 (정선영) 

STR 2016 후기 (이일성) 

ATS 2016 후기 (김지항) 

흉영발전워크샵 후기 (우정주) 

페르세폴리스의 영욕 (임정기)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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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발행인

신입회원 중요 사건 각종 투고
편집인

2017

송재우

이다비 

최주애 

전재섭 

김민영

김기환 

김희경 

조영훈 

길보미 

김형진 

최정화 

송용섭 

김정훈 

남경선 

이상아

제 8회 IWPFI 

춘계학술대회 (서울아산병원)

RSNA 2016 후기 (구현정) 

‘흉부영상의학 용어사전’ 강은영 위원

장 인터뷰 (웹진팀) 

‘제 8회 IWPFI’ 서준범 운영위원장 

인터뷰 (웹진팀) 

홈트레이닝 앱 소개 (선주성, 웹진팀) 

ECR 2017 후기 (이재욱) 

WCTI 2017 보스턴 미리보기 (웹진팀) 

4th WCTI 후기 I (최주애) 

4th WCTI 후기 II (조예슬) 

KCR 학회장 주변 전시회 일람 

(웹진팀)

권운정

2018

송재우
홍정희 

황의진 

유슬기 

조재명 

이민아

춘계학술대회 

(제주 중문 롯데호텔)

RSNA 2017 후기 (백경민)

아직도 프레젠테이션을 사진앱으로 

찍으세요? (웹진팀)

잃어버린 통장을 찾아드립니다.

(웹진팀)
권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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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영상의학과의원  이 재 교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산하 지역모임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구경북, 부산경남, 및 호남지회

(지회창립순)가 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또 가장 활기 있는 모임이 삼남흉부영상의학회(이하 

2006년 춘계 삼남흉영회 대구 모임에서 서수지, 강덕식 선생님과 함께

삼남 흉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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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흉영회)이다.

삼남흉영회의 시작은 동아대 이기남교수와 관련이 깊다. 대한영상의학회 대구경북지회는 매월 

연수강좌를 개최하는데, 1996년 3월 연수강좌(계명대 동산병원 개최)에 UCSF 연수를 마치고 돌

아오신 이기남교수를 초청하였고, 빠질 수 없는 저녁자리에서 계명의대 고 서수지 교수님, 경북

의대 강덕식 교수님들의 제안으로 대구부산흉영회(그 당시는 흉방회)를 만들기로 의기투합(표현

이 다소 과격하지만 지금의 저자보다 어리셨음을 고려하시길)하시어 창립되었고, 1차 모임을 그 

해 5월 처음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가졌고 년 4회 부산과 대구를 오가며 학회를 진행하였다.

1998년은 대구부산흉방회의 변화가 생긴 해로, 영남 모임을 흠모한 전남대 김윤현 교수의 청

원으로 영호남흉영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다음해인 1999년에는 충남대 김진환교수가 왜 충청도

만 빼고 하느냐는 원성을 받아들여 드디어 삼남흉영회(당시 흉방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당시 흉

영의 지역모임은 매년 개최되는 춘계학회, 영호남학회, 및 대구부산흉영 등이 있어 년 2회 다른 

모임과 겹치지 않게 개최하는 것으로 잡았고 초대 회장으로 강덕식 교수, 총무는 이재교 교수이

었다.

애초 삼남흉영회의 설립 목적은 1. 서울학회에 참석이 어려운 지역회원들의 흉영회 참석 유도, 

2016년 춘계 삼남흉영회 창원경상대병원에서 김상진, 송재우 선생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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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흉영회원간의 증례 교류 및 교육, 3. 지역 흉영회원간의 유대강화, 4. 서울 흉영회 소식 및 

최신지견 소개, 5. 흉영회 춘계학회의 지역회원 참석 독려 등이었다. 

초기 삼남흉영회는 주로 증례토의 위주로 3시간이 넘는 마라톤 증례토의가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지역 호흡기내과 교수 초청강의 및 흉영회 명사초청 강의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학회의 

내실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삼남흉영회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학회 전후 개최하는 저녁만찬이고 이 자리를 통해 지역 흉영

회원간의 친밀도는 기타 영상의학회와 구별될 만큼 돈독하다. 최근에 소수의 서울경기 흉영회원

들이 삼남지회를 다녀간 후 다시 방문하기를 원하여 청원을 하나 지회가 모두 수용할 수 없는 난

처함을 가지기도 한다.

올해로 삼남흉영회는 1996년 대구부산흉영회를 모태로 22년간 유지되었고 훌륭한 모습으로 

진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또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삼남흉영회는 지속적으로 대한흉부영상의

학회의 한 축으로 남아있고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 3 부  우리가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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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비전, 핵심가치

우리의 미션, 비전, 
새로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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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영상의학회 30주년 기념 로고

폐모양으로	흉부영상	상징

태극무늬로	우리나라를	상징

자유롭게	뛰노는	돌고래	또는	흉곽내	심장	모양

붉은색과	푸른색이	겹친	부위:	조화로움을	상징

손을	위로	뻗은	사람모양	(K):	진취적,	자주적으로	앞서나가는	학회를	상징

둥근	곡선을	이용한	STR	표시:	완만한	부드러움을	상징

열린	구형의	틀:	열린	마음으로	변화에	능동적인	학회를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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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비전 전문에 대한 소고

부산의대 김 건 일

1.

필자는 십 여년 전 의료경영학을 공부했던 적이 있다. 전략경영 과목의 첫 시간에 교수가 학생

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인가? 어떤 가치관/세계관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미래에 뭐가 되

고 싶은가? 그에 대한 글을 써서 제출하라고 했다. 일주일 뒤 학생들은 각자에 대해 생각한 후 그 

교수에게 숙제를 제출했다. 

교수는 학생들 개개인의 글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었고, 말을 이었다. “학생들이 쓴 바로 그것이 

개인의 미션, 비전, 가치이다. 그러니 학생들은 약 6개월 마다, 자신이 설정한 비전(미래에 뭐가 

되고 싶은가?)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한번씩 체크를 해보라” 

………

6개월에 한번씩? 

과연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노장사상이 유려하게 흐르는 동양에서 온 한 학생은 속으로 반문했다. 자신이 생긴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하지 않되 하는’ 무위(無爲)의 사상을 높은 경지로 보는 동양의 어떤 사상에

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서양의 한 철학자이자 시인(Paul Valery 1871-1945)은 “용기를 내어서 생각한 대로 살

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라는 경구를 남겼다. 

개인이 그렇다면, 조직은 어떨까? 그녀는 조직과 기관의 미션-비전-가치의 설정 과정을 설명해 

나갔다. 많은 개인들이 모여서 조직이나 기관을 이루므로,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구성원들의 의

견이 반영된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한다. 가치관은 특히 그렇다. 개인의 가치관의 총합이 조직의 가

치관이 될 수 없다.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니. 

한 조직이 비전 달성을 위해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방향을 지탱하는 조직의 영혼 같은 것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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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가치관이다. 이는 구성원들이 정하고 합의해야 한다.

필자는 학교로 돌아온 후, 필자가 속한 기관에서 미션-비전-가치를 설정하는 일을 맡았다. 그 

외 다른 의료기관의 설정 과정에 퍼실리테이터로 일했다. 주로, 조직의 현재 상태 분석(SWOT 분

석-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 분석), 미래의 방향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합의, 이를 지탱하는 

조직행동의 가치관 설정에 중점을 두는 작업이었다.

 

빨리 가고자 한다고 결코 빨리 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혹은 빨리 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전

혀 가지 않은 경우가 있다. 속도의 배신이다. 조직내 많은 의사결정의 실수는 어떤 거쳐야 할 당

연한 절차를 여러가지 이유로 생략한데서 생긴다. 상명하복이 강한 일반 회사에서는 상사의 결정

이 그럭저럭 이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제대로 과정을 밟아가는 미션-비전-가치의 설정과정은 이미 그 조직의 미션-비전-가치

의 확산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설정 후 공유가 쉽다.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의사결정에 개입한 어떤 사안에 대해 더 노력하고, 힘들 때 더 인내하

고, 더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다. 미션/비전 설정은 반드시 bottom-up 방식으로 설정과정을 밟아

야 하는 일인 것 같다. 

2.

그 전략경영 수업에, 한 의료기구회사의 부사장이 자신의 회사의 미션비전에 대한 강의를 했

다. 그 회사는 초기에 경영난을 겪었고, 은행대출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길 건너 다른 은행

에서는 ‘당신 회사는 뭐하는 곳이며 미래에  어떻게 되고 싶은지’에 대해 써오면 이사회에서 검

토해보겠다고 했다. 창업자는 초안을 썼고, 회사는 대출을 받고 살아났다. 그 이후 약 2년간 여러 

사람들이 수정을 하여 1962년 이후부터는 변함없이 회사의 대문을 지킨다. 그 당시는 mission 

statement라는 것이 없던 시절이었다. 아래와 같다. 

당사는 생체 공학 기술을 응용, 의료 기기를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여 사람들의 통증을 완화

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생명을 연장시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를 통하여 인류의 복지에 공

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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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당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생체 공학 기술 분야에서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재와 설비의 결집, 교육과 지식의 융합을 꾀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독창적이

고 가치 있는 공헌의 창조를 추구하며, 그렇지 못한 분야에의 투자를 지양합니다.

당사는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헌신, 성실, 고결, 봉사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당사는 사회적 책무의 수행, 업적의 향상, 기업 목표의 달성을 이룰 수 있는 운영 체제 안에서

의 정당한 이윤을 추구합니다. 

사원 저마다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고용 제도를 확립하여, 개인이 업무 수행에 만족하고, 안

정된 고용과 공평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사원이 회사의 발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업으로서의 사회성을 향상시켜 사회의 좋은 일원으로 계속되도록 노력하며 사명을 지킵니다.

곰곰히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런 글이 쓰여졌다는 것에 놀랄 뿐이다. 이 회사의 제품은 2000

년대 중반, 6초에 1개씩 누군가의 몸에 쓰이고 있었다.

3.

웹사이트를 들어가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에도 미션/비전 선언문을 대문에 걸어놓았다. 병

원의 의료기관인증평가에도 필수적이다. 의학교육평가인증제도에서도 미션/비전설정을 의무사

항으로 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여러 의과대학, 병원의 미션/비전을 확인해 보았다. 매우 일관되

게 미션-비전-가치로 나뉘어져 쓰여져 있었는데, 서술방식의 다양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위와 같이 유려하면서도 세대를 뛰어넘어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런 미

션/비전문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에도 30주년을 맞아 미션/비전문이 설정되었다. 짧은 과정을 거쳤고, 중의

를 모으는 데는 소홀한 감이 없지는 않으나, 시작하였으니 매우 기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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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부를 한다는 동질성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회의 구성원들을 강하게 묶는다. 이 동질성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고, 우리 학문의 미래를 같이 바라보게 하며, 뛰어난 인재들이 학문과 

그 학문의 환경을 발전시켜는 동력이었던 것 같다. 젊고 유능한 새로운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우

리의 문을 두드리고 미래의 기둥이 되고 있다. 

향후, 더 잘 만들어질 미션비전문은 우리의 동질성을 더 강화시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

의 방향을 감동적이고 선명하게 제시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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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로고를 공모하다

울산의대 구 현 정

대한흉부영상의학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2017년에 새로운 로고 

및 미션/비전을 공모하였다. 특이할 점은 전문가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자유롭게 흉부영상의학회에 대한 생각을 담아내려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이다. 두 달여 간의 공모 

기간을 거치고 회원들의 손으로 만든 7가지의 로고가 나왔다. 그 중 투표를 통해 구현정, 임소연, 

이한나, 이재욱 4명의 주니어 회원의 아이디어를 모은 로고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번 섹션에서는 

그들이 로고를 그리게 된 과정을 들어보려고 한다.

로고 공모전에 제출된 작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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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를 만들게 된 4인방

임소연은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웹진도 담당하고 

있는 회원으로, 이번 로고 공모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 보고자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구현정

의 초기작을 한 번 봐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한동

안 여러 학회들의 로고를 보며 어떤 모양들이 예쁜

지, 또는 의미가 있는지를 토의하였다. 그 후 초기작

이 여러 변형을 거쳤고, 이한나를 주말에 만나 이를 

보여주게 된다. 그 뒤 그 세명이 같은 해에 펠로우를 

하여서 열어 두었던 채팅방을 통해 이재욱과도 한 

달여간 아이디어와 그림들을 공유하며 로고를 만들

게 된다. 

브레인스토밍

1) 다른 학회의 로고는 어떠한 모양인가?

처음에는 다른 학회의 로고를 살펴보는 작업을 했다. 동그란 모양, 세모난 모양, 아이와 어른이 

그려져 있는 미국소아영상의학회 로고도 있었고, 그 중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캐나다의 국기에도 

들어가는 단풍잎으로 만든 Canadian thoracic society였고, 귀여운 로고 중에는 미국의 어느 주

를 대표하는 선인장이 들어가 있는 로고였다.

처음 채팅방에 올리고 퇴짜 맞은 졸작들

초기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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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태극무늬, 남대문, 한글 등의 아이

디어가 나왔고, 어느 치맥을 좋아하는 이는 치킨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한 토론을 거쳐 나온 습

작을 구현정이 채팅방에 올리고, 이에 대해 고칠점 이나 좋은 점을 서로 자유롭게 말하였다. 근 

한 달간 그렇게 했으니 아마 엄청나게 귀찮았을 법 한데, 이를 평가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하였던 

임소연, 이한나, 이재욱은 좋은 친구들 임에 틀림없다.

수정 과정에 있는 제출된 로고

작품이 채택되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

여러 번의 변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로고 모형을 만들어 제출하기 바로 전, 구현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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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실에서 몇 선생님들의 영상의학과적 자문을 거쳐 최종본을 만들고 다른 세 명의 친구에게 회

람하였다. 선생님들께서 글씨의 길이, 배경 등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셨고, 로고는 흉영회원분들

의 의견이 더 반영되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로고가 채택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이를 더욱 좋은 형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비젼미션로고 위원회가 열렸다. 김건일 선생님을 

위원장으로 한 이기남, 송재우, 용환석, 정명희, 이배영, 권우철, 진광남, 추지영, 구현정, 이한나 

(존칭 생략) 위원들의 의견이 하나 하나 반영되면서 로고가 더욱 예쁘게 탈바꿈하였다. 대한흉부

영상의학회 회원들의 많은 의견이 들어간 만큼, 로고에 담긴 대한흉부영상의학회에 대한 회원들

의 애정이 느껴지는 듯 하다.

로고의 의미

로고에 들어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가장 안쪽의 폐 모양은 흉부영상을 상징하고 있고, 오른쪽 

폐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두 개의 태극무늬가 합쳐져 이루고 있다. 그 안에는 하늘색의 태극무

늬가 하나 더 있는데, 이는 흉곽 내의 심장을 상징할 수 도 있고, 바다를 뛰노는 돌고래를 형상화

했다는 시각도 있다. KSTR중 ‘K’는 손을 뻗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사람의 형상으로 학회가 추구하는 바를 나타내고 있으며, STR을 나타내는 글귀는 부드럽게 표현

되어 경직되지 않은 완만한 부드러움을 갖춘 학회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바깥을 이루고 있는 아

래쪽이 열린 점선으로 된 구형의 틀은 닫힌 공간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 안과 밖이 통하는 구조를 

택함으로써 열린 마음으로 변화에 능동적인 학회를 상징하고자 하였다. 

30주년 기념 기념품 제작

30주년 기념 책자 발간을 위해 모인 9월 7

일, 30주년을 기념하여 정회원들을 위한 넥

타이와 스카프를 제작하기로 하고 업체에서 

받은 디자인을 함께 확인하였다. 하지만 로고

와 글씨가 크게 나온 넥타이는 실제 사용하

시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스카프도 밋밋하고 예쁘지 않아 수정이 필요

한 상황이었다. 작은 로고를 이용하여 반복되

는 패턴을 만들되,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너 업체에서 제안 받은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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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적나라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심

하였다.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하였고, 학회 로고 네 

개를 합쳐 꽃 모양을 만들

고 이를 작게 촘촘하게 배

치함으로써 무늬를 고안하

게 되었다. 학회의 상징색

인 남색을 바탕으로 하여 

무늬를 배치하고, KSTR 

글자를 각각 나누어 따로

따로 배치함으로써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학회의 느낌을 살리는 모양이라 생각되어 많은 회원

들의 동의를 받았다.

통일성을 위해 스카프도 동일한 디자인으로 만들어보았고, 다양한 색감을 이용한 두번째 디자

인도 만들어 보았다. 디자인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찾는 재미가 있는데, 이는 아래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당시 스카프 디자인

새로운 넥타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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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디자인에 삽입되었던 이미지와 각각의 의미

채택한 스카프 디자인

그러나 여전히 스카프에 대해 만족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 많은 고심을 

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회원 선생님들에게 잘 어울리고 정말 사용하고 싶은 디자인이 없을까 

하여 스카프를 많이 사용하시는 회원 선생님들의 조언을 들었고, 함께 유명 스카프 매장도 방문

하고 여러가지 디자인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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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 디자인에 숨겨진 의미들

스카프의 테두리는 폐(lung)모양과 로고를 이용하여 꾸몄고, 작게 반복되게 하여 귀여운 느낌

을 만들었다. 30주년을 기념하는 30TH가 회전목마의 지붕에 쓰였고, 로고가 가운데 들어간 바

퀴 모양을 배치하고 네 마리의 회전목마 말들이 뛰노는 형상으로 꾸며보았다. 대한흉부영상의학

회의 색깔인 남색 바탕의 스카프와 검은색 계열의 옷에 어울리는 회색 바탕의 스카프도 제작되었

다. 하지만 디자인한 그림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파워포인

트에서 만들어 붙여 넣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프린트에 사용할 수가 없었다. 현재 디자인을 업체

에게 주어 가능여부를 타진하는 중으로, 이러한 디자인들이 실제 어떤 선물로 탄생하게 될지 걱

정 반 기대 반 이다. 



제 4 부  학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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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계학술대회

●제 9차 춘계학술대회  2009년 4월 25일 전북대학교

Symposium: Thoracic interventions	 Moderator: 경북의대 강덕식, 동아의대 이기남

Percutaneous	biopsy	of	thoracic	lesions	 부산의대	정연주

US	guided	thoracic	interventions	 고려의대	용환석

Radiologic	treatment	of	hemoptysis	 전북의대	한영민

Radiologic	treatment	of	lung	cancer	 전북의대	진공용

Case presentation Moderator: 한양의대 박충기, 경희의대 성동욱

고려의대,	동아의대,	서울의대,	성균관의대,	울산의대,	충남의대,	전남의대

Panel discussion Moderator: 전북의대 진공용

증례제공:	전북의대	진공용,	원광의대	박성훈,	전주예수병원	이미숙	

Panelists	청팀:		가톨릭의대	정정임,	서울의대	이경원,	을지의대	우정주,	영남의대	이재교,		

	울산의대	채은진	

Panelists	백팀:		성균관의대	김태성,	순천향의대	황정화,	중앙의대	서재승,	서울의대	이인선,		

	경희의대	이영경

국내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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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차 춘계학술대회  2010년 4월 24일 충남대학교

New	advances	of	stereotactic	approach	in	lung	cancer	 충남의대	조문준

Radiation	induced	lung	injury	after	robotic	stereotactic		

radiosurgery	for	lung	cancer	 건양의대	조영준

Clinical	viewpoints	of	viral	respiratory	disease	 충남의대	김연숙

Case discussion 

고려의대	김윤경,	연세의대	홍유진,	울산의대	권운정,	전남의대	선현주,	가톨릭의대	정정임,	

인하의대	이주원,	울산의대	황혜전	

Panel discussion 

A	team:		전남의대	김윤현,	고려의대	김윤경,	서울의대	이창현,	경상의대	전경녀,		

	중앙의대	정세민	

B	team:		동국의대	김정숙,	가천의대	성연미,	이화의대	심성신,	부산의대	정연주,		

	연세의대	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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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차 춘계학술대회  2011년 4월 23일 가천대학교

증례 발표 좌장: 인하의대 이경희

연세의대	이지원,	가톨릭의대	임채헌,	서울의대	이녕근,	전남의대	최유리,	연세원주의대	한석,	

성균관의대	강희,	울산의대	오상영

심포지엄: 저선량 CT를 이용한 폐암의 조기검진 좌장: 성균관의대 이경수/ 고려의대 강은영

Lung	cancer	screening	with	low-dose	CT:	review	and	update	 국립암센터	김혜영

Technical	consideration	of	screening	CT:	Radiation	dose,		

CT	protocol,	Interpretation,	SPN	strategy	 서울의대	박창민

Lung	cancer	screening:	Statistical	consideration	 국립암센터	전재관

국가	암건진	사업의	소개	및	폐암조기검진	CT	도입	시	고려사항	 	

	 국립암센터	최귀선

Lung	cancer	screening:	clinician’s	perspective	 원자력병원	박종호

필름판독회 

A	team:	송재우(팀장)(울산의대),	함수연(고려의대),	이진아(성균관의대),	김태정(서울의대)	

B	team:	최요원(팀장)(한양의대),	한대희(가톨릭의대),	선주성(아주의대),	곽현주(성균관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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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대한흉부영상의학회 및 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 공동학술대회

●제 12차 춘계학술대회  2012년 4월 28일 제주도 해비치 리조트

Lung imaging 좌장: 동아의대 이기남, 관동의대 박찬섭

Case presentation 

전남의대	이다운,	서울의대	위재연,	고려의대	함수연,	성균관의대	임현주,	인하의대	이경희,	

연세의대	황성호

지정토론:		한림의대	이일성,	영남의대	이재교,	전남의대	김윤현,	순천향의대	박재성,		

	성균관의대	김태성,	가톨릭의대	안명임

Lung	Cancer	Low	dose	CT	Screening	권고안(정책과제	토론)	 충남의대	김진환	

패널:	고려의대	강은영,	경희의대	성동욱,	서울의대	이경원,	가톨릭의대	한대희

Plenary Session 좌장: 한양의대 박충기, 인제의대 허감 

폐의	선암으로	나타나는	간유리음영결절의	임상적	의의	 구진모(서울의대)

CMR	plaque	imaging	 임태환(울산의대)

Luncheon symposium 좌장: 연세의대 최병욱

4-Dimensional	imaging	of	chest	and	airway:	an	innovation	of	modern	CT	technology	 	

Kenneth	Kwok-Pan	LAU		

(Head	of	CT	and	Head	of	Thoracic	Imaging,	Monash	Medical	Centre,	Australia)

Thoracic vascular imaging symposium 좌장: 부산의대 김건일, 연세의대 김태훈

Pulmonary	thromboembolism	 선주성(아주의대)

Pulmonary	vasculitis	 정선영(제주의대)

Acute	aortic	syndrome	 이헌(순천향의대)

Aortic	aneurysm	and	other	diseases	 진광남(보라매병원)

Panel discussion 

순천향의대	백상현,	원광의대	박성훈,	서울의대	이활,	울산의대	강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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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ac Imaging 좌장: 경북의대 이종민, 부천세종병원 김양민

Cardiac	CTA	(정책과제	토론)	 추기석(부산의대)	

패널:		서울의대	최상일,	고려의대	용환석,	우리영상진단센타	최영희,	건국의대	고성민,		

	가톨릭의대	정정임

Case presentation 

서울의대	김여군,	서울의대	유진영,	부산의대	이지원,	고려의대	두경원,	연세의대	안희연,	

울산의대	김은영

지정토론자:		가톨릭의대	이배영,	가천의대	성연미,	서울의대	박은아,	계명의대	노병학,		

	전남의대	선현주,	서울의대	전은주

Dinner symposium 좌장: 고려의대 강은영

Coronary	CT	angiography	using	high	iodine	concentration	contrast	material	 	

	 가천의대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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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차 춘계학술대회  2014년 4월 19일 영남대학교

특강 좌장: 강은영(고려의대)

COPD:	From	Nihilism	to	Promise	 영남의대	이관호

증례 발표 좌장: 이재교(영남의대)

지정토론자:	최소영(을지의대),	오상영(울산의대),	위재연(보라매병원)

증례 

고려의대	황성호,	서울의대	이경희,	서울의대	윤순호,	가톨릭의대	한대희,	울산의대	신소연,	

성균관의대	윤현정,	연세의대	임동진,	전북의대	진공용

심포지엄: 진폐증 좌장: 박찬섭(관동의대)/김진환(충남의대) 

진폐증의	영상	소견	 가톨릭의대	정정임

진폐증의	병리	소견	 계명의대	권건영

진폐증	판정	시스템	 순천향의대	박재성

필름 판독회 좌장: 이경수(성균관의대)

Team	A:		김미영(팀장,	울산의대),	박창민(서울의대),	허진(연세의대),	노병학(계명의대)

Team	B:		이기열(팀장,	고려의대),	진공용(전북의대),	도경현(울산의대),		

	진광남(보라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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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차 춘계학술대회  2015년 4월 25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특강  좌장: 최요원(한양의대)

Recent	advances	in	the	treatment	of	non-small	cell	lung	cancer(NSCLC)	 	

	 연세원주의대	용석중

증례 발표 좌장: 송재우(울산의대)

지정토론자:	김윤경(가천의대),	오상영(울산의대),	윤순호(서울의대),

증례:		김수현(전남의대),	백경민(가톨릭의대),	이재욱(울산의대),	유노을(서울의대),		

	문성민(전남의대),	김은영(성균관의대)

심포지엄: 석면 질환  좌장: 한헌(강원의대)/박경주(아주의대)

석면관련질환의	개요	및	석면폐증	 동국의대	김정숙

석면관련	양성흉막질환의	영상소견	 이화의대	김유경

Diagnostic	guidelines	of	malignant	mesothelioma	in	Korea	 연세원주의대	정순희

필름 판독회  좌장: 류대식 (강릉아산병원), 권우철 (연세원주의대)

Team	A:	용환석(고려의대),	선현주(전남의대),	이상민(울산의대)

Team	B:	백상현(순천향의대),	강희(고신의대),	황성호(고려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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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차 춘계학술대회  2016년 4월 30일 원광대학교

특강 좌장: 김윤현(전남의대)

Response	evaluation	of	chemotherapy	for	lung	cancer	 김학렬(원광의대)

Convergence	of	radiology	and	engineering	 서준범(울산의대)

증례 발표 좌장: 구진모(서울의대)

증례

심포지엄: Catch me if you can: Lung biopsy and localization 사회: 김태정(성균관의대)

Lung	biopsy	 박창민(서울의대)

Localization	 허진(연세의대)		

Lung	biopsy	and	localization:	Survey	from	the	KSTR	members	 한대희(가톨릭의대)

필름 판독회 좌장: 진공용 (전북의대)

Team	A:	권우철(연세원주의대),	정세민(중앙의대),	오상영(울산의대)

Team	B:	이배영(가톨릭의대),	이창현(서울의대),	김정임(경희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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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차 국제 폐 기능 영상 워크샵(IWPFI) 및   

제 16차 춘계학술대회 2017년 3월 24-26일 서울아산병원

KSTR-JSTR Joint Session 

TBD	 Jung-Gi	Im

Pulmonary	Nodule	Detection:	Computed-aided	Diagnosis	 Yukihiro	Nagatani

Pulmonary	Nodule	Management:	Lung-RADS	 Soon	Ho	Yoon

Chronic	Fibrosing	Interstitial	Pneumonia	 Junya	Tominaga

Acute/Subacute	Interstitial	Pneumonia	 Sung	Ho	Hwang

Tuberculosis	and	Nontuberculous	Mycobacterial	Infection		

Nosocomial	 Sang	Young	Oh

Pneumonia	 Fumito	Okada

KSTR Refresh Course 

Methodological	Fundamentals	for	Designing	Imaging	Biomarker	Study	 Seong	Ho	Park

Clinical	Prediction	Model:	Statistical	Framework	for		

Prediction	Medicine	 Kyunghwa	Han

How	to	Write	a	Medical	Scientific	Paper:	an	Overview	 Kyung	Soo	Lee

Scientific	Presentations:	Strategies	for	an	Effective	Presentation	 Tallissa	A.	Al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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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제 17차 춘계학술대회   

                2018년 4월 7일 제주중문롯데호텔

Lectures to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Part I 좌장: 송재우(울산의대)

Recent	updates	on	Pulmonary	tuberculosis	 정연주(부산의대)

Nontuberculous	mycobacterial	(NTM)	pulmonary	disease	 이경수(성균관의대)

New	Therapies	for	Lung	Cancer:	Target	Therapy,	Immunotherapy		

and	Radiotherapy	 박철환(연세의대)

Image interpretation 좌장: 권우철(연세원주의대), 황혜전(울산의대)

팀	소개

팀	강은영(고려의대):	김미영(울산의대),	우정주(을지의대),	황정화(순천향의대)

팀	최요원(한양의대):	이경원(서울의대),	심성신(이화의대),	허진(연세의대)

팀	박재성(순천향의대):	김태정(성균관의대),	윤순호(서울의대),	임소연(울산의대)

Lectures to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Part II 좌장: 강은영(고려의대)

정책과제와	연구회	정립으로	돌아본	대한흉부영상의학회의	지난	10년	 구진모(서울의대)

흉부영상기술의	변천:	연구자의	관점에서	 서준범(울산의대)

대한흉부영상의학회	국제협력	및	활약	 이창현(서울의대)

KSTR	내일을	묻는다	 김윤현(전남의대)

대한흉부영상의학회 비전 선포식 좌장: 최요원(한양의대)

흉영	30주년사	편찬에	즈음하여	 이기남(동아의대)

미션	/	비전이란?	 김건일(부산의대)

비전선포식	 송재우(울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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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례 집담회

2017년

•1월 집담회  

일시:	2017년	1월	19일	 	

좌장:	정명진	선생님

10분	강의:	강연자	권우철(연세원주의대)

강연	제목:	Creation	of	Radiology	Reports

패널:	이기열,	신소연,	오상영

•4월 집담회 : 2017년	삼남흉영회	및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월례집담회	프로그램	

일시:	2017년	4월	14일	(금),	15:00-18:30

장소:	건양대학교병원	암센터	5층	대강당

사회:	삼남흉영회	총무

1부 특강 I 	 좌장:	이기남(동아의대)	/	송재우(울산의대)

Surgical	management	of	small	lung	nodule	(GGO	and	multiple	GGO’s)		

	 강민웅(충남의대)	

패널	토의:	전경녀(경상의대),	박성훈(원광의대),	백상현(순천향의대),	권우철(연세의대)

2부 특강 II	 좌장:	김윤현(전남의대)	/	김건일(부산의대)

Overview	of	pulmonary	sub-solid	nodules	and	their	management	guidelines		

	 박창민(서울의대)	

패널	토의:	조영준(건양의대),	정연주(부산의대),	용환석(고려의대),	신경민(경북의대)	

3부 증례 토의 	 좌장:	김진환	교수(충남의대)	/	진공용	교수(전북의대)

건양의대,	경북의대,	경상의대,	고신의대,	동아의대,	부산의대,	울산의대,	인제의대,	전남의대,	

전북의대,	원광의대,	을지의대,	조선의대,	충남의대

패널리스트:		김태정(성균관의대),	김성수(충남의대),	권운정(울산의대),	구관민(포항성모),		

	강은주(동아의대),	박미정(경상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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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집담회 : 흉영/심영 합동 월례집담회 

일시:	5월	18일(목),	오후	6시

장소: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5층	B강당

주제:	Thoracic	emergency

강의:		1.	Cardiothoracic	emergency	한대희(가톨릭의대)		

	2.	Cardiovascular	emergency	박은아(서울의대)

•8월 집담회  

일시:	8월	17일	(목)	6시	

장소: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5층	B강당	

10분	강의:	강연자	박창민(서울의대)

강연	제목: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Deep	Learning-Based	Automatic	Detection		

	Algorithm	for	Malignant	Pulmonary	Nodules	on	Chest	Radiographs

좌장:	김태정(성균관의대)

패널:	심성신(이화의대),	황성호(고려의대),	윤순호(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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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집담회 

일시:	2018년	1월	18일(목),	오후	6시

장소: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2층	리셉션홀

좌장:	선주성(아주의대)

10분	강의:	송병규	대표(성문각)	“대한흉부영상의학회	30년사	발간과정”

패널:	우정주(을지의대),	황성호(고려의대)

•3월 집담회 

송재우	회장님	인사말씀

10분	강의:	[임상진료지침:	KSTR의	업적과	과제]	-	용환석(고려의대)

좌장:	이기열	

패널:	이상민(B)(울산의대)	신소연(경희의대)

증례:	4개	병원(서울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	안암,	고려의대	안산)

신입회원	소개	

•5월 집담회 

일시:	2018년	5월	17일(목),	오후	6시

장소: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삼성암연구동)	2층	리셉션홀	

좌장:	권우철(연세원주의대)

10분	강의:	구진모(서울의대)	--	Recent	trend	in	IPF

패널:	함수연(성균관의대),	박소현(강원의대)

•8월 집담회 

좌장:	심성신(이화의대)

10분	강의:	김미영(울산의대)	-	NSCLC	with	Resistance	to	EGFR-TKI	Therapy:	CT	

Characteristics	of	T790M	Mutation	positive	Cancer

패널:	정세민(성균관의대),	이경희(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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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CR

●2009

Thoracic Applications of Advanced Technology (I) 

Tomosynthesis	 Myung	Jin	Chung

Dual	energy	radiography	 Yun	Hyeon	Kim

Dual	energy	CT	 Hyun	Ju	Lee

Thoracic Applications of Advanced Technology (II) 

Magnetic	resonance	 Hiroto	Hatabu

Thoracic	PET/CT	 Kyung	Soo	Lee

CAD	 Jin	Mo	Goo

Radiology in Lung Cancer: Update 

Radiological	screening	for	lung	cancer	 Hyae	Young	Kim

Radiologic	diagnosis	of	lung	cancer	 Daehee	Han

New	TNM	staging	and	radiologic	staging	of	lung	cancer	 Jung	Hwa	Hwang

Tumor	response	and	radiologic	follow-up	of	lung	cancer	 Kun	Young	Lim

High-Resolution CT of the Lungs: Update 

Idiopathic	interstitial	pneumonias	 David	Lynch

Bronchiolitis	 Eun	Young	Kang

Smoking	related	diseases	 Kun	Il	Kim

Pulmonary Functional and Quantitative Imaging 

Pulmonary	functional	imaging:	present	and	future	 Hiroto	Hatabu

Pulmonary	functional	imaging:	CT	 Joon	Beom	Seo

Pulmonary	quantitative	imaging:	DILD	and	COPD	 David	Ly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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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Lung Nodule and Lung Cancer: Update 

Update	on	Lung	Cancer	Screening	 Eun	Jin	Chae

Computer-aided	Detection	and	Volumetric	Analysis	of	Lung	Nodules	 Jin	Mo	Goo

Subsolid	Nodules	of	the	Lung:	Interim	Guideline	 Jung	Gi	Im

Radiologic	Staging	of	Lung	Cancer	with	Correlation	of	Whole	Body		

MR,	MR-PET,	and	PET-CT	 Chin	A	Yi

Pulmonary Infections Convention Center 3F, Emerald Room 1

Nontuberculous	Mycobacterial	Infection	 Kyung	One	Lee

Fungal	Pneumonia	 Eun-Young	Kang

Infections	in	Immunocompromised	Patients	 Yo	Won	Choi

Emerging	Pneumonia	in	21st	Century	 Byoung	Wook	Choi

Chest Radiographs: Back to the Basics 

How	to	taste	CXRs?	Pearls	for	Radiology	Residents	 Masashi	Takahashi

Mediastinal	Lines	and	Interfaces	 Yookyung	Kim

Interpretation	of	Lateral	Radiographs	 Dong	Wook	Sung

Pitfalls	in	the	Interpretation	of	Chest	Radiographs	 Kyung	Soo	Lee

HRCT of Diffuse Interstitial Lung Disease 

MDCT	for	DILD:	Optimizing	Imaging	Algorithms	 Yun-Hyeon	Kim

Anatomy	of	the	Peripheral	Lung	and	Essential	HRCT	Findings	of		

ILD:	Core	Knowledge	for	the	Interpretation	 Masashi	Takahashi

Usual	Interstitial	Pneumonia	and	Nonspecific	Interstitial	Pneumonia	 Mi	Young	Kim

Interstitial	Lung	Diseases	Characterizing	by	Cysts	 Sang	Hyun	Pa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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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Lung Disease 

Silicosis	and	Coal	Worker’s	Pneumoconiosis	 Katsuya	Kato

Asbestos	Related	Pulmonary	and	Pleural	Disease	 Katsuya	Kato

Hard	Metal	Pneumoconiosis	and	Other	Uncommon	types	of		

Pneumoconiosis	 Yeon	Joo	Jeong

●2011

Thoracic Intervention 

Transthoracic	biopsy	and	localization	of	lung	nodule/mass		 Changmin	Park

Image-guided	Intervention	of	the	thorax		 Daehee	Han

Tumor	Ablation	regarding	on	Cryoablation	for	Lung	Cancer		

Treatments		 Soo-Youn	Ham	

Application	of	Thoracic	Ultrasound		 Sanghyun	Park

ER/ICU thoracic radiology 

Chest	radiographs	of	ICU/ER	patients	(Adult)		 Sanjay	Jain	

CT	Assessment	of	pulmonary	thromboembolism	 Jin	Hur

Assessment	of	chest	trauma	 Choongwook	Lee	

Quantitative lung imaging 

Quantitative	assessment	of	tumor	treatment	response:		

RECIST	and	beyond		 Ho	Yun	Lee

Quantitative	lung	imaging:	Perfusion	and	diffusion	MRI		 Chin	A	Yi

Quantitative	assessment	of	DILD/COPD		 Joon	Beom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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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thoracic malignancy: Focused on staging 

Lung	Cancer	Staging:	Current	Status		 David	S.	Gierada

식도암의	병기결정		 Taejung	Kim

Thymic	tumor:	Staging	and	classification		 Yo	Won	Choi	

Imaging	and	staging	of	malignant	pleural	mesothelioma		 Myeong	Im	Ahn	

Lung cancer screening 

Results	of	the	national	lung	screening	Trial		 David	S.	Gierada

Technical	aspect	of	low	dose	CT		 Hyunju	Lee

Evaluation	strategy	of	solitary	pulmonary	nodule	detected	on		

screening	CT		 Yeon	Joo	Jeong

●2012

Imaging of pulmonary infection 

Pulmonary	tuberculosis	and	nontuberculous	mycobacterial	(NTM)		

pulmonary	disease	 Kyung	Soo	Lee

Fungal	pneumonia	 Eun-Young	Kang

Radiologic	findings	of	pulmonary	viral	infections	 Myeong	Im	Ahn

Parasitic	infection	 Gong	Yong	Jin

Computer assisted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of thoracic disease  

Lung	nodule	and	lung	cancer	 Tae	Jung	Kim

Quantitative	CT	imaging	in	COPD	and	ILD	 Song	Soo	Kim

Pulmonary	thromboembolism	 Jin	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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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technologies in thoracic imaging   

Dual	energy	CT	 Yun-Hyeon	Kim

Radiation	dose	reduction	in	CT	 Jin	Mo	Goo

Pulmonary	nodules:	how	to	improve	the	diagnostic	accuracy	of		

PET-CT	by	combining	diagnostic	CT	 Ning	Wu

Diffusion	MR	imaging	for	the	lung	cancer	and	mediastinal	mass	 Ho	Yun	Lee	

Imaging of lung cancer 

Lung	cancer:	hiding	in	plain	site	 Eric	J.	Stern

Management	of	incidentally	found	lung	nodules	 Hyun-Ju	Lee

New	TNM	staging	system	of	lung	cancer	 Yo	Won	Choi

Imaging	issues	on	lung	cancer	treatment	 Kyung-Hyun	Do

Imaging of diffuse lung disease 

HRCT:	pattern	approach	 Ki	Nam	Lee

Usual	interstitial	pneumonia	and	nonspecific	interstitial	pneumonia	 Jung	Hwa	Hwang

IIP	other	than	UIP	 Eric	J.	Stern

●2013

Chest radiograph interpretation & techniques 

Chest	radiographs:	reading	like	a	professor	 Jae	kyo	Lee

Radiographic	signs,	lines	and	interfaces	 Youkyung	Lee

Chest	radiology	in	ICU	 Myeong	Im	Ahn

What's	new	in	digital	radiographs	 Yun-Hye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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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ural and mediastinal diseases 

Pleural	diseases:	imaging	diagnosis	 Sang	Hyun	Paik

Esophageal	cancer:	staging	and	monitoring	after	treatment	 Tae	Jung	Kim

Mediastinal	diseases:	all	you	need	to	know	 Hye-Jeong	Lee

Lung cancer: issues on screening, molecular diagnosis and treatment response 

Lung	cancer	pathology	 Yasushi	Yatabe

Management	of	lung	nodule	 Kyung	Nyeo	Jeon

Molecular	approach	in	lung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Yasushi	Yatabe

Evaluation	of	treatment	response	in	lung	cancer	 Hyun-Ju	Lee

What’s	new	in	lung	cancer	screening?	360°	analysis	 Christian	J.	Herold

Quantitative	imaging	biomarkers	in	lung	cancer	 Chang	Min	Park

COPD and airway diseases 

Large	airway	diseases:	comprehensive	review	 Yookyung	Kim

Small	airway	diseases:	comprehensive	review	 Eun	Jin	Chae

COPD:	clinical	and	radiological	prospects	 Eun	Jin	Chae

COPD:	how	to	quantify?	 Kiyeol	Lee

●2014

Pulmonary infections 

Tuberculosis	and	NTM	infection	 Gong	Yong	Jin

Pneumonia	in	immunocompetent	patients	 Changhyun	Lee

Pneumonia	in	immunocompromized	patients	 Youky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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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g cancer and thoracic malignancy 

Lung	cancer	staging	 Kyung	Won	Lee

Lung	cancer	screening:	update	 Hyae	Young	Kim

Unusual	lung	tumors	 Yeon	Joo	Jeong

Pulmonary	metastases,	what	should	we	remember	 Soo-Youn	Ham

Emergency and acute chest disease 

Pulmonary	embolism	 Jung	Im	Jung

Imaging	of	hemoptysis	 Myeong	Im	Ahn

Imaging	of	thoracic	trauma	 Joo	Sung	Sun

Intensive	care	imaging	 Dae	Hee	Han

Diffuse lung disease  

Pattern	approach	in	diffuse	interstitial	lung	disease	 Kyung	Soo	Lee

Update	of	the	idiopathic	interstitial	pneumonias	 Carmelo	Privitera

Cardiothoracic	manifestions	of	collagen	vascular	diseases/Imaging		

in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lung	disease	 Eun	Jin	Chae

Various	faces	of	sarcoidosis	 Cornelia	Schaefer-Prokop

Quantitative lung imaging: are we ready? 

CAD	for	qua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in	thoracic	imaging	

	 Cornelia	Schaefer-Prokop

Lung	nodule	detection	and	volumetry	 Jin	Mo	Goo

Visual	and	quantitative	analyses	of	COPD	 Song	Soo	Kim

Dual	energy	CT:	feasible	tool	for	quantification?	 Sang	M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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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Chest radiograph: interpretation and techniques 

Chest	radiograph	interpretation:	back	to	the	basics	 Yeon	Joo	Jeong

Radiographic	signs	and	localization:	signs,	lines,	and	interface	 Kyung	Nyeo	Jeon

Pitfalls	in	CXR	interpretation	 Kyung	Min	Shin

Updates	on	digital	radiography	 Myung	Jin	Chung

Intersociety Joint Symposium (KSTR & STR)  

Part I: Lung cancer screening in the US and Korea  

Welcome	address	by	the	KSR	president	 Seung	Hyup	Kim

What	we	have	learned	from	the	national	lung	screening	trial	 Chi	Wan	Koo

Screening	in	the	US	after	the	NLST	 Myrna	Godoy

Current	status	and	future	plan	for	lung	cancer	screening	in	Korea	 Hyae	Young	Kim

Intersociety Joint Symposium (KSTR & STR)  

Part II: Updates in lung cancer screening for thoracic radiologists

Lung	cancer	screening:	guidelines	and	lung-RADS	 Hyun-Ju	Lee

Role	of	CAD:	detection	and	measurement	 Jin	Mo	Goo

Radiogenomics	in	screening-detected	lung	cancer:	radiologic-	

pathologic	correlation	of	lung	adenocarcinoma	 Kyung	Hee	Lee

Imaging of rare thoracic diseases 

Pulmonary	Langerhans	cell	and	non-Langerhans	cell	histiocytoses	 Philippe	A.	Grenier

Thoracic	manifestations	of	systemic	disease	 Sung	Shine	Shim

Pulmonary	vasculitis	 Yoon	Kyung	Kim

Incidental	cardiac	findings	on	routine	chest	CT	 Eun	Ju	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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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e interstitial lung disease 

HRCT	pattern	approach	 Ki-Nam	Lee

New	ATS-ERS	consensus	classification	of	IIPs:	UIPs	and	NSIPs	 Kyung	Soo	Lee

IIP	other	than	UIP/NSIP	 Jai	Soung	Park

Smoking-related	lung	disease	 Philippe	A.	Grenier

Recent updates on lung cancer diagnosis 

Thoracic	applications	of	MRI	in	oncologic	imaging	 Julien	Dinkel

PET/CT	application	in	lung	cancer	 Tae	Jung	Kim

CT-guided	lung	biopsy	and	nodule	localization	 Yeun-Chung	Chang

Quantitative lung imaging 

Quantitative	imaging	biomarkers	in	lung	cancer	 Chang	Min	Park

Quantitative	imaging	biomarkers	in	COPD/asthma	 Sang	Min	Lee

Quantitative	imaging	biomarkers	of	thoracic	disease:		

physicist	perspective	 Helen	Hong

●2016

Contemporary imaging of pulmonary infection 

Pulmonary	tuberculosis	and	nontuberculous	mycobaterial	disease:		

clinician's	perspective	 Won-Jung	Koh

Pulmonary	tuberculosis	and	nontuberculous	mycobaterial		

pulmonary	disease:	radiologist's	perspective	 Kyung	Soo	Lee

Fungal	infection	 Semin	Chong

Viral	pneumonia	 Ji	Yung	C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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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acic intervention: A to Z 

Thermal	ablation	of	lung	tumors:	indication	and	techniques	 Philipp	Wiggermann

Thermal	ablation	of	lung	tumors:	outcome,	complicttaions	and		

imaging	after	treatment	 Philipp	Wiggermann

Thoracic	intervention	other	than	ablation	 Dae	Hee	Han

Imaging diagnosis of the thorax: outside the lungs 

Mediastinal	neoplastic	diseases	 Gong	Yong	Jin

Mediastinal	non-neoplastic	diseases	 Mi	Young	Kim

Pleural	anatomy	and	pleural	tumors	 Changhyun	Lee

Airway diseases and eosinophilic lung diseases 

Large	airway	disease	 Joo	Sung	Sun

Small	airway	disease	 Sang	Min	Lee

Eosinophilic	lung	disease	 Hyun	Ju	Seon

Updates on lung cancer imaging 

Radiogenomics	of	lung	cancer	 Ann	Leung

Issues	in	lung	cancer:	subsolid	nodules,	multiple	nodules,		

and	classification	 Jin	Mo	Goo

Comprehensive	CT	Radiomics	Analysis	of	Lung	Adenocarcinoma		

for	Prognostication	 Geewon	Lee

Updates on lung cancer imaging 

Lung	cancer	screening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status	 Ann	Leung

Imaging	strategy	to	optimize	the	trajectory	for	prognostication	of		

lung	cancer	based	on	the	new	staging	system	 Ho	Y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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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lung	adenocarcinomas	appearing	as	subsolid	nodules:		

Is	systematic	nodal	dissection	always	essential?	 Sunkyung	Jeon

●2017

Comprehensive review of lung cancer staging 

Welcome	TNM	-	8th	edition		 Chang	Min	Park

N	stage:	definitions	and	borders		 Yeon	Joo	Jeong

Puzzling	questions	about	TNM	staging		 Hyae	Young	Kim

Read	with	the	expert		 Tae	Jung	Kim

Comprehensive review of IIP 

Overview	of	current	IIP	classification		 Jung	Hwa	Hwang

Chronic	fibrosing	IIPs		 Semin	Chong

The	range	of	cigarette	smoke	related	lung	injury:	rad-path	correlation		 Jeffrey	Galvin

The	many	facets	of	organizing	pneumonia:	a	rad-path	guide	to		

understanding	and	diagnosis		 Jeffrey	Galvin

Rare	IIP	and	CPFE		 Gong	Yong	Jin

Read	with	the	expert		 Kyung	Soo	Lee

MRI of the lung: state of the art 

Lung	MR	imaging:	curr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Ho	Yun	Lee

MR	in	mediastinal	tumor		 Soon	Ho	Yoon

MR	in	lung	cancer		 Woocheol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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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issues on chest CT 

Lung	CT	screening	reporting	and	data	system	(Lung-RADS™):		

user	manual		 Dae	Hee	Han

How	to	deal	with	thoracic	emergencies		 Choong	Wook	Lee

How	to	deal	with	hemoptysis:	MDCT	angiography	findings	and		

endovascular	management	of	hemoptysis	in	patients	with		

lung	cancer		 Antoine	Khalil

How	to	deal	with	mediastinal	tumor	:	differential	diagnosis	of		

mediastinal	tumors	based	on	a	new	mediastinal	compartment		

classification	on	CT		 Noriyuki	Tomiyama

Pulmonary functional imaging 

Chest	CT	imaging	biomarkers	focusing	on	CT	volumetry		 Noriyuki	Tomiyama

Practical	issues	in	quantitative	CT	imaging		 Hyun	Ju	Lim

Functional	lung	imaging	with	dual	energy	CT	and	quantification		 Hye	Jeon	Hwang

Updates on oncologic imaging 

Interpretation	of	ground	glass	nodules		 Jin	Mo	Goo

CT	radiomics		 Geewon	Lee

Lung	imaging	in	target	therapy		 Chul	Hwan	Park

●2018

저선량 CT를 이용한 폐암검진  

시범사업	진행사항과	국가암검진	준비상황		 Hyae	Young	Kim

CT촬영	원칙과	전산	시스템	소개		 Tae	Jung	Kim

폐암검진	저선량	CT	판독:	Lung-RADS		 Semin	Chong

폐결절	외	주요	CT소견		 Hyun-ju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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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한	증례	토의		 Joo	Sung	Sun

자주하는	질문과	토론		 Jin	Mo	Goo

Pulmonary embolism  

Acute	pulmonary	embolism		 Sung	Shine	Shim

Chronic	pulmonary	embolism,	pulmonary	hypertension		 Sang	Min	Lee

CT	angiography	for	pulmonary	embolism	during	pregnancy		

and	postpartum		 Marie-Pierre	Revel

DECT	for	pulmonary	thromboembolism:	Where	do	we	stand?		 Jin	Hur

Lung nodule  

Lung	RADS:	Pros	and	cons		 Kyongmin	Beck

How	to	manage	lung	nodules	in	screening	era		 Cherry	Kim

Lung	cancer	screening	in	Japan		 Tsuneo	Yamashiro

Quantitative	imaging	of	pulmonary	nodules:	Current	status		

and	future		 Masahiro	Yanagawa

Ultimate	pulmonary	CT	imaging:	Focusing	on	ultra-high		

resolution	CT		 Masahiro	Yanagawa

Intersociety Joint Symposium (KSTR & FSTI) Part I: Radiation dose 

Welcome	address	by	the	KSR	president		 Joo	Hyeong	Oh

Welcome	address	by	the	FSTI	president		 Antoine	Khalil

Can	ultralow	dose	CT	replace	chest	radiograph?		 Gael	Dournes

Dose	reduction	strategies	in	chest	CT		 Kyung-Hyun	Do

Cumulated	radiation	dose	in	chronic	airway	disease:	Report	from		

a	single	center	experience		 Gael	Dour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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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society Joint Symposium (KSTR & FSTI) Part II: Hemoptysis 

Systemic	arteries	embolization	in	patient	with	hemoptysis		 Antoine	Khalil

Pulmonary	artery	occlusion	in	patient	with	hemoptysis		 Antoine	Khalil

Guideline	for	hemoptysis	in	Korea		 Jin	Hwan	Kim

폐암검진 Hands-on  Eun Young Kim

Thoracic imaging in precision medicine  

Precision	lung	cancer	agent	update		 Byoung	Chul	Cho

Lung	cancer	with	oligometastasis		 Soo-Youn	Ham

Drug-related	thoracic	complications		 Mi	Young	Kim

Incidental	findings	in	oncologic	patients		 Marie-Pierre	Revel

COPD and asthma  

Imaging	in	COPD		 Tsuneo	Yamashiro

How	to	set	COPD	imaging	:	Issues	and	controversies		 Kyung	Nyeo	Jeon

Bench	to	bed:	How	to	use	COPD	imaging		 Gong	Yong	Jin

Application	of	CT	quantification	in	the	thorax		 Kiyeol	Lee

Focus on thoracic imaging in future medicine  

Artificial	intelligence		 Joon	Beom	Seo

Radiogenomics		 So	Hyeon	Bak

Multienergy	CT		 Myung	Jin	Chung

3D	printing		 Namku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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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acic imaging forum 

●2016 Thoracic imaging forum    

 2016년 6월 17일(금)-18일(토), 롯데 부여리조트

Day 1. 6월 17일(금) 

14:10-15:30    Lung cancer imaging: Staging and debate 좌장: 김혜영(국립암센터)

14:10-14:30			 TNM	staging	8th	edition:	What’s	new	 용환석(고려의대)

14:30-14:50			 TNM	staging	8th	edition:	Lymph	node	map	 심성신(이화의대)

14:50-15:20			 Debates	on	TNM	staging:	Agree	or	disagree?	 김혜영(국립암센터)

15:30-15:50			 Coffee	break

15:50-17:40    Lung cancer screening: updates and hands-on 좌장: 안명임(가톨릭의대)

15:50-16:10				 CT	protocols		 김태정(성균관의대)

16:10-16:30				Nodule	categorization:	Lung-RADS	 함수연(고려의대)

16:30-16:50				Nodule	management:	diagnostic	options	 이현주(울산의대)

16:50-17:30				Hands-on	interpretation			 						한대희	&	정세민(가톨릭의대/중앙의대)

17:30-17:40	 Q	&	A	 안명임(가톨릭의대)

17:50-18:20				 Toshiba			

	 New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in	chest	MR	 심학준(도시바코리아)

Day 2. 6월 18일(토)   

08:30-10:00   Update for chest radiologists in hectic daily practice   

  좌장: 김진환(충남의대)

08:30-09:00			Update	on	lung	cancer	pathology	 이경희B(서울의대)

09:00-09:30		 New	therapies	for	lung	cancer:	target	therapy,	

	 immunotherapy	and	radiotherapy		 박철환(연세의대)

09:30-10:00				Essentials	of	postoperative	imaging	of	the	thorax	 이상민B(울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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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oracic imaging forum    

 2017년 11월 10일(금)~11일(토), 롯데부여리조트 

Day 1. 11월 10일(금)  

Session 1. Future anthropologist    좌장 : 송재우(울산의대)

14:10-14:50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용환석(고려의대)

14:50-15:50		 A.I.	in	medical	imaging	 서준범(울산의대)

Session 2. Realist 좌장 : 이기남(동아의대)

16:10-16:50	 State	of	the	Art	:	Pulmonary	Imaging	at	Area-Detector	

	 CT	and	Vantage	Titan	3T	 Y.	Ohno	

16:50-17:50		 Practical	approach	for	daily	practice	in	thoracic	imaging

	 	 권우철(연세원주의대)	

Day 2. 11월 11일(토)  

Session 3. 흉부결핵과 흉부X선검사  좌장 : 강은영(고려의대)

09:00-09:40		흉부결핵의	흉부영상소견		 채은진(울산의대)

09:40-10:20			흉부결핵	아틀라스	증례	토의와	판독보고서		 황정화(순천향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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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CTIF (Cardiovascular Thoracic Imaging Forum) 

 2018년 6월 8일(금)~9일(토),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

Day 1. 6월 8일(금) 진행: 권우철(대한흉부영상의학회 학술이사)

Session 1. Overview of Aortic Disease For Interpretation of Aorta CT and MRI  

좌장: 정정임(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 회장)

14:00-14:40		 Disease	on	Body	CT	or	MRI:	Pitfalls	in	Interpretation		 이	활(서울의대)

14:40-15:20		 New	Trends	in	Surgical	Decision	Making	and		

	 Techniques	 	김준범(울산의대)

15:20-16:00		 Perspective	of	Interventional	Radiologist		 원종윤(연세의대)

Session 2.  Pulmonary Edema/Heart Failure: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with    

 X-ray and Contrast Enhanced CT 좌장: 송재우(대한흉부영상의학회 회장)

16:20-17:00		 Pulmonary	Edema:	How	it	interacts	with		

	 ICU	treatments?		 임채만(울산의대)

17:00-17:40		 Hemodynamic	Congestion,	Radiologic	Congestion	by		

	 X-ray	or	CT	and	Signs/Symptoms		 유병수(연세원주의대)

17:40-18:20		 Radiologic	Assessment	of	Pulmonary	Edema	and		

	 Heart	Failure:	Old	and	New		 정세민(성균관의대)

Day 2. 6월 9일(토)  진행: 양동현(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 학술이사)

Case Presentation  좌장: 김윤현(전남의대)

증례	 황의진(서울의대),	홍정희(서울의대),	유슬기(아주의대),	

	 김진영(계명의대),	김채리(고려의대),	박철환(연세의대)

[Special Lecture] 좌장: 이배영(성바오로병원)

10:40-11:20		 Usefulness	of	Wide-Detector	CT	in	Cardiovascular		

	 Disease		 김성목(성균관의대)

11:20	-	11-40		 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	강연		 동국생명과학



대한흉부영상의학회 30년

116

송년심포지엄

●2009년도 송년 Symposium  2009년 12월 19일 서울대학교병원 B강당

특강 

English	in	scientific	meeting	 경북의대	강덕식

New	ATS/ERS	IPF	guideline	 울산의대	김동순

Thoracic radiology: New trends and update 

Correlation	of	LA	voltage	maps	with	cardiovascular	MR	demonstrates	

evidence	of	pre-existent	scar	in	atrial	fibrillation	patients	 을지의대	우정주

Radiologic	evaluation	of	temporal	change	of	pulmonary	nodule	 서울의대	이경원

Postoperative	complications	of	lung	transplantation	 가천의대	성연미

Experience	in	National	Jewish	Health,	Denver,	CO;	On	Quantitative	

Imaging	Analysis	of	COPD/ILD	CT	 울산의대	서준범

2010년도 정책계획 

흉부	단순촬영	판독	건수	및	적정	판독	전문의	수	산출	 박충기/이현주

정기총회	및	저술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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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송년 Symposium  2010년 12월 18일 서울성모병원 

특별강의  

IT와	의료의	융합		 정지훈(관동의대)

의료방사선	환자선량	저감화	국내외	동향	 성동욱(경희의대)

Thoracic Radiology: New Trends and Update 

Strategies	for	optimal	assessment	of	oncologic	imaging	 이호연(성균관의대)

Computer-aided	diagnosis:	Application	in	pulmonary	nodule	evaluation	 	

	 김태정(서울의대)

CTPA의	PE	진단에	있어	BMI	차이에	따른	slice	thickness의	영향	 곽현주(성균관의대)	

Radiologist's	role	in	multidisciplinary	clinic	 도경현(울산의대)

2010년도 정책 보고 

흉부	단순촬영	판독	건수	및	적정	판독	전문의	수	산출		 박충기/이현주

2011년도	정책	계획

흉부영상의학	전공의	수련현황	및	적정	수련방법	제시		 이기남/황정화

정기총회	및	우수저술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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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송년 Symposium  2011년 12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B강당

특별강의 

의학,	세상을	만나다	 서울의대	임재준

Megatrend	in	Medicine:	Engineer’s	view	 울산의대	김남국

Throacic Radiology: New trend and update 

콜럼비아	대학에서의	1년	 서울의대	이현주

What	I	have	learned	in	Seattle?	 고려의대	이기열

Local	lung	complexity	affecting	pulmonary	nodule	detection:	

Quantitive	Analysis	&	Gaze	tracking	in	chest	radiology	 아주의대	선주성

2011년도 정책과제 보고 

흉부영상의학	전공의	수련	현황	및	적정	수련	방법	제시	 동아의대	이기남,	

	 	 순천향의대	황정화

2012년도	정책과제	계획:	흉부영상	적정	권고안	 가톨릭의대	정정임

2012년도	정책과제	계획:	폐암	screening	CT	권고안	 충남의대	김진환

정기총회	및	우수저술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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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송년 Symposium  2012년 12월 15일 서울대학교병원 B강당

심포지움: Lung Cancer Screening  

흉부영상의학회	폐암검진	권고안(2012	정책과제	보고)	 충남의대	김진환	

건강검진과	관련한	방사선	피폭	상식	 가톨릭의대	정승은	

국가암검진	사업과	폐암검진	 국립암센터	전재관

Thoracic Radiology: New Trends and Updates 

Prevalence	and	Progression	of	Interstitial	Lung	Abnormalities	on	

CT	in	a	National	Lung	Screening	Trial	(NLST)	Population	 전북의대	진공용

피츠버그	대학병원	연수기	 경상의대	전경녀

Quantitative	Imaging	in	Patients	with	Asthma	and	Experience	as	a	

Faculty	in	UIHC	 서울의대	이창현

2012년 정책과제 보고 

흉부영상적정권고안	 가톨릭의대	정정임

2012년	정책과제	계획:	흉부	CT	권고안	개정과	피폭선량	저감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울산의대	도경현

정기총회	및	우수저술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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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송년 Symposium  2013년 12월 21일 서울대학교병원 B 강당

심포지엄 I: Imaging Network 

KSR	Center	for	Clinical	Research	 서울의대	이경호	

Multicenter	Studies	by	Thyroid	Study	Group	 울산의대	백정환	

Panel	Discussions	 사회:	서울의대	구진모

Panelists:	진공용(전북의대),	박창민(서울의대),	채은진(울산의대)		

심포지엄 II: 흉영 집담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흉영설문조사	 고려의대	이기열	

Panel	Discussions	 사회:	순천향의대	백상현

Panelists:		이재교(영남의대),	정정임(가톨릭의대),	이상민(울산의대),		

	위재연(보라매병원)

2013년 정책과제 보고 

2013년	정책과제	보고:		흉부	CT	권고안	개정과	피폭선량	저감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울산의대	도경현

2014년	정책과제	중간보고:		폐암검진에서	발견된	폐결절의	진단	및	처치:		 	

	진료지침	개발	 서울의대	이현주

해외연수보고 

MGH를	다녀와서	 서울의대	전은주

정기총회	및	우수저술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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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송년 Symposium  2014년 12월 20일 서울대학교병원 B강당

심포지움: Lung Cancer Screening with Low-dose CT 

LDCT를	이용한	폐암검진	도입에	따른	정책적	고려사항	 국립암센터	전재관

LDCT를	이용한	폐암	선별검사	현황과	임상에서	고려할	점	 한림의대	장승훈

LDCT를	이용한	폐암	선별검사에서	영상의학적	고려사항	 서울의대	구진모

Panel	Discussions		 사회:	국립암센터	김혜영

Panelists:	강은영(고려의대),	최병욱(연세의대),	백상현(순천향의대)

2014년 정책과제 보고 

2014년	정책과제	보고:	폐암검진에서	발견된	폐결절의	진단	및	처치:	진료지침	 	

	 서울의대	이현주

폐결절	진단의	교육	자료	개발과	전파	방안	 서울의대	이상민

해외연수보고 

Duke	University	Medical	Center		 연세원주의대	권우철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이화의대	심성신

UCLA		 중앙의대	정세민

정기총회	및	우수저술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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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송년 Symposium  2015년 12월 19일 서울대학교병원 B강당

심포지움: 영상의학과 빅데이터의 만남 

빅데이터	와	의료영상		 원광의대	윤권하

Deep	learning:	IBM	Watson	 한국	IBM	배영우	상무

Deep	learning:	Application	in	Thoracic	Radiology	 Vuno	Med	이예하	대표

Special Lectures from KSTR Members 

Robot-guided	Biopsy	 울산의대	서준범

영상의학	검사에서의	판독용	모니터란?	중요성과	의의	 경희의대	성동욱

폐암영상연구회	연구과제	보고	 서울의대	구진모

2016년 흉영 정책과제 계획  

2016년	흉영	정책과제	계획:	흉부영상의학	용어사전	 고려의대	강은영

University	of	Edinburgh	 충남의대	김진환

Duke	University	Medical	Center	 서울의대	박창민

정기총회	및	우수저술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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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송년 Symposium   
2016년 12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5층 B강당

심포지엄 I: Recent advances in lung cancer in the era of precision medicine 

Navigation	bronchoscopy	and	radial	probe	EBUS	for	peripheral	

lung	lesions	 서울의대	박영식

Target	therapy,	immunotherapy	and	blood	based	markers	in		

advanced	lung	cancer	 성균관의대	이세훈

Thoracic	radiologist:	taking	a	place	in	the	precision	oncology	 성균관의대	이호연	

심포지엄 II: 영상의학과 3D 프린팅 

3D	프린팅:	Technical	Aspect	 울산의대	김국배

3D	프린팅:	Application	in	Clinics	 성균관의대	김상준

3D	프린팅:	Application	in	Radiology	 울산의대	김남국

흉영정책과제 및 KSTR weekly case 1000례 기념사업 보고 

2016년	과제	결과	보고:	흉부영상의학	용어사전	 고려의대	강은영	

2017년	과제	계획:	흉부X선	판독의	직능별	차별화된	교육을	위한	정책	개발	연구	 	

	 전북의대	진공용	

KSTR	weekly	case	1000례	기념사업	개괄	소개	및	진행	 부산의대	정연주

App	개발	경과보고,	소개	및	시연	 울산의대	오상영

정기총회	및	우수저술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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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송년 Symposium  2017년 12월 16일 건국대학교병원 지하3층 대강당

심포지움: 원격진료와 원격판독 

원격진료에	대하여(일본의	동향)	 헤셀의원	최형식	

원격판독의	국내현황	 성균관의대	어홍	

원격판독의	외국상황(미국,	유럽)		 보라매병원	우현식

Panel	Discussion	 경희의대	성동욱,	이화의대	심성신,	고려의대	이재욱	

흉영정책과제와 30주년 기념사업 예비보고 

2017년	과제	결과	보고:	흉부X선	판독의	직능별	차별화된	교육을	위한	정책	개발	연구		 	

	 전북의대	진공용	

2018년	과제	계획:	30주년	기념사업	예비보고	 	동아의대	이기남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학술상	발표와	시상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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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술상 수상자

년도 저술상 논문제목 저널명

2008 김태성	

(성균관의대)

Mycoplasma	pneumoniae	pneumonia:	CT	features	

in	16	patients

Eur	Radiol	

2008 오유환	

(고려의대)

Extra-adrenal	Paragangliomas	of	the	Body:	Imaging	

Features

AJR

2008 이진성	

(울산의대)

MR	imaging	of	in	vivo	recruitment	of	iron	oxide-

labeled	macrophages	in	experimentally	induced	

soft-tissue	infection	in	mice

Radiology

2008 이창현	

(서울의대)

CT	analysis	of	the	anterior	mediastinum	in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and	nonspecific	

interstitial	pneumonia

Korean	J	

Radiol	

2008 이호연	

(성균관의대)

The	Value	of	Computed	Tomography	for	Predicting	

Empyema-Associated	Malignancy

J	Comput	

Assist	

Tomogr	&	

Volume	30,	

Number	3

2008 정명진	

(성균관의대)

Drug-sensitive	tuberculosis,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and	nontuberculous	mycobacterial	

pulmonary	disease	in	nonAIDS	adults:	comparisons	

of	thin-section	CT	findings

Eur	Radiol

2008 정정임	

(가톨릭의대)

Benign	tumors	of	the	tracheobronchial	tree:	CT-

pathologic	correlation

Am	J	

Roentgenol

2008 채은진	

(울산의대)

Radiographic	and	CT	findings	of	thoracic	

complications	after	pneumonectomy

Radio-

graphics

2009 성연미	

(을지의대)

Nonpalpable	supraclavicular	lymph	nodes	in	lung	

cancer	patients:	preoperative	characterization	with	

18F-FDG	PET/CT

AJR



대한흉부영상의학회 30년

126

년도 저술상 논문제목 저널명

2009 신경민	

(경북의대)

Prognostic	determinants	among	clinical,	thin-section	

CT,	histopathologic	findings	for	fibrotic	idiopathic	

interstitial	pneumonia:	Tertiary	hospital	study

Radiology

2009 정선영	

(제주의대)

Efficacy	of	PET/CT	in	the	characterization	of	solid	

or	partly	solid	solitary	pulmonary	nodules

Lung	

Cancer

2009 진공용	

(전북의대)

Radiofrequency	Ablation	Using	a	Monopolar	Wet	

Electrode	for	the	Treatment	of	Inoperable	Non-

Small	Cell	Lung	Cancer:	a	Preliminary	Report

Korean	J	

Radiol	

2009 채은진	

(울산의대)

Xenon	ventilation	CT	with	a	dual-energy	technique	

of	dual-source	CT:	initial	experience

Radiology

2010 박창민	

(서울의대)

FN13762	Murine	Breast	Cancer:	Region-by-Region	

Correlation	of	First-Pass	Perfusion	CT	Indexes	with	

Histologic	Vascular	Parameters

Radiology

2010 이호연	

(성균관의대)

Mucinous	versus	nonmucinous	solitary	pulmonary	

nodular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CT	and	FDG	

PET	findings	and	pathologic	comparisons

Lung	

Cancer

2011 김태정	

(성균관의대)

Lung	Cancer	Detected	at	Cardiac	CT:	Prevalence,	

Clinicoradiologic	Features,	and	Importance	of	Full-

Field-of-View	Images

Radiology

2011 채은진	

(울산의대)

Collateral	Ventilation	in	a	Canine	Model	with	

Bronchial	Obstruction:	Assessment	with	Xenon-

enhanced	Dual-energy	CT

Radiology

2012 이충욱	

(울산의대)

Evaluation	of	computer-aided	detection	and	

dual	energy	software	in	detection	of	peripheral	

pulmonary	embolism	on	dual-energy	pulmonary	

CT	angiography

Eur	Radiol

2012 이호연	

(성균관의대)

New	CT	response	criteria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proposal	and	application	in	EGFR	tyrosine	

kinase	inhibitor	therapy

Lung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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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저술상 논문제목 저널명

2012 김종우	

(울산의대)

Radiological	and	Clinical	Features	of	Subcutaneous	

Panniculitis-Like	T-Cell	Lymphoma

J	Comput	

Assist	

Tomogr

2013 이상민	

(서울의대)

Accuracy	and	predictive	features	of	FDG-PET/CT	

and	CT	for	diagnosis	of	lymph	node	metastasis	

of	T1	non-small-cell	lung	cancer	manifesting	as	a	

subsolid	nodule

Eur	Radiol

2013 진공용	

(전북의대)

Effectiveness	of	rosiglitazone	on	bleomycin-

induced	lung	fibrosis:	Assessed	by	micro-computed	

tomography	and	pathologic	scores

Eur	J	Radiol	

2013 김현수	

(성균관의대)

Serial	CT	findings	of	Mycobacterium	massiliense	

pulmonary	disease	compared	with	Mycobacterium	

abscessus	disease	after	treatment	with	antibiotic	

therapy

Radiology

2014 이호연	

(성균관의대)

Histopathology	of	lung	adenocarcinoma	based	

on	new	IASLC/ATS/ERS	classification:	prognostic	

stratification	with	functional	and	metabolic	imaging	

biomarkers

JMRI

2014 추지영	

(고려의대)

Percutaneous	transthoracic	needle	biopsy	of	small	

(≤	1	cm)	lung	nodules	under	C-arm	cone-beam	CT	

virtual	navigation	guidance

Eur	Radiol	

2014 송용섭	

(서울의대)

Does	antiplatelet	therapy	increase	the	risk	of	

hemoptysis	during	percutaneous	transthoracic	

needle	biopsy	of	a	pulmonary	lesion?

AJR

2015 이경희	

(서울의대)

Correlation	between	the	Size	of	the	Solid	

Component	on	Thin-Section	CT	and	the	

Invasive	Component	on	Pathology	in	Small	Lung	

Adenocarcinomas	Manifesting	as	Ground-Glass	

Nodules

Journal	of	

Thoracic	

On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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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저술상 논문제목 저널명

2015 이상민B	

(서울의대)

C-Arm	Cone-Beam	CT-guided	Percutaneous	

Transthoracic	Needle	Biopsy	of	Lung	Nodules:	

Clinical	Experience	in	1108	Patients

Radiology

2015 손지예	

(성균관의대)

Quantitative	CT	Analysis	of	Pulmonary	Pure	

Ground-Glass	Opacity	Nodules	for	the	Distinction	

of	Invasive	Adenocarcinoma	from	Pre-invasive	or	

Minimally	Invasive	Adenocarcinoma

PLoS	One

2016 김미영	

(울산의대)

Comparison	of	computed	tomographic	findings	in	

pulmonary	mucormycosis	and	invasive	pulmonary	

aspergillosis

Clin	

Microbiol	

Infect

2016 김은영	

(전북의대)

Detailed	analysis	of	the	density	change	on	chest	CT	

of	COPD	using	non-rigid	registration	of	inspiration/

expiration	CT	scans

Eur	Radiol

2016 채금주	

(전북의대)

Prevalence	and	progression	of	combined	pulmonary	

fibrosis	and	emphysema	in	asymptomatic	smokers:	

A	case-control	study

Eur	Radiol

2017 홍새롬	

(휴먼영상

의학센터)

Feasibility	of	Single	Scan	for	Simultaneous	

Evaluation	of	Regional	Krypton	and	Iodine	

Concentrations	with	Dual-Energy	CT:	An	

Experimental	Study

Radiology

2017 이호연	

(성균관의대)

Prognosis	in	Resected	Invasive	Mucinous	

Adenocarcinomas	of	the	Lung:	Related	Factors	

and	Comparison	with	Resected	Nonmucinous	

Adenocarcinomas

J	Thorac	

Oncol

2017 박효정	

(울산의대)

Texture-Based	Automated	Quantitative	Assessment	

of	Regional	Patterns	on	Initial	CT	in	Patients	With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Relationship	to	

Decline	in	Forced	Vital	Capacity

AJR	Am	J	

Roentg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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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사업

● 2011년

학회 명 날 짜 장 소 참석 장학금수혜 

2nd Asian congress of Thoracic 

Radiology
11.05.13-14 Kyoto, Japan 20명 20명

● 2012년

학회 명 날 짜 장 소 참석 장학금수혜 

20th European Society of Thoracic 

Imaging
12.06.22-24 London, UK 20명 20명

● 2013년

학회 명 날 짜 장 소 참석 장학금수혜 

3rd IDKD Intensive Course 13.05.09-12 Hongkong 20명 20명

6th International Workshop for 

Pulmonary Function Imaging

13.07.16-20 London, UK 18명 10명

해외 학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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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학회 명 날 짜 장 소 참석 장학금수혜 

22th European Society of Thoracic 

Imaging
14.06.12-14 Amsterdam, NL 18명 19명

● 2015년

학회 명 날 짜 장 소 참석 장학금수혜 

3rd Asian Congress of Thoracic 

Imaging
15.03.20-22 Taipei, Taiwan 46명 41명

47th IDKD 15.03.22-27
Switzerland, 

Davos
20명 20명

23th European Society of Thoracic 

Imaging
15.06.04-06 Barcelona, ES 10명 지원 없음

7th International Workshop for 

Pulmonary Function Imaging
15.09.29-10.01 Edinburgh, UK 10명 지원 없음

● 2016년

학회 명 날 짜 장 소 참석 장학금수혜 

1st Asia Oceania Workshop of 

Pulmonary Functional Imaging
16.01.29-31 Hyogo, Japan 10명 지원 없음

Society of Thoracic Radiology 16.03.13-16 Arizona, USA 4명 지원 없음

24th European Society of Thoracic 

Imaging
16.10.23-24 Krakow, Poland 16명 16명

● 2017년

학회 명 날 짜 장 소 참석 장학금수혜 

4th World Congress Thoracic 

Imaging
17.06.18-21 Boston, USA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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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연자 파견

● 2012년

1) Turkish Society of Radiology Congress (TURKRAD) 2012

일시 : 2012.11.03

장소 : 터키

연자 소속 자격 강의 제목 

박창민 서울의대 파견연자 Pulmonary Subsoloid Nodules: Clinical 

Implication

● 2013년

1)  The Royal College of Radiologists of Thailand (RCRT) & The Radiological  

 Society of Thailand (RST) and Asean Association of Radiology (AAR) meeting

일시 : 2013.03.21-23

장소 : 방콕, 태국

연자 소속 자격 강의 제목 

도경현 울산의대 파견연자 Practical Radiation Protection

이경수 성균관의대 파견연자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What 

Radiologist Should Know Lung Cancer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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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racic imaging in Malaysian Radiological Society

일시 : 2013.06.29-30

장소 : 말라카, 말레이시아

연자 소속 자격 강의 제목 

이기남 동아의대 파견연자 HRCT in Lung Disease - Pattern Approach

이창현 서울의대 파견연자 Functional Imaging of COPD and Asthma

3) Chinese Congress of Radiology (CCR) 2013

일시 : 2013.10.17-20

장소 : 시안, 중국

연자 소속 자격 강의 제목 

성동욱 경희의대 파견연자 Reduced Radiation Dose in General 

Radiography

이창현 서울의대 파견연자 Radiation Dose Modulation Technique

4) French Congress of Radiology (JFR 2013)

일시 : 2013.10.18-22

장소 : 프랑스

연자 소속 자격 강의 제목 

김정숙 동국의대 파견연자 Diagnosis and Staging of Pleural Mesotheli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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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15th annual congress of Vietnamese Society of Radiology and  

 Nuclear medicine

일시 : 2013.08.23-24

장소 : 하노이, 베트남

연자 소속 자격 강의 제목 

이기남 동아의대 파견연자 Evaluation of the Solitary Pulmonary Nodule 

Pattern Approach to HRCT Diagnosis

6) KSR-IRIA Friendship Symposium

일시 : 2013.07.20

장소 : 뉴델리, 인도

연자 소속 자격 강의 제목 

이진아 성균관의대 파견연자 Imaging Review of the 7th TNM Staging System 

for Lung Cancer

● 2014년

1) The 73rd Annual Meeting of the Japan Radiological Society

일시 : 2014.04.10-13

장소 : 요코하마, 일본

연자 소속 자격 강의 제목 

강은영 고려의대 파견연자 Respiratory Tract Infection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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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donesian Thoracic Imaging Society Symposium

일시 : 2014.09.14

장소 : 인도네시아

연자 소속 자격 강의 제목 

박재성 순천향의대 파견연자 HRCT in ILD

서준범 울산의대 파견연자 Imaging in COPD / Case based review: ILD

3) KSR-MSR (The Mongolian Society of Radiology) Friendship Symposium

일시 : 2014.09.20

장소 : 몽골

연자 소속 자격 강의 제목 

서준범 울산의대 방문심포지엄 Eosinophilic Lung Disease

김미영 울산의대 방문심포지엄 Updates in Idiopathic Interstitial lung disease

이창현 서울의대 방문심포지엄 HRCT Pattern Approach and Differential 

Diagnosis

정세민 중앙의대 방문심포지엄 Pulmonary Tuberculosis and NTM

정정임 가톨릭의대 방문심포지엄 Infetcious Lung Disease: Types and Causes of 

Common Conditions

함수연 고려의대 방문심포지엄 Differential Points of Primary and Metastatic 

Cancers in the Initial CT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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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 Turkish Society of Radiology Congress (TURKRAD) 2015

일시 : 2015.10.21-25

장소 : 터키

연자 소속 자격 강의 제목 

송재우 울산의대 파견연자 Lung Nodules & Peripheral Lung Cancer: 

Radiologist’s Perspective

2) Indonesian Thoracic Imaging Society Symposium

일시 : 2015.08.08-09

장소 : 인도네시아

연자 소속 자격 강의 제목 

이창현 서울의대 파견연자 Lung Cancer Screening and Imaging

정정임 가톨릭의대 파견연자 Cardiac Imaging

● 2016년

1) France meets Korea, SFR (Société Française de Radiologie), Paris

일시 : 2016.04.14-17

장소 : 프랑스

연자 소속 자격 강의 제목 

이창현 서울의대 파견연자 Practical Issues in CT quantification of Airway 

Disease

채금주 전북의대 파견연자 Incidental Nodular Lesion in Anterior 

Mediast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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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KSH (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 Thoracic Imaging Conference 2016

일시 : 2016.10.21

장소 : UAE

연자 소속 자격 강의 제목 

박충기 한양의대 파견연자 How to Read Chest Radiograph: Basics and 

Pitfalls

이기남 동아의대 파견연자 HRCT of Diffuse Interstitial Lung Disease: 

Pattern Approach

구진모 서울의대 파견연자 Lung Cancer

임정기 서울의대 파견연자 Pulmonary Infection

송재우 울산의대 파견연자 Mediastinal Tumors

김태훈 연세의대 파견연자 CT angiography: Coronary and Aortic Disease

박재성 순천향의대 파견연자 Pulmonary Vascular Disease

서준범 울산의대 파견연자 Airway Disease

전의영 서울의대 파견연자 Thoracic Intervention

이창현 서울의대 파견연자 Trauma and ICU Radiology

3)  KSR-IRS (Association of Indonesian Radiologist Specialist Doctors) Friendship  

 Symposium 2016: Cardiac & Chest imaging

일시 : 2016.11.04

장소 : 인도네시아

연자 소속 자격 강의 제목 

김은영 가천의대 방문심포지엄 Diagnosis of Acute Pulmonary Embolism

홍유진 연세의대 방문심포지엄 Clinical Application of Cardiac CT

심성신 이화의대 방문심포지엄 Chest CT Imaging for Lung Cancer

이기열 고려의대 방문심포지엄 Update on the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of 

IIP

임현주 서울의대 방문심포지엄 Visual and Quantitative Assessment of C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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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 2017 Japan Radiological Congress (JRC) (Yokohama)

일시 : 2017.04.13-16

장소 : 일본

연자 소속 자격 강의 제목 

이현주 서울의대 파견연자 Advances of Knowledge in Lung 

Adenocarcinoma: Reflection on Lung Cancer 

Staging

2) The 66th Annual Meeting of Chinese Taipei Society of Radiology

일시 : 2017.03.18-19

장소 : 대만

연자 소속 자격 강의 제목 

황혜전 한림의대 파견연자 Functional Lung Imaging with Dual Energy CT

구진모 서울의대 대표자파견 The Current Status of Medical Imaging in 

Cancer Screening in Korea

3) The 38th National Congress of Radiology, TURKRAD2017

일시 : 2017.10.31-11.04

장소 : 터키

연자 소속 자격 강의 제목 

구진모 서울의대 파견연자 CT Screening for Lung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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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싱가포르 ILD 심포지엄

일시 : 2017.04.27-29

장소 : 싱가포르

연자 소속 자격 강의 제목 

정명희 가톨의대 파견연자 HRCT Thoracic Course 2017 Singapore, Khoo 

Teck Puat Hospital by Dr. Ashish Chawla

5)  KSR-RSK (The Radiological Society of Kazakhstan) Friendship Symposium  

 2017: Cardiothoracic imaging

일시 : 2017.10.09-12

장소 : 카자흐스탄

연자 소속 자격 강의 제목 

이창현 서울의대 방문심포지엄 HRCT Pattern Approach

정세민 중앙의대 방문심포지엄 Update in Lung Cancer St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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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책임자 간사 주제

2009 김혜영 이현주 소결절에 관한 권고안

2010 박충기 이현주 흉부 단순촬영 판독 건수 및 적정 판독 전문의 수 산출

2011 이기남 황정화 흉부영상의학 전공의 수련현황 및 적정 수련방법 제시

2012 정정임 흉부영상적정권고안

2013 도경현 흉부 CT 권고안 개정과 피폭선량 저감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2014 이현주 폐암 검진에서 발견된 폐결절의 진단 및 처치

2016 강은영 흉부 영상의학 의학용어

2017 진공용 흉부X선 판독의 직능별 교육

2009년 정책과제: 우연히 발견된 소결절의 추적 검사 및 management에 대한 권고안

1	cm	이하의	우연히	발견된	결절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여	결절의	management에	있어	추적	

검사기간에	관한	안정성을	조사하고,	국내	한	기관에서	실제	결절을	추적	검사한	결과를	조사하

여	위의	권고안이	우리	현실과	맞는지를	검증하고	설문을	통한	결절	management의	현실을	파

악한	후	이를	종합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권고안을	개발함.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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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결절의	타입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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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책과제: 흉부 단순촬영 판독 건수 및 적정 판독 전문의 수 산출

흉부	단순촬영	판독에	대한	개인적	인식,	현황,	적정	판독시간에	대해	영상의학과	의사	70명에	

대한	개인설문을	진행하였음.	44개	병원에	대해	흉부	단순촬영	및	CT	촬영건수	기반	업무량에	

관한	병원별	설문을	진행하였음.	2차적으로	11개	병원에	대한	2010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5주간의	병원별	판독률	조사를	시행함.

1) 흉부 단순촬영 판독에 대한 개인적 인식

기본적으로	흉부	단순촬영은	영상의학과	의사가	판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다수였으

며,	필요	없는	검사는	일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판독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흉부	영상	스태프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2) 적정판독시간

판독률	조사병원에서	Chest	staff수가	1명	이하인	병원에서	판독에	할애하는	시간이	가장	적었

음.	Staff	1명이하인	병원에서는	판독에	할애하는	시간	이외에	교육,	행정업무	등	기타	업무	비율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1일	적정판독량,	시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때,	Chest	staff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해야	함.

판독률	조사병원에서	실제로	staff	1명당	흉부X선	60건,	CT	8건을	적정	판독속도로	적용하면	

4.1-7.6시간을	판독업무에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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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인력요구량

Chest	staff수가	1명	이하인	병원에서	추가인력요구량이	가장	크며	인력부족은	staff수에	비해	

너무	많은	흉부X선	건수가	원인임.	Chest	staff수가	1명	이하인	병원에서는	흉부CT	건수가	상대

적으로	적어	추가인력요구의	카드로	제시하기	어려움.	Chest	staff수가	1명	이하인	병원에서	인

력확보를	위해,	흉부CT	건수를	늘리거나,	단순	촬영	검사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Chest	staff수가	늘어나면	staff	1명당	흉부X선	촬영량이	줄고,	staff의	1인당	판독효율이	향상

되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됨.

4) 흉부 단순촬영 판독률

전체	평균은	68%였으며,	chest	section에	의한	판독률	평균은	38%로	저조했음.

2011년 정책과제: 흉부영상의학 전공의 수련현황 및 적정 수련방법 제시

흉부영상의학	분야	전공의의	전반적	수련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검토	분

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현재	흉부영상의학	전공의	수련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가

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음.

결론적으로	현재	흉부영상의학	전공의	수련의	전반적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개선을	필

요로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음.	하지만	각	수련병원의	규모	및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시설과	장

비	및	특히	전문의와	전공의	인력에	있어	최대와	최소의	격차가	현저한	비정규	분포를	보이는	경

향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음.	따라서	현재	흉부영상의학	전공의	수련과정의	근본적인	문

제점과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적절한	전공의	수련	및	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전반적	수련	

환경	및	인력	수급에	귀착된다고	생각됨.

전공의	수련업무	중	수련기간의	배분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각	병원의	전공의	수련지침에	따라

서	또는	일부에서는	수련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각	병원의	특정	상황을	반영하여	배분하는	양상을	

보여	비교적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됨.	하지만	흉부영상의학	분야	전공의	수련업무	중	

판독	및	기타	검사와	시술	부분에	있어서	각	수련병원의	전문의	및	전공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이

들	수련병원간에	나타난	큰	편차의	주요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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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책과제: 흉부영상적정권고안 

흉부영상	검사의	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로서	향후	흉부영상을	중심으로	한	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였음.

ACR	appropriateness	criteria를	수정하여	만든	수정권고안에	대해	전문가	패널에게	설문조

사를	시행하여	델파이	방법으로	결과를	얻었을	때	대부분의	항목들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결과를	

보였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30개의	수정권고안들	중에는	급성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검사에	대한	것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폐암의	병기판정을	위한	영상검사에	대한	

것이	8개,	중환자실	환자의	검사에	관한	것이	3개,	늑골	골절이	2개,	고혈압	환자의	검사가	1개,	

폐전이	선별법에	대한	검사가	1개로	나타났음.

3차의	설문	라운드를	거쳤음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수정권고안들은	국내	여러	병원들에서	

실제	행해지고	있는	검사가	매우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의	결과로	유추	하건

대,	급성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검사와	폐암의	병기판정을	위한	검사의	선택이	가장	다

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임.	이는	진료지침	개발의	필요성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런	진료

영역에서	지침의	개발을	통해	적절한	영상검사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3년 정책과제: 흉부 CT 권고안 개정과 피폭선량 저감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흉부	CT의	적응증,	상대적인	금기증,	검사의	자격과	의무,	검사의	시행,	검사프로토콜	및	장비	

규격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함.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1) 검사프로토콜 권고안

1.	관전압(Tube	voltage):	≤	120	kVp

2.	관전류(Tube	current):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3.	공간	해상능(Spatial	resolution):	

a.	원위부	1/3	이하의	폐혈관이	구분가능

b.	분엽기관지	근위부까지	구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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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흉선을	비롯한	전종격동	구조구분가능

d.	기관주변조직	구분가능

e.	폐문부에서	림프절과	폐혈관이	구분가능

4.	촬영	범위:	폐첨부보다	적어도	한	장	이상	상부에서	촬영하고	횡격막	늑골각이하	폐가	보이

지	않는	부위의	사진이	한	장	이상	포함됨.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가급적	흉부	

이외의	과도한	범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5.	조영제	사용(Contrast	usage):	필요한	경우

a.	주입량:	80-120	ml

b.	주입	속도:	2-4	ml/sec

c.	지연	시간:	30	~	50	sec

6.	피폭선량: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한국에서의	흉부	CT	환자선량	권고	참고치:	CTDIvol	15	mGy,	DLP	550	mGy*cm

7.	영상재건(Reconstruction):

a.	Algorithm:	Standard	or	sharp

b.		FOV(field	of	view):	횡격막	상단에서	흉벽	측부가	피부까지	포함되고,	몸통의	좌우	직	

	경이	화면	직경의	80%이상이	포함

c.	절편두께:	≤	5	mm

d.	절편간격:	없음

e.	영상창(window	width/level):

	 Lung	 1000	~	1500/	-700	~	-1000

	 Mediastinum	 300	~	500/0-100

	 Bone	 1000	~	2000/200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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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책과제: 폐암 검진에서 발견된 폐결절의 진단 및 처치

저선량	흉부	CT	검진에서	발견되는	폐결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Table 1. Classification of Pulmonary Nodules: Category, Level, Definition, and Management

Category
Category 

Level
Descriptor Definition Management

Negative 1 No nodules and 

definitely benign 

nodules

No lung nodules Continue annual 

screening with 

LDCT in 12 

months

Nodule(s) with benign 

appearances: calcifications of 

complete, central, popcorn, 

concentric rings and fat 

containing nodules

Benign peri-fissural nodules

Non-

significantly 

Small or 

Benign 

Behavior

2 Nodules with a very 

low likelihood of 

malignancy  

(Any nodule, smaller 

than Category 

3 and with no 

characteristics of 

Category 1)

Solid nodule(s): 

   < 6 mm (baseline, unchanged)

Continue annual 

screening with 

LDCT in 12 

months

Non-solid nodule(s) (pure GGN): 

   < 15 mm (baseline*, interval*, 

unchanged) 

   ≥ 15 mm (unchanged)  

Part-solid nodule(s) 

   With solid component <5 mm 

(unchanged)

Indetermi-

nate

3 Indeterminate nodule 

requiring growth 

evaluation

Solid nodule(s) 

   < 6 mm (interval) 

   ≥ 6 to < 10 mm (baseline)

2-3 month LDCT 

to evaluate 

nodule’s interval 

growth  

→ if no growth, 

additional follow-

up CT after 

6-9 months 

to reevaluate 

nodule’s interv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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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ategory 

Level
Descriptor Definition Management

 Solid nodule(s) 

    ≥ 6 (unchanged)

Continue annual 

screening with 

LDCT in 12 

months

Part-solid nodule(s) 

   with solid component < 5 mm 

(baseline*, interval*)

continue annual 

screening with 

LDCT in 12 

monthsNon-solid nodule(s) (pure GGN)  

   ≥ 15 mm (baseline*,interval*)

Suspicious 

Malignancy

4 Potentially malignant 

nodule requiring 

diagnostic work-up

Solid nodule(s): 

   ≥ 10 mm (baseline, interval) 

   ≥ 6 to < 10 mm (interval)

Chest CT with or 

without contrast, 

PET/CT and/or 

biopsy depending 

on the probability 

of malignancy and 

comorbidities.  

PET/CT may be 

used when there 

is a ≥ 8 mm solid 

component

Part-solid nodule(s) with: 

   a solid component ≥ 5 mm 

(baseline*, interval*, unchanged)

Nodules showing interval growth

Part-solid nodules showing 

solid portion growth

Part-solid nodules or non-

solid nodules showing interval 

increase in CT attenuation over 

follow-ups 

Lung lesions showing 

obstructive atelectasis

IMPORTANT NOTES:

1.  The nodule size was defined as the average of length and width. The size measurement 

should be done on the CT images with lung window setting.

2.  LDCT = low dose chest CT

3.  (Baseline) means the condition in which the nodule is detected in baseline LDCT.

4.  (Interval) means the condition in which the nodule that was not detected in baseline LDCT is 

detected follow-up LDCT. 

5.  (Unchanged) means the condition in which the nodule shows no interval change between 

two LD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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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Interval growth of nodules was defined as follows: a diameter change ≥50% in nodules  

≤5 mm; a diameter change ≥30% in nodules of 5-9 mm in size; a diameter change ≥20% 

in nodules ≥10 mm in size. 

 7. The measurement of the solid component was measured in its largest dimension on axial 

image with a lung window setting. The definition of “solid portion growth” in part-solid nodule 

was as follows: a solid part diameter change ≥50% in the case of solid portion ≤5 mm; a 

solid part diameter change ≥30% in the case of solid portion of 5-9 mm in size; a solid part 

diameter change ≥20% in the case of solid portion ≥10 mm in size. The measurement of solid 

portion was 

 8. Definition of Positive Scan: a negative screen is defined as categories 1 and 2 and a positive 

screen is defined as categories 3 and 4. 

 9. For a patient with multiple nodules, each exam should be coded 0-4 based on the nodule with 

the highest risk of malignancy.

10. For the patients who is diagnosed with lung cancer, further management (including additional 

imaging such as PET/CT) will be performed for purposes of lung cancer staging, therefore, 

there is no need of further low-dose CT screening.

(*) means proved persistent nodules through short term follow up CT obtained 1-3 months interval

2016년 정책과제: 흉부영상의학 용어사전 

영상의학의	특수한	용어들은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의학회의	한글의학용어집에서도	부적절하

게	제시된	용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예를	들면	“opacity”는	한글의학용어집에서는	“혼탁”으

로	제시하였고	이는	안과의	lens	opacity에서는	적절한	번역이지만	영상의학에서의	“opacity”를	

“혼탁”으로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함.	“Chest	radiographs”는	“단순흉부사진”으로	영상의학회에

서	번역하였으나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신체	흉부사진이	아니므로	정확하게	X선	또는	방사선이라

는	용어가	들어가야	옳으며	“흉부X선사진”이	더	나은	용어라고	생각함.	“Imaging”을	영상의학

분야의	고유	용어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용어는	이미	비의료인들이	다양하게	사용하며,	

심지어	다른	의료학문분야에서도	“medical	imaging”은	널리	사용하는	다양한	의료영상을	포함

하는	용어임.	따라서	영상의학분야는	“radiologic	imaging”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

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함.	흉부영상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로써	흉부영상의학	분야의	가장	정확하

고	적절한	한글의학용어만큼은	흉부영상의학회에서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대한흉부영상의학회는	2016년	정책과제로써	“흉부영상의학	용어사전”을	제작하고자	하였고	

이는	흉부영상의학에	관한	최적의	한글용어와	그	예시를	흉부영상의학회에서	제시하고자	함이

며,	흉부영상의학을	접하는	의학도와	의사에게	표준화된	통일된	용어와	예시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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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전공의 연수교육

●2008년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전공의 연수교육 

 흉부영상 판독의 기본원리와 폐종양 

일시 : 2008년 8월 24일

장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대강당

시 간 제 목 연 자

09:00~09:30 CR-DR 원리 및 단순촬영 화질 관리 이경원(서울의대)

09:30~10:00 단순흉부촬영 판독법 I: 해부학을 중심으로 도경현(울산의대)

10:00~10:30 단순흉부촬영 판독법 II: Signs on chest radiograph 이일성(한림의대)

10:50~11:30 CT Physics 이창현(서울의대)

13:00~13:30 HRCT: 검사방법 및 유형분석 이기남(동아의대)

13:30~14:00 선천성 질환 함수연(고려의대)

14:00~14:30 폐종양: General and radiographic approach of the 

lung mass

김혜영(국립암센터)

14:30~15:10 폐종양: Staging of lung cancer 이진아(성균관의대)

15:30~16:00 폐종양: Rare tumor of the thorax 김태정(서울의대)

16:00~16:30 폐종양: Lymphoproliferative disorders 김유경(이화의대)

16:30~17:00 폐종양: Metastasis in the thorax 정정임(가톨릭의대)

교육 및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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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전공의 연수교육 

 폐감염, 미만성폐질환 및 폐혈관질환 

일 시 : 2009년 8월 30일

장 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대강당

시 간 제 목 연 자

09:00~09:30 폐감염: Immunocompetent host 박경주(아주의대)

09:30~10:00 폐감염: Immunocompromised patient 정정임(가톨릭의대)

10:00~10:30 폐감염: Tuberculosis of thorax 한대희(가톨릭의대)

11:00~11:30 미만성 폐질환: idiopathic interstitial pneumonia 이경원(서울의대)

11:30~12:00 미만성 폐질환: Non-IIP 황정화(순천향의대)

13:30~14:00 Interstitial lung disease of collagen vascular disease 김미영(울산의대)

14:00~14:30 호산구성 폐질환 정연주(부산의대)

14:30~15:00 폐부종 이현주(서울의대)

15:20~15:50 혈관성 폐질환: Pulmonary angitis and granulomatosis 이진아(성균관의대)

15:50~16:20 혈관성 폐질환: Pulmonary thromboembolism 용환석(고려의대)

16:20~16:50 직업성 폐질환 김정숙(동국의대)

●2010년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전공의 연수교육 

 기도질환, 종격동질환 및 흉막과 흉벽질환의 이해

일 시 : 2010년 8월 22일

장 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대강당

시 간 제 목 연 자

09:00~09:30 기도질환 (I): Large airway disease 강은영(고려의대)

09:30~10:00 기도질환 (II): Small airway disease and COPD 서준범(울산의대)

10:00~10:30 ICU Radiology 김태정(서울의대)

10:50~11:30 Radiation-induced lung injury and drug reaction 박경주(아주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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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00 Thoracic trauma 백상현(순천향의대)

13:30~14:10 Thoracic intervention 한대희(가톨릭의대)

14:10~14:50 종격동질환 (I): Neoplastic disease 박창민(서울의대)

14:50~15:30 종격동질환 (II): Nonneoplastic disease 송재우(울산의대)

15:50~16:20 흉막질환 김정숙(동국의대)

16:20~17:00 흉벽 및 횡격막질환 이정근(건국의대)

●2011년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전공의 연수교육 

 흉부영상 판독의 기본, 기도질환, 중환자실 흉부영상 및 흉부 외상과 중재적 시술

일 시 : 2011년 8월 28일

장 소 :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

시 간 제 목 연 자

I. 흉부영상 판독의 기본

09:00~09:30 CR, DR 원리 및 흉부X선촬영 화질 관리 박경주(아주의대)

09:30~10:00 흉부X선사진 판독법 I 안명임(가톨릭의대)

10:00~10:30 흉부X선사진 판독법 II 이진아(성균관의대)

10:50~11:30 CT Physics 김윤현(전남의대)

11:30~12:00 HRCT: 흉부병변의 유형분석 황정화(순천향의대)

II. 기도질환, 중환자실 흉부영상

13:30~14:00 Large airway diseases 용환석(고려의대)

14:00~14:30 Small airway diseases and COPD 서준범(울산의대)

14:30~15:00 ICU Radiology 정연주(부산의대)

15:20~15:50 흉부 외상 김윤경(가천의대)

15:50~16:30 흉부 중재적 시술 한대희(가톨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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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전공의 연수교육 

 폐감염, 미만성폐질환 및 폐혈관질환 

일 시 : 2012년 8월 26일

장 소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시 간 제 목 연 자

09:00~09:30 폐감염: Immunocompetent host 박경주(아주의대)

09:30~10:00 폐감염: Immunocompromised patient 김태정(서울의대)

10:00~10:30 폐감염: Tuberculosis of thorax 정연주(부산의대)

11:00~11:30 미만성 폐질환: idiopathic interstitial pneumonia 황정화(순천향의대)

11:30~12:00 미만성 폐질환: Non-IIP 한대희(가톨릭의대)

13:30~14:00 Interstitial lung disease of collagen vascular disease 김미영(울산의대)

14:00~14:30 호산구성 폐질환 이호연(성균관의대)

14:30~15:00 직업성 폐질환 김정숙(동국의대)

15:20~15:50 폐부종 이영경(경희의대)

15:50~16:20 혈관성 폐질환: Pulmonary angiitis and granulomatosis 김윤경(가천의대)

16:20~16:50 혈관성 폐질환: Pulmonary thromboembolism 심성신(이화의대)

●2013년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전공의 연수교육 

 3rd WCTI Pre-Congress Course Scientific Program 

일 시 : 2013년 6월 8일

장 소 : Coex, Seoul

시 간 제 목 연 자

09:00~09:30 Evaluation of solitary pulmonary nodule Hyae Young Kim

09:30~10:00 Update in lung cancer staging Hyun-Ju Lee

10:00~10:30 Mediastinum: Neoplastic lesions Jae-Woo Song

10:50~11:30 Correlation of HRCT with histologic findings Harumi Itoh,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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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제 목 연 자

11:30~12:10 Pattern approach to HRCT diagnosis W.Richard Webb, 

USA

13:20~13:50 Pulmonary infection in immunocompetent hosts Yun-Hyeon Kim

13:50~14:20 Infection in immunocompromised host Jung Im Jung

14:20~14:50 Pulmonary tuberculosis and NTM infection Eun-Young Kang

15:10~15:40
Clinical utility of cardiac CT: Focused on ischemic 

heart disease
Joon-Won Kang

15:40~16:10 MRI of myocardial disease Tae Hoon Kim

16:30~17:00 Idiopathic interstitial pneumonia Jung Hwa Hwang

17:00~17:30 Other diffuse interstitial lung diseases Yookyung Kim

●2014년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전공의 연수교육 

 폐종양, 선천성 질환, 종격동 흉막, 흉벽 질환

일 시 : 2014년 8월 24일

장 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대강당

시 간 제 목 연 자

09:00~09:30 폐종양: general approach 김혜영(국립암센터)

09:30~10:00 폐종양: lung cancer staging 이호연(성균관의대)

10:00~10:30 폐종양: rare tumor 김태정(성균관의대)

11:00~11:30 폐종양: lymphoproliferative 김유경(이화의대)

11:30~12:00 폐종양: metastasis 이혜정(연세의대)

13:30~14:00 선천성 질환 채은진(울산의대)

14:00~14:30 종격동: neoplastic 황혜전(한림의대)

14:30~15:00 종격동: infectious 선주성(아주의대)

15:20~15:50 흉막 김정숙(동국의대)

15:50~16:20 흉벽 및 횡격막 이창현(서울의대)



30 Years History of KSTR 

153

●2015년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전공의 연수교육 

 흉부영상 판독의 기본, 기도질환, 중환자실 흉부영상 및 흉부 외상과 중재적 시술

일 시 : 2015년 8월 23일

장 소 : 서울아산병원 6층 대강당

시 간 제 목 연 자

09:00~09:30 CR, DR 원리 및 흉부X선촬영 화질 관리 김윤현(전남의대)

09:30~10:00 흉부X선사진 판독법 I - 해부학 구진모(서울의대)

10:00~10:30 흉부X선사진 판독법 II - 판독의 함정 이일성(한림의대)

10:50~11:30 CT Physics 정명진(성균관의대)

11:30~12:00 HRCT: 검사방법, 유형분석 이기남(동아의대)

13:30~14:00 Large airway diseases 이기열(고려의대)

14:00~14:30 Small airway diseases and COPD 강은영(고려의대)

14:30~15:00 ICU Radiology 도경현(울산의대)

15:20~15:50 흉부 외상 황혜전(한림의대)

15:20~15:50 혈관성 폐질환: Pulmonary thromboembolism 용환석(고려의대)

15:50~16:30 흉부 중재적 시술 한대희(가톨릭의대)

●2016년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전공의 연수교육 

 폐감염, 미만성폐질환과 폐혈관질환의 이해

일 시 : 2016년 8월 14일

장 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대강당

시 간 제 목 연 자

09:00~09:30 폐감염: Immunocompetent host 함수연(고려의대)

09:30~10:00 폐감염: Immunocompromised patient 이경수(성균관의대)

10:00~10:30 폐감염: Tuberculosis of thorax 최요원(한양의대)

11:00~11:30 미만성 폐질환: IIP 황정화(순천향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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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제 목 연 자

11:30~12:00 미만성 폐질환: Non-IIP 이혜정(연세의대)

13:30~14:00 미만성 폐질환: CVD 윤순호(서울의대)

14:00~14:30 낭성 폐질환 김미영(울산의대)

14:30~14:50 호산구성 폐질환 황혜전(한림의대)

14:50~15:10 폐부종 선주성(아주의대)

15:10~15:30 혈관성 폐질환: Vasculitis 김윤경(가천의대)

15:50~16:10 혈관성 폐질환: PE 박재성(순천향의대)

16:10~16:40 직업성 폐질환 김정숙(동국의대)

●2017년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전공의 연수교육 

 폐종양, 선천성 페질환, 종격동 및 흉막 질환

일 시 : 2017년 8월 20일

장 소 :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시 간 제 목 연 자

09:00~09:30 폐종양 general approach 최요원(한양의대)

09:30~10:00 폐종양 lung cancer staging 김태정(성균관의대)

10:00~10:30 폐종양 rare tumor 김미영(울산의대)

10:50~11:20 폐종양: lymphoproliferative 이지원(부산의대)

11:20~11:50 폐종양: metastasis 선현주(조선의대)

13:30~14:00 선천성 폐질환 윤순호(서울의대)

14:00~14:30 종격동: neoplastic 조영준(건양의대)

14:30~15:00 종격동: non-neoplastic 이기열(고려의대)

15:00~15:30 흉막 정세민(중앙의대)

15:30~16:00 흉벽 및 횡격막 임재광(경북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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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흉부영상의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Thoracic Radiology (JKST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 윤 현 (전남의대)

편 집 간 사 이 기 열 (고려의대)

편 집 위 원 최 병 욱 (연세의대) 이 경 원 (서울의대) 이 재 교 (영남의대)

안 명 임 (가톨릭의대) 구 진 모 (서울의대) 김 유 경 (이화의대)

정 정 임 (가톨릭의대) 도 경 현 (울산의대) 서 준 범 (울산의대)

용 환 석 (고려의대) 정 연 주 (부산의대) 이 호 연 (성균관의대)

JKSTR  Vol. 1 No. 1 June 2012

제 목 저 자

종설 ┃ Review Articles

특발성간질폐렴: 최신지견 중심의 이해 황정화 · 이경수

폐결핵의 병태생리와 영상소견 김정임 · 구진모 · 임정기

증례 보고 ┃Case Reports

말라리아의 흉부소견: 흉부촬영술과 흉부 CT 소견에 대한 

증례 보고

서재승 · 정세민 · 김양수

아크용접 진폐증 정명희 · 이희정 · 권순석

Erdheim-Chester 병의 증례 보고 오상영 · 김미영 · 이상민

Propylthiouracil과 연관된 Perinuclear 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 양성 혈관염으로 유발된 미만성 폐출혈

허지미 · 심성신 · 김유경

기관 외 침범을 동반한 기관 사구종양: 증례 보고 이지원 · 정연주 · 이민기 · 이창훈

핀치오프 증후군 증례 보고: 쇄골하정맥을 통한 중심정맥카테터 

삽입 환자의 흉부 X-선 판독시 주의점

차민재 · 이호연

폐상피양혈관내피종: 증례 보고 우정주 · 주종은

간질성 폐질환을 모방한 침습성 점액성 폐선암 두경원 · 용환석 · 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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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글로불린 G4 연관 경화성 질환의 폐 침범 소견: 증례 보고 이녕근 · 박창민 · 추지영 · 이현주 · 

구진모

Reversed Halo Sign을 동반한 폐모균증의 전산화단층촬영 소

견의 변화

추지영 · 박창민 · 이녕근 · 이현주 · 

구진모

정책과제 ┃Policy Issues of The KSTR

흉부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한 권고안 

- 2007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정책과제 보고 -

도경현 · 이창현

우연히 발견된 소결절의 추적검사 및 Management에 대한 

권고안 - 2008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정책과제 보고 -

이현주 · 김혜영

2011년도 학술상 수상작 보고 ┃ 2011 Scientific Awards from The KSTR

기관지 폐쇄 후 말초 폐의 측부 환기의 평가: 잡견 모델에서 

제논 가스 조영증강 이중 에너지 CT를 이용한 연구

채은진 · 서준범 · 김남국 · 송군식 · 

신지훈 · 김태형 · 이예다운

심장 CT에서 발견된 폐암: 빈도, 임상 및 영상의학적 특징과 

전체 관심영역의 중요성

김태정 · 한대희 · 진광남 · 이경원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이 기 열 (고려의대)

편 집 간 사 채 은 진 (울산의대)   

편 집 위 원 김 유 경 (이화의대) 도 경 현 (울산의대) 서 준 범 (울산의대)

안 명 임 (가톨릭의대) 용 환 석 (고려의대) 이 경 원 (서울의대)

이 재 교 (영남의대) 이 호 연 (성균관의대) 정 정 임 (가톨릭의대)

정 연 주 (부산의대) 최 병 욱 (연세의대) 구 진 모 (서울의대)

우 정 주 (을지의대) 백 상 현 (순천향의대)

JKSTR  Vol.2 No.1 June 2013

제 목 저 자

종설 ┃ Review Articles

폐암에 있어서 영상의학과 의사의 역할 박철환 · 김상진

의료방사선 피폭과 환자선량관리 연구에 대한 현황 보고 성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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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보고 ┃Case Reports

혈관내 평활근종의 증례 보고 이상민 · 박창민 · 이현주 · 이창현 · 

구진모

흉막에서 발생한 골외성 골육종: 증례 보고 홍수진 · 김태정 · 남경범 · 이인선 · 

이경원

폐 스파르가눔증의 CT와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CT 소견: 증례 보고

위재연 · 박창민 · 이현주 · 이창현 · 

구진모 · 고재문

간질성 폐 섬유화에서의 미만성 수지상 폐 골화증 이지원 · 이호연

폐를 침범한 다중심성 캐슬만병 두경원 · 용환석 · 강은영

수은 증기 흡입 후 화학성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김지은 · 채은진 · 홍상범 · 이지호

직장 유암종의 간전이에 대한 간동맥 화학색전술 후 발생한 

리피오돌 폐색전증에 대한 증례 보고

김희영 · 이혜정 · 김영진 · 허 진 · 

홍유진 · 최병욱

발성 폐암 소견으로 오인 가능한 대장암의 기관지 내 전이암 함수연 · 임현주 · 황성호 · 오유환

흡연 환자에서 발생한 박리간질폐렴: 증례 보고 채인혜 · 김유경 · 변지은 · 심성신 · 

조민선

유방암 환자에서 폐동맥 고혈압과 우심실부전으로 나타난 폐의 

미세혈관종양색전증: 증례 보고

서영주 · 김영진

좁쌀결핵의 낭성변화: 증례 보고 홍새롬 · 김영진

정책과제 ┃Policy Issues of The KSTR

흉부영상의학 전공의 수련 현황 및 적정 수련 방향 제시: 

2011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정책과제 보고

황정화 · 이기남

2012년도 학술상 수상작 보고 ┃ 2012 Scientific Awards from The KSTR

비소세포성 폐암을 위한 새로운 CT 치료반응 평가 기준의 

제안과 EGFR Tyrosine Kinase Inhibitor 항암치료 환자군에의 

적용

이호연 · 이경수 · 안명주 · 황혜선 · 

이주원 · 박근칠 · 안진석 · 김태성 · 

이진아 · 정명진

컴퓨터 보조진단(Computer-Aided Diagnosis)과 이중에너지 

CT 혈관조영술(Dual-Energy CT Angiography)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변연부 폐동맥 색전증 진단 평가

이충욱 · 서준범 · 송재우 · 김미영 · 

이하영 · 박양신 · 채은진 · 장유미 · 

김남국 · Bernard Krauss

피하 지방층염양 T-세포 림프종의 영상 및 임상 특징 김종우 · 채은진 · 박영수 · 이현주 · 

황혜전 · 임채헌 ·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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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이 기 열 (고려의대)

편 집 간 사 채 은 진 (울산의대)

편 집 위 원 김 유 경 (이화의대) 도 경 현 (울산의대) 서 준 범 (울산의대)

안 명 임 (가톨릭의대) 용 환 석 (고려의대) 이 경 원 (서울의대)

이 재 교 (영남의대) 이 호 연 (성균관의대) 정 정 임 (가톨릭의대)

정 연 주 (부산의대) 최 병 욱 (연세의대) 구 진 모 (서울의대)

우 정 주 (을지의대) 백 상 현 (순천향의대)

JKSTR  Vol.3 No.1 June 2014

제 목 저 자

종설 ┃ Review Articles

폐선암종의 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한 임상화보 신경민 · 강덕식 · 정지윤

정책과제 ┃Policy Issues of The KSTR

흉부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한 권고안 도경현

흉부영상적정권고안 개발: 2012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정책과제 보고

정정임 · 채은진 · 김건일 · 백상현 · 

선현주 · 용환석 · 이현주

2013년도 학술상 수상작 보고 ┃ 2013 Scientific Awards from The KSTR

Mycobacterium Massiliense와 Mycobacterium Abscessus

균 폐감염 환자에 대한 항생제 치료 전후의 연속적 CT 소견

김현수 · 이경수 · 고원중 · 전경만 · 

이은주 · 강 희 · 안중현

간유리음영 결절로 보이는 T1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FDG-

PET/CT와 CT의 N 병기진단의 정확성과 예측인자

이상민 · 박창민 · 팽진철 · 임형준 · 

구진모 · 이현주 · 강창현 · 김영환 · 

김정임

블레오마이신 유도 폐 섬유화 모델에서 로지글리타존의 효과: 

미세전산화단층촬영과 병리학적 점수를 이용한 평가

진공용 · 복세미 · 한영민 · 정명자 · 

윤권하 · 김소리 · 이용철



30 Years History of KSTR 

159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심 성 신 (이화의대)

편 집 간 사 이 혜 정 (연세의대)

JKSTR  Vol.4 No.1 June 2015

제 목 저 자

정책과제 ┃Policy Issues of The KSTR

대한영상의학회 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연구보고서 이현주

2014년도 학술상 수상작 보고 ┃ 2014 Scientific Awards from The KSTR

C-Arm Cone Beam CT Virtual Navigation 유도하 1 츠 

미만의 작은 폐결절의 경피적 조직생검술

추지영 · 박창민 · 이녕근 · 이상민 · 

이현주 · 구진모

항혈소판제제 복용이 폐병변에 대한 경피경흉침생검 시술에 

따른 객혈 위험도를 증가시키는가?

송용섭 · 박창민 · 박경우 · 김광기 · 

이현주 · 심미숙 · 구진모

새로운 IASLC/ATS/ERS 분류에 따른 폐선암의 병리 유형: 

기능적, 대사적 이미징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예후적 계층화 

이호연 · 정지윤 · 이경수 · 이진아 · 

김병태 · 강  희 · 권오정 · 심영목 · 

한정호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심 성 신 (이화의대)

편 집 간 사 이 혜 정 (연세의대)

JKSTR  Vol.5 No.1 March 2016

제 목 저 자

종설 ┃ Review Articles

영상의학 연구에서의 통계학적 고려사항 한경화

폐암 검진 저선량 흉부 CT 프로토콜과 판독지양식 ┃Low Dose Chest CT Protocol and 

Radiology Report

폐결절 분류 및 관리 지침 대한폐암영상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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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선량 흉부 CT 촬영 프로토콜 대한폐암영상연구회

폐암 검진 CT 판독지 대한폐암영상연구회

2015년도 학술상 수상작 보고 ┃ 2015 Scientific Awards from The KSTR

전산화단층촬영에서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젖빛유리음영 결절 

중 폐의 침습선암종과 제자리선암종, 최소 침습선암종과의 감별

손지예 · 이호연 · 이경수 · 김재훈

한정호 · 정지윤 · 권오정 · 심영목

C-Arm Cone-Beam CT 유도하 경피적 경흉부 폐결절 바늘 

생검술: 1108명 환자의 임상적 경험 

이상민 · 박창민 · 이경희 · 반영은 · 

김정임 · 구진모

간유리음영결절로 나타나는 폐선암에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에서 보이는 Solid Component의 크기와 병리에서의 Invasive 

Component 크기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 

이경희 · 구진모 · 박상준 · 위재연 · 

정두현 · 고현정 · 박혜성 · 박창민 · 

이상민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정 연 주 (부산의대)

편 집 간 사 이 지 원 (부산의대)

JKSTR  Vol.6 No.1 March 2017

제 목 저 자

종설 ┃ Review Articles

석면피해구제제도 및 영상의학과의 역할 김승희 · 김정숙 · 차윤기 · 서윤택 · 

이철호

2016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정책과제보고┃2016 KSTR Fundamental Missions

흉부영상의학 용어사전 강은영 · 김미영 · 김유경 · 김윤현 · 

이창현 · 전경녀 · 황정화

2016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학술상 수상작 ┃ 2016 KSTR Scientific Awards  

폐털곰팡이증과 아스페르질루스증의 전산화단층촬영 소견의 

비교연구

정지원 · 김미영 · 이현주 · 박영수 · 

이상호 · 최상호 · 김양수 · 우준희 · 

김성한

흡기/호기 CT 영상의 비강체 폐정합을 이용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CT에서 보여지는 밀도 변화의 정밀 분석

김은영 · 서준범 · 이현주 · 김남국 · 

이은솔 · 이상민 · 오상영 · 황혜전 · 

오연목 · 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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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흡연자에서의 복합 폐 섬유화와 폐기종의 유병률과 

진행: 환자 대조군 연구

채금주 · 진공용 · 한영민 · 김용식 · 

전수빈 · 이영선 · 권근상 · 최혜미 · 

David Lynch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주간증례 퀴즈 ┃ KSTR Weekly Chest Cases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주간증례 퀴즈 1000 증례 돌파 기념 보고 정연주 · 김태성 · 서준범 · 김윤현 · 

이현주 · 정임정 · 이창현 · 용환석 · 

김영진 · 채은진 · 송재우

2016년 대한기능적/정량적 폐영상 워크샵 강의 ┃ 2016 KIWPFI Lectures

이중에너지 및 다중에너지 CT의 소개 구진모

흉부영상에서 이중에너지 CT의 임상적 응용: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연구

이혜정

흉부영상에서 이중에너지 CT의 임상적 응용: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중심으로

황혜전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정 연 주 (부산의대)

편 집 간 사 이 지 원 (부산의대)

JKSTR  Vol.7 No.1 March 2018

제 목 저 자

종설 ┃ Review Articles

결핵의 흉부X선 사진 소견 윤순호 · 강은영 · 김유경 · 김윤현 · 

정세민 · 차윤기 · 채은진 · 황정화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 흉부 단순촬영 컴퓨터 보조 진단 

시스템의 개발: 간략한 소개와 고려사항들

황의진 · 박창민

2017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정책과제 보고 ┃ 2017 KSTR Fundamental Missions

흉부X선 사진 판독의 직능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위한 

정책 개발 연구

진공용 · 이상민 · 임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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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학술상 수상작 ┃2017 KSTR Scientific Awards 

절제된 침습성 점액성 폐선암의 예후 인자: 관련 인자와 절제된 

비점액성 폐선암과의 비교

이호연 · 차민재 · 이경수 · 이희영 · 

권오정 · 최준영 · 김홍관 · 최용수 · 

김진국 · 심영목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초기 흉부 CT상의 지역적 패턴에 대한 

자동 정량 분석: 노력성 폐활량 감소와의 관계

박효정 · 이상민 · 송진우 · 이상민 · 

오상영 · 김남국 · 서준범

이중에너지 기법을 이용하여 크립톤 환기와 아이오다인 관류를 

일회의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동시에 평가하기 위한 동물실험 

연구

홍새롬 · 장수연 · 임동진 · 서영주 ·  

홍유진 · 허  진 · 김영진 · 최병욱 · 

이혜정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주간증례 퀴즈 ┃ KSTR Weekly Chest Cases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주간증례 퀴즈 2017 보고 채은진

흉막폐실질 탄력섬유증 김혜진 · 김태정

2점막연관성 림프종 안수연 · 채금주 · 윤순호 · 구진모

종격동 낭종을 동반한 폐흡충증 선주성 · 김은영 · 박경주

식도중복낭종 강동혁 · 임소연 · 권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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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흉부영상의학회 발간 도서



제 5 부  회원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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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영상의학회 30년과 미래: 연구자의 관점에서

울산의대  서 준 범

흉부영상의학회 30주년을 맞아 흉부영상 연구의 과거를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돌아보

고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 대한 의견을 적어보고자 한다. 사실 필자는 전공의 때도 흉부영상과 관

련한 연구를 하였으며 1998년에 흉영회에 입문하였으니 개인적으로는 20주년이 되는 해기도 하

다. 필자가 전공의일 때 소위 HRCT라는 개념이 임상적으로 적용되는 시기였고 spiral CT가 도

입되어 다절편 영상이 처음 소개되는 시기였다. 당시만 해도 10-15 mm 두께의 axial 영상이 임

상에 주로 사용되었고 3초만에 3 mm 두께의 영상을 얻어 고해상CT라고 부르는 시기였다. 이 

시기까지는 주로 질환별 영상소견을 기술하는 case collection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

시기에 결핵, 폐흡충증 등 국내에 호발하는 질환의 영상소견을 잘 기술하여 영상진단의 기초를 

이루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를 이어 미만성폐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영상소견과 병리

소견을 연관짓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필자의 석사논문은 돼지 폐에 지질성폐렴을 유발하여 

HRCT-병리 연관연구를 수행한 것이었다. 이후에 PACS의 도입과 CR/DR 등 디지털영상기법의 

도입으로 필름에서 모니터로 전환되는 단계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이때 소위 진단능과 관

련된 ROC 등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흉부영상연구의 새로운 단계를 맞게된다. 한편 이 시기 CT에

서 폐결절을 찾는 것에 대한 CAD연구 또한 시작되었는데 많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장

우리와 
대한흉부영상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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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잘 이용되지 못하다가 최근 인공지능기술과 함께 다시 연구들이 집중되는 것을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다. 

CT와 단순촬영이라는 영상기법의 제한을 가지고 있던 흉부영상분야에 2000년 새로운 세기를 

맞아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더는 발전이 없을 것 같던 CT가 다절편 CT, 호흡 / 심전도 

유도영상기법, 이중에너지 CT, 저선량 CT 기법 등 다양한 혁신을 이루며 시작되었다. 필자도 이 

시기에 영상기술과 관련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특정 CT회사와 연

구협약을 맺고 시작하게 된 것과 소프트웨어 연구를 접목하게 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

었다. 특히 이중에너지 CT의 경우 기존의 연구협약관계를 토대로 제품출시전 정보를 얻어 연구

를 준비하고 기획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폐관류, 환기, 폐결절 CT 등의 주요 연구분야의 초

기논문을 출간할 수 있었다. 한편 MRI 분야에서도 흉부영상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이 쏟아졌으

나 아직도 영상기법의 어려움과 접근성의 한계 등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2000년대 이후 소위 근거중심의학의 발전등의 영향으로 영상소견의 단순연구나 기법 연구는 제

한을 갖게되고 임상현장과 접목된 연구를 요구하게 된다. 필자는 운좋게도 COPD와 관련된 다기

관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를 소프트웨어 개발연구와 접목하여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해 왔

다. 특히 당시에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던 정량적 영상연구 분야를 시작하게 된 것 또한 매우 중

요한 계기였다. 2010년대를 들어서면서 흉부영상관련 연구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양상을 띄게 

되는데 이는 대량의 데이터의 필요, 임상연구와의 결합,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연계연구 등 융합

적인 양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영상분석기술의 

도입, 3D 프린팅, 로봇, 가상 증강현실 등의 기술과의 연계등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시작이 어려

워지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흉부영상연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흉영회의 회원들의 역할은 무엇일

까? 필자는 흉부영상이 흉부질환의 진단과 치료라는 진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남을 것이라는 점은 확신하고 있다. 문제는 흉부영상전문의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결

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분명한 것

은 융합,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흉부영상전문가로서 영상연

구에 리더쉽을 잃지 않을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흉부영상분야의 전문성을 굳건히 

하는 것이 필수 요소이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영상기법, 통계, 공학기술, 연구방법

론, 연구윤리 등 다양한 연관분야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습득하여야 한다. 또한 흉부영상전문가만

이 주도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서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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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반한 연구를 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미리 연구계획을 짜고 협력하는 팀을 구성할 수 있으

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는 영상기법에 대한 연구보다는 딥러닝 등 영상분

석기술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임상적검증, 활용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공학기술에 대한 이해, 임상검증과 관련된 지식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

이 특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필자는 지난 20년간 흉영회의 여러 스승의 지도와 동료들의 협력에 힘입어 많은 논문을 출간

할 수 있었고 플라이쉬너회원이 되는 등 분에 넘치는 성취를 이루었다. 이 기회를 빌어 임정기, 

이경수 선생님을 비롯한 스승님들과 선배회원들 그리고 동료, 후배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

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많은 후배 회원님과 동료들이 연구 분야에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루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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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영상의학 용어사전 발행 후기

고려의대  강 은 영

2016년 12월 17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개최된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의미있는 발

표가 있었다. 바로 2016년의 정책과제인 ‘흉부영상의학 용어사전’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자리였

다. 사실 3개월 전 KCR에서 전시의 형식을 빌어 일부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인 바 있으나, 이번 자

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계속된 본 작업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흉부영상의학회 회원들 앞에 정식으

로 그 결과물을 내보이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회원들은 ‘흉부영상의

학 용어사전’을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본 정책과제의 책임자인 흉부영상의학 용어위원회 강

은영 위원장(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과의 인터뷰를 기록한다.

지난 해의 정책과제였던 ‘흉부영상의학 용어사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축

하드립니다. 본 정책과제를 기획하게 되신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흉부영상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로써 흉부영상의학 분야의 올바르고 적절한 한글의학용어는 대

한흉부영상의학회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올바른 의학용어와 한글의학용어를 사

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습관처럼 사용해온 많은 용어들과 용어의 정의가 때로는 정확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흉부영상의학을 전공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간에

도 흉부영상의학에 관한 의학용어 사용에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흉부영상의학에 관한 최

적의 한글용어, 용어의 정의와 그에 따른 예시를 제시하여 흉부영상의학을 접하는 의학도와 의사

에게 표준화되고 통일된 흉부영상의학 용어를 제공하는 것이 대한흉부영상의학회의 하나의 의무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처음 본 과제를 기획하셨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정책과제를 시작하기 수개월전에 박재성 회장에게 정책과제로써의 흉부영상의학 용어사전의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송년심포지엄 전 학회의 정책과제 공모에 연구계획서와 500만원 연구비 

사용계획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송년심포지엄에서 정책과제 계획을 발표

했을 때 많은 회원들이 제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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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수행하시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015년 12월 송년심포지엄 직후 정책과제 참여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단 

한번 보냈을 뿐인데, 단숨에 목표했던 20명의 회원들이 참여의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학회 회원

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발적 

참여가 우리학회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몇몇 분들께서 저에게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제가 계획하고 있는 다른 과제가 성사된다면 함께하기를 기약합니다.

여러 병원의 선생님들께서 이 과제의 대의에 공감하고 동참하셨습니다. 함께 해 주신 

선생님들께 전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용어위원으로 참여해주신 김미영, 김유경, 전경녀, 황정화 교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네 분의 교수님들은 모두 미모와 지

성을 겸비한 대단한 실력파의 우리 학

회의 큰 기둥인 중진들입니다. 또한 자

발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원고를 주신 

강미진, 고홍석, 김진환, 김혜영, 송재

우, 양고은, 이재욱, 이정근, 이진성, 이

혜정, 정선영, 조현, 진공용, 함수연 선

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수정 때 의견을 주신 

구진모, 김정숙, 이호연, 임정기 교수

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임정기 교수

님의 참여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원저자인 임교수님의 제안대로 

“tree-in-bud appearance”는 꼭 “나

뭇가지발아 모양” 으로 쓰도록 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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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 정책과제의 내용은 흉부영상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영상의학과 의사뿐 아니

라, 의과대학 학생이나 레지던트 선생님들의 교육에도 널리 사용될 것 같은데요, ‘흉부

영상의학 용어사전’을 사용하게 될 후학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흉부영상의학 용어사전은 대한흉부영상의학회를 대표하는 용어사전이며, 흉부영상의학에 관

한 최적의 한글용어와 그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흉부영상의학 용어사전에 있는 정의와 사진

들은 출처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흉부영상

의학 용어사전에 대한 추가, 수정, 의견이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이메일(keyrad@korea.ac.kr) 

부탁합니다. 정기적으로 용어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수정하여 더 나은 용어사전으로 발전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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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X-선 사진 판독과 발표의 가이드라인과  
동영상 교육 자료 제작 후기

순천향의대  황 정 화

흉부 X-선 사진의 판독은 흉부 X-선 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흉부 해부학 및 다양한 흉부 

질환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토대로 하며, 얻어진 흉부 영상 소견에 대한 지극히 과학적인 분석을 통

하여 진단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부학 및 각각의 폐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교과서 및 강의를 통해 배우고 습득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나 실전에 이르러 이러한 기초 지식을 흉부 영상 분석에 어떻게 적용하며, 영상 

판독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기술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강의는 쉽게 접할 수 없

습니다.

따라서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수련위원회에서는 흉부 X-선 사진의 판독과 발표에 있어 필수적으

로 점검하여야 할 영상의 기본 정보, 계통적 체계적으로 영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반드시 살펴보

고 분석하여야 할 사항 및 주요 흉부 병변에 대한 설명과 기술의 기본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상 흉부 X-선 사진을 비

롯하여 임상에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고 중요한 흉부 질환 10예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증례의 흉부 

X-선 사진을 보여주고, 영상의학

과 의사가 흉부 X-선 사진을 직접 

판독하고 발표하는 것과 거의 유

사한 형식의 동영상 발표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언

제라도 스스로 배우고 연습 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매우 유용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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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영상의학회에서 제시하는 흉부 X-선 사진 판독과 발표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대표적

인 증례에 대한 동영상 교육 자료가 현재 진료에 임하고 계시는 많은 의사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며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의과대학생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좋은 교육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대

한흉부영상의학회 강은영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가는 수 

개월 동안의 작업 과정 내내 함께 해 주었고 누구보다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수련간사 이진아 선

생님, 동영상 녹화를 위해 장문의 원고를 수없이 연습하여 멋진 발표 동영상을 만든 주인공인 삼

성의료원 영상의학과 3년차 전공의 김현수 선생님과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전공의 1

년차 김하연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흉부 X-선 사진 판독과 발표의 가이드라인과 동영상 교육 자료는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홈페이

지(http://kstr.radiology.or.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으며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아울러 설

문조사에 응해 주시어 앞으로 더 나은 교육자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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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흉부영상의학회 발전워크샵

을지의대  우 정 주

8월 19, 20일에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2016 흉부영상의학회 발전워크샵이 있었다. 마침  

정연주 교수와 같이 가게 되었는데 Navi. 도움을 받아도 가끔 헤매는 운전자 옆에 뇌vi. 능력자 

연주샘이 있어 즐거운 드라이브를 하며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양평 현대블룸비스타는 연수

원이지만 부대시설을 제외하면 호텔 급 숙소라 쾌적한 환경에서 보낼 수 있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국가폐암검진 및 대한흉부영상의학회 회원 현황과 관련제도 등 두 가지 주

제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되었다.

1부. 국가폐암검진 시대의 흉부영상의학회의 역할 (진행: 구진모) 

1) 국가폐암검진의 현재 진행 사항 보고와 시행기관에 관한 논의 (김혜영) 

2017년 국가폐암검진의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전국에 지역 암센터 12

개 병원과 서울 지역의 지정 병원을 합한 14개 병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55세-74세 

30p/y 흡연자로 각 병원에서 검사 해당자 중 1000명씩을 대상으로 총 14000건의 low-dose 

CT를 시행하게 된다. 2018년도 이후 점차적인 사업 확대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2) 국가폐암검진 대비 교육프로그램 준비 상황과 시행 인력에 관한 논의, 인증제 필요한가 (안명임)

3) 국가폐암검진에서 영상레지스트리 구축과 CAD 적용 논의 (구진모) 

국가폐암검진에서 시행되는 영상자료(low-dose CT)는 임상자료와 함께 모아 레지스트리

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수검자가 어느 기관을 방문하던지 이전에 국가폐암검진CT을 시행

하였다면 쉽게 레지스트리 자료와 비교하게 하여 위양성율을 낮추고 관련 비용과 시간노력

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며 또한 영상바이오마커를 개발하고 검증할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할 것이다. 함께 CAD를 적용할 경우 판독자의 수행능을 높이고 판독자간 변이를 줄

일 수 있을 것이다.

세 분의 발표가 있은 후 패널(김태정, 백상현, 김진환) 선생님들의 의견 발표와 전체 토의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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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무게만큼 뜨겁게 진행되었다. 국가폐암검진(CT)은 정부차원에서 주도하는 방대하고도 중

차대한 사안이므로 인력, 장비문제, 흉부영상의학 전문의의 역할 등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

하는 토론이 되었다. 최규옥 교수님께서 인증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내주셨고  

박찬섭 교수님께서는 정치적 흐름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최전방의 전문가인 흉부영상의사가 

역할 담당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란 말씀을 해주셨다. 

2부. 흉부영상의학회 회원 현황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진행: 송재우) 

1) 지방회원 현황, 활동, 활성화 방안: 삼남흉영회의 운영상황을 기반으로 (이기남)

2) 흉영회 회원 현황 및 회원제 검토 (서준범)

두 분의 발표 후 패널(정세민, 김윤현, 정연주) 선생님들께서 지방회원의 고충과 흉영회에 대한 

바람을 얘기해주셨다. 양적 팽창과 질적 팽창의 균형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지방에 계신 교수님들의 상황은 막연히 짐작하고 있었지만 막상 말씀을 들어보니 월례집담회 참

석의 어려움을 포함한 여러가지 고충에 많은 공감이 갔다.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중요한 모임에 

매번 참석해주시는 이기남, 김윤현, 김진환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한층 더 들었다. 모임

에서 자주 만나진 못해 아쉽지만 정연주, 정선영, 전경녀 교수 등 학회의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

는 회원들에게도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지방 회원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강화되어 더욱 

더 많은 회원들이 흉영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워크샵 토의가 끝난 후 이번에 퇴임하시는 박충기 교수님께 기념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감

사패 내용을 빌어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다. “교수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

니다.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영원한 스

승이실 교수님께서 명예회원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규옥 교수님, 임정기 교수님을 포함한 삼, 사십여 분의 회원이 참석해 활발한 토의로 진행

된 워크샵이 끝난 후 근처 한우숯불구이 집에서 즐거운 저녁식사를 가졌다. 마침 최규옥 교수님,  

강은영 교수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하늘같은 대선배님들과 얘기 꽃을 피우며 진귀하고 재미있

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차는 시원한 맥주 집에서, 삼차는 오랜만에 뵐 수 있었던 임정기 교

수님을 모시고 노래방으로 향했다. 역시나 소문난 흉부회원들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확인 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 더욱이 임정기 교수님, 이기남 교수님의(그 외 이일성 교수님, 박재성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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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우 차기 회장님 등) 멋진 노래까지 들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전공의 때 부터 존경하던 교수님들과 이런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기회를 갖는 것

도 흉영발전 워크샵의 묘미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한편으로는 바람을 쐬는 기회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워크샵에 참석했으나 절대 가볍지 않은 토

의를 나누고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학회 발전에 힘쓰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

기에 우리 학회가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글재주가 없어 원고 수락한 것을 심히 후회했으나 덕분에 우리 학회와 회원님들에 대한 감사

와 애정의 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좀 더 생생하고 멋진 글을 

보여드리지 못함에 송구하지만 행간에 담긴 마음이 전달되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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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 흉영을 생각하다

포항성모병원  구 관 민

커피향이 진한 도시, 강릉에서 흉부 영남학파의 거두 이기남 선생님으로부터 대한 흉영회 30

년사에 삼남 흉영회에 관한 글을 써보라는 말씀을 들었다.

무릇 30년사 같은 글은 모임의 형성 과정부터 지나온 역사를 같이 해 온 분들이 회고 하듯이 

써내려 가는 것이 제대로일 것이다. 하지만 삼남 흉영의 뒤자락에 붙어 온 내게 이런 글을 맡기신 

것은 나름 다른  뜻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세상을 만든 신의 입장이 아닌 프로메테우스로부터 불을 받아 세상을 다시 보게 된 인간의 시

선으로 바라 본 세상을 서술해 보라는 뜻으로.

이웃병원에서 흉부를 담당하시던 고중곤 선생님의 권유로 처음 발을 들인 후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을 남도 방방곡곡을 다니며 하는 삼남 모임을 거의 개근하였다.

원래 천성이 성실하여 한번 몸 담은 일을 악착같이 해 내는 편인가 하면 사실 그렇지도 못하다. 

시작만 하고 다 읽지 못한 책만 100권이 넘고 연 초에만 하는 결심이 그득하고 남들 다 한다는 

금연도 거의 10년에 걸쳐 겨우 했다.

그렇다면 내게 삼남 흉영만의 매력은 무엇일까 

그래서 삼남 흉영의 특별함, 적어도 나에게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볼까 한다.

삼남은 경상, 전라, 충청도의 흉부 영상 모임이다. 

그러다 보니 해당 지역이 남한의 70% 정도로 매우 넓다.

그 넓은 지역의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모임을 하다 보니 다른 학회와는 다른 매력이 있다. 

공부와 친목 그리고 여행이 적절히 조화되어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세 가지가 합쳐져 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각각의 맛도 깊고 특별하다.

우선 모임의 주목적인 공부는 다양한 케이스와 좋은 강의는 차치하더라도 주저없는 질문과 토

론이라는 큰 장점이 있다. 

모임에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 이기남 선생님께서 “삼남 흉영은 질문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 토

론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초창기 모임에는 전공의는 출임금지였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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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지금의 삼남 흉영은 전공의가 함께하는 모임이지만 토론은 초창기의 취지에 걸맞게 원

초적이며  comment의 눈높이는 알아듣기 충분할 만큼 좋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아도 된

다. 또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선생님들의 살아있는 경험에 의한 조언들은 삼남의 가장 큰 매

력이다.

비교적 다른 병원과의 교류가 쉽지 않은 포항이라는 도시에서 혼자 판독실에 앉아 매번 어

디서 본 것 같지만 답은 알 수 없는 흉부 사진들을 멍한 눈으로 고민하다가 결국 TB, cancer, 

pneumonia를 적절히 배치해서 판독하기를 하다 보니 삼남 흉영은 내게 사막의 오아시스다.

그것이 다 인가?

그렇지 않다. 그랬다면 삼남을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지 만은 못했을 것이다.

요즘 가장 핫한 단어 중 하나가 ‘워라밸’이다.

일과 삶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삼남은 굳이 말하자면 ‘학술밸’이 잘 조화된 모임이다.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뒷풀이의 술자리도 못지 않다.

노는 것도 학습이고 기예이다.

논다는 것, 

그것이 무겁거나 너무 진중하면 당연히 재미가 없다.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것도, 너무 얄팍한 것도, 너무 노골적이고 자극적이기만 한 것들도

그렇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그 경계는 참으로 애매하다.

그만큼 잘 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삼남은 잘 논다.

그래서 친목이 더 깊어지고 다음 모임을 기대하게 된다.

삼남 흉영회를 참석하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시겠지만 한반도의 동남쪽 끝에 있는 나는 삼

남으로 가는 길이 늘 작은 여행이 된다.

전라도나 충청도 쪽으로 가다 보면 차창 밖으로 풍광이 변해가는 모습이 역동적이다.

갑자기 높은 산들로 둘러싸였나 싶으면 어느새 우리나라에 이런 곳도 있나 싶은 지평선이 펼쳐

진다. 

풍광만이 다는 아니다. 

누군가 추억의 절반은 맛이라고 했는데 고개가 끄덕여지는 얘기다. 특히나 여행에서 추억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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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상이 음식이다. 삼남 흉영은 그런 면에서는 완벽하다. 

각 지역의 음식들, 광주의 육전이나 진주의 냉면 등은 삼남 흉영이 아니었더라면 쉽게 접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삼남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람이다.

넉넉한 웃음으로 반겨 주는 이기남, 김윤현, 김진환, 이재교 선생님을 필두로 한 여러 흉영의 선

생님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삼남 흉영을 가야할 이유는 충분하다.

어느새 가을 바람이 불어 온다. 

다음 삼남 흉영은 광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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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회 흉영야유회를 돌아보며......

한강성심병원  이 일 성

올해로 세 번째 하는 가을모임이다. 애초에는 북한산 둘레길을 계획하고 있다가 박찬섭선생님

의 요청을 받아들여 우리의 문화유산인 고궁을 선택하게 되었다. 시내에 있어서 가깝고 평소에 

가보고 싶지만 예약이 필요해서 쉽게 관람할 수 없었던 곳이다. 우선 관람을 마치고 가야 할 식당

을 물색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음식이 괜찮은가? 주차는? 관람을 마치고 이동하는 시간

과 거리는 어떤가? 우선 포털 검색을 해보니 창덕궁 가까이에 오래된 대형 한정식 집이 있다. 됐

구나! 몇 번 해보지 않았던가? 우선 공고를 한다. 종묘와 창덕궁을 연계하여 알아보았으나 한 곳

을 관람하고 외부로 이동하는 스케줄이 좋지 않아서 창덕궁 후원 및 전각관람으로 정하게 되었

다. 그런데 시간이 못마땅하다. 오후 2시에 시작해서 4시 30분이면 끝나게 되어있다. 저녁식사하

기에는 이른 시간이고 한 군데 더 관람하기는 체력적으로 힘들다. 한정식 집에서는 6시가 되어야 

서빙이 된단다. 우여곡절 끝에 일식 집으로 정했다.

인터넷 예약 당일이 되었다.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 가능한 50명 중에 40명을 예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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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1인당 예약할 수 있는 인원은 10명. 이거 못하면 모임 다 파토나는데… 레지턴트 선생들과 

직원 3명을 동원해서 007 작전을 감행하여 기적적으로 (?) 예약을 마치고 나니 예약종료가 되었

다. 휴! 모임 공고를 3차례나 하고 가을 학회가 끝나면서 참가인원이 급속히 늘어나서 49명까지 

되었다. 7세 이하 아이들은 무료니 예약이 필요 없고 성인 몇 명만 당일 발권하면 되니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D-데이가 다가오면서 갑자기 인원이 줄어든다. 비 예보가 한 몫 했으리라.

당일이 되었다. 다행히 비도 없고 날씨가 쾌청하다. 시간이 지나며 회원들이 서서히 모여든다. 

‘돈화문’을 통과해서 ‘함양문’으로 향한다. 예전에 ‘비원’ 이라 불리던 ‘창덕궁 후원’을 들어서서 

‘부용지권역’ 에 들어서니 연못과 단풍이 전각과 어우러져 눈이 상쾌하다. 과연 왕궁의 후원답다. 

회원 및 가족들의 환한 모습을 보니 그간의 수고가 사르르 녹아 내린다. 40여 년 전에 소풍을 와

서 ‘보물찾기’ 하던 기억이 난다. 예전의 어수선한 기억보다 정리가 잘되어있고 깨끗해서 기분이 

좋다. 아이가 잠들어 한 곳에서 쉬는 가족. 모처럼의 부부 나들이인지 안내해설은 멀리하고 뚝 떨

어져서 툇마루에 앉아서 쉬는 이경원 총무님. 뭐 어떠랴!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은가! 화창

한 날에 낙엽을 밟으며 단풍 숲을 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잠시 이곳이 과연 도심인지 별 천지

인지 구분이 안 간다. 후원관람을 마치고 전각관람 시간이 되었다. 흉영회 만을 위한 특별 안내해

설이 준비되어있다. 잠시 식사장소에서 볼일을 보고 뒤따라가려 했지만 전각 안에 있는 길은 마

치 미로와 같다. 결국 포기하고 뒤로 돌아와서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흉영회 외에 일반인들까지 

안내해설에 합류하여 해설자가 신이 난 모양이다. 예상 시간 1시간을 훌쩍 넘겨서 30분을 더 지

나버렸다. 덕분에 식사시간이 5시를 훌쩍 넘기고 힘이 들어서 목이 많이 마르다. 비싼 생맥주와 

음식을 정신 없이 먹다 보니 헤어져야 할 시간. 2차로 인근에서 맥주 한 잔씩 더하며 마무리 한

다. 박찬섭 선생님 왈 “내년에는 어디예요?” 

<제 3회 흉영회 가을 야유회 결산>

일시:  2011년 11월 5일 (토) 1시 20분~6시30분

장소: ‘창덕궁 후원 및 전각’

참가인원: 회원; 14명 (남 9, 여 5) / 동반 성인; 8명 협력업체; 2명  

 동반 청소년; 7명/ 동반 어린이; 5명/ 합계; 36명 (성인 24명, 아이들 12명)

식사: ‘치키지’

감사합니다. 한강성심 이일성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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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영 주니어 모임 후기 

보라매병원  최 예 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보라매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최예라 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과 

운명 같은 타이밍으로 보라매병원 흉부 섹션 전임의를 올해 5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흉부

영상의학회 선생님들이 모두 다 처음부터 흉부영상 전문의를 꿈꾸며 시작하셨던 것은 아니었겠

지만은 저는 전공의 때 흉부 섹션 보다는 다른 섹션에 관심을 가졌었고, 현재까지도 다른 파트의 

논문들을 마무리하고 있어서, 부끄럽게도 흉부 영상의학회 회원이 될 자질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있는 흉부 월례 집담회에 나가서 보고 싶

은 모교의 선생님들도 보고 흉영의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흉부 영상전문의로

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중입니다. 

흉영 주니어 모임은 아마도 나와 비슷한 정체성을 가졌을거라 생각되는 다른 병원의 전임의들

을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무척 기다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모임은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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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생각을 모아 흉부영상의학회 발전워크샵에서 교육 및 유대 강화에 관한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공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전임의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흉영 발전을 위

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발전적 비판까지는 못 내더라도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들을 서로 얘기 나

누다보면 좋은 개선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보라매병원에 전임의는 저 혼자지만 8월부터 같이 근무하게 되신 조현 선생님도 함께 가시기

로 해서 한결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병원이 아닌 곳에서 동료들을 보니 더 반

가웠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특별히 시니어 선생님들도 오셔서 우리들이 먹고 마실 것들을 아낌

없이 지원해 주셨고, 그만큼 더 거침없는 건의 사항들과 의견들을 내주기를 바라시고 이끌어 주

셨습니다. 우리들은 각자 병원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어려운 점들을 공유하

며 해결책들을 모색해 보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같은 길을 

가게 될 동료들과 대화 나누며 한결 가까워진 것 같아서 든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참석한 흉영 주니어 모임은 특별한 주제를 갖기도 했었지만 발전적인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동료 및 선배 흉영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임을 지원해 주신 흉부영상의학회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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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대한흉부영상의학회 및 대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  
공동 학술대회를 참가하고..

연세의대  홍 유 진

개인적으로 2012년은 나에게 의미 있는 해이다. 

직장과 가정에서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새롭고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쏟

아지는 일거리에 다소 마음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에 올랐다.

작년 말 학회 장소가 말로만 듣던 제주도 해비치 라는 말에 무조건 신청했던 기억이 난다.

출발 전날 개별적인 문의와 요청이 많아서 더 이 이상의 전화 문의는 지양해 달라는 절실한 메

일과 함께 예약번호 안내 문자가 자정이 다 되어 도착하는 것을 보고 여행사 담당자 분이 어떤 분 

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고생하시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단한 규모의 학회겠구나 

짐작했다.

총 117명 학회 등록, 16개 업체지원을 받았으며 가족포함 25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그리 긴 기

간은 아니지만 전문의 되고 학회활동 하면서 뵌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제주도에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때쯤 도착한 리조트의 창문밖에는 표선 해수욕장과 제주바다가 야자수와 함께 펼쳐

져 있었고 아직 성수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한적한 호텔 주변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저녁 먹

으러 그냥 가기가 아쉬워서 해변가를 걸어보았다. 아쉽게 운동을 가신 다른 조 선생님들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영문도 모르고 썰렁한 저녁을 먹어야 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시간이 나서 연결된 

통로로 호텔을 가보았는데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이건 뭐 한국인지 외국인지 분간할 수가 없

었다. 담쟁이넝쿨로 둘러싸인 신기한 구조의 호텔 로비와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 전광판에 보이

는 화려한 영상들은 흡사 외국에 온 느낌이었다.

오랜만에 작년 펠로우 생활을 같이하던 선생님도 만나고 학회에서 자주 뵙던 선생님들을 보니 

참으로 반가웠다. 호텔 로비에 앉아 두런두런 사는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밤이 깊

었다. 다들 장소는 다르지만 비슷한 생활 속에서 비슷한 즐거움과 고민을 갖고 살고 있다는 생각

이 들었다. 토요일 아침 늦잠과 맛있는 아침 둘 중 하나를 포기하기가 너무 아쉬워서 학회 시작

을 불과 이 삼십 분 앞두고 부랴부랴 식당에 가서 아주 빠른 속도로 아침을 먹고 학회장에 도착

했다. 역시나 많은 선생님 들께서 자리를 가득 메우고 계셨다. 각 병원 펠로우 선생님들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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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케이스 발표부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심장분야에서 심장CT 보험문제, 흉부 Low dose CT 

screening 권고안에 대한 정책과제 발표를 들었다. 역시 추기석 선생님은 유머와 위트와 함께 인

상 깊은 강의를 해주셨다. 매일 보던 GGO와 coronary plaque이지만 구진모, 임태환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니 머리 속에 뿌옇던 안개가 좀 가시는 듯 했다. 다만 바깥의 햇빛 쨍쨍한 날씨가 마

음에 걸리긴 했지만 내일이 또 있지 라는 생각에 그냥 학회장에 앉아있었다. 만약 다음날 하루 종

일 비가 주룩주룩 올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아마 자리를 박차고 나갔겠지만…. 이틀째이자 마지

막 날 저녁의 만찬에서는 흉영 학회 회장님과 심영 학회 회장님 말씀과 대한흉부영상의학회-대

한심장혈관영상의학회의 협약식 행사가 있었다. 그 동안 두 학회 모임을 같이 참여하던 터라 흉

영-심영 협약을 선언하는 장면이 다소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심영회장님 최병욱선생님 말씀 중에 

우리는 윗 선생님들이 만들어놓은 터에서 그냥 놀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 그 터에서 물이 나온다

고 좋아했었는데 현재상태는 그 터에서 기름이 나오고 있다는 말은 아직도 머리 속 깊이 남아있

다.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는 윗 선생님들이 갈고 닦으신 터에서 어려움 없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은 다소 부담스럽지만 새로웠던 제주도 민속공연이 이어졌다. 제주도에서 삼일 연속 햇

빛 쨍쨍한 날씨는 경험한다는 건 천운이라던 가이드 말이 생각났다. 그 천운이 우리에겐 주어지

지 않았다. 

마지막 날 일요일 아침 내내 흐리다 싶더니 마지막으로 제주도를 만끽하고자 밖을 나섰지만 빗

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마지막 날 여러 군데를 다니고자 계획이 거창했지만 비 때문에 아쉽게 모든 계획을 접어야 했다.

다만 제주도에서 유명하다는 성게국수 집을 찾아 간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2009년 처음 펠로우를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흉부 펠로우가 열명 가까이 들어왔다며 이는 흉

영 역사상 근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좋아하시던 선생님들 모습이 기억난다. 불과 3년이 지난 지

금 우리기관 펠로우만 여섯명 이다.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

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그 동안 수혜자 입장으로 좋은데 가면 좋고 구경하고 들을 것 많으면 좋고 재미있으면 더 좋

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번 학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깨달았다. 이러한 

성대한 학회 뒤에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의 고생과 숨은 노력이 있었는지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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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흉영 춘계 학술대회-원주의 봄

서울의대  이 창 현

춘계학술대회를 참가하는데 전화를 받았다. 원고 청탁이다. 아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 많을 텐

데.. 하지만 원고를 청탁하는 그 어려운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알기에 그냥 쉽게 수락했다. 청탁

을 수락하는 순간부터 빚진 마음이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마지막 뮤지엄 산 까지 가보자 하고 생

각하니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원주는 개인적으로 군의관 시절 홍천 철정병원에서 장보러 오던 곳이다. 가까이는 춘천도 있지

만 그래도 춘천의 엘지마트보다는 원주의 이마트가 더 커서 자주 원주에 오기는 했다. 하지만 이

마트만 왔다갔다했고 원주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원주를 제대로 알게되겠다

는 기대도 있었다. 

학회 시작 전날 '산정집'에서 회식. 산정집이라고 하니 산채비빔밥을 먹겠구나 했는데 말이고

기 전문점 같다. 골목구석에 위치하여 찾기는 좀 어렵다. 100인분을 미리 예약했다고 하니.. 속은 

나물이 들어가 있어 상큼한 맛이 아주 특별나다. 이리저리 왔다갔다.. 술잔이 오고가고 춘계 흉영

회는 역시 전날이 최고조이다. 다음은 맥주집.. 아름드리.. 회원들의 호평속에 2차.. 그리고 3.4… 

날은 저물어 갔다. 

다음날 아침 흉영이사회가 아침 일찍 열리고.. 회원들은 버스로 연세대 원주캠퍼스로 이동했다. 

몇몇 회원은 따로 확인을 하지 

않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

로 갔다가 다시 차를 돌려서 

가기도 했지만.. 

날씨도 포근하고 따뜻. 호수

를 끼고 일명 키스로드가 있고 

또한 인조잔디가 깔린 운동장

이 보인다. 강당도 넓고 부스

에 참가한 회사들도 꽤 많다. 

호흡기 내과 교수님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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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과 선생님의 강의가 있었고 중간에 있었던 증례발표중에는 가끔 호흡기, 병리과 교수님들께 

직접 견해를 묻기도 하였다. 병리 교수님의 강의는 조금 어려운 느낌도 있었다는 회원들의 이야

기도 있었지만 역시 하일라이트인 마지막 필름판독회는 재미있었다. 

권우철 교수님의 사회도 멋지고 재미났다. 용환석 교수의 용팀, 백상현 교수의 백상어팀으로 

나뉜 대전은 용팀이 가까스로 승리하였지만 막상막하였다. 마지막으로 흉영 공식촬영이 있은 후 

흉영회 저녁식사는 양반가. 원주에서 제일 맛난 고기집이란다. 이재교 선생님은 그래도 대구 고

기가 맛있다고 연신 대구자랑을 하시는데 대구에서 온 나는 그래도 맛있다. 불 세기 조절에 실패

해서이지 고기는 정말 좋아 보인다. 횡성한우 아닌가. 홍천에서 군의관을 보낸 나로서 그래도 강

원도 고기에 대해 형평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으려나 장담은 어렵지만..

다음은 바를 찾아 전전하다가 드디어 도착..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유흥가의 중심을 좀 벗어났

다. 회장님 외에 이기남, 박찬섭 선생님도 마지막까지 남아 계셨다. 두분 선생님께서 남아계시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어제도 무리하셨을텐데.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두 분까지 남아 계시니 역

시 흉영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된다. 드디어 오봉? 을 마련하여 폭탄이 돌

고. 전임의 선생님들의 소감을 들었다. 모두 다 좋았고 다만 강당이 좀 추웠다는. 하지만 그래도 

꿋꿋이 주무시는 몇 분도 계셨다고. 첫 발표를 하신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 발표의 설레임. 어떨지 

아마도 모든 흉영선생님들 다 알고 계실줄 믿는다. 

흉영회에서 가장 회원들과 친해지는 기회는 역시 이런 소규모의 학회인것 같다. 이전에는 한일

흉부학회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학회를 통해 많은 선생님들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은 ACTI

로 바뀌고 자주 열리지 못해 아

쉽다. 하지만 춘계학회를 통해

서나마 회원들과 친해지고 잘 

알게 될수 있기를 바란다. 쥬니

어모임을 따로 하지 않아도 춘

계학회를 잘 활용하면 더욱 회

원간의 친밀도도 높아지지 않을

까 생각된다. 

마지막 날 뮤지엄 산을 방문

했다. 내부 사진을 찍지 못해 아

쉽지만 역시 강추할 만하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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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오신 분들도 많다. 제임

스 터렐의 작품은 눈으로

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체험이라는 독특

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왔다. 

원주의 새로운 발견 세

가지를 소개하고 마칠까 

한다. 첫번째는 연세대 

원주캠퍼스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아름답고 자연경관이 좋은 곳은 처음인것 같다. 다음에 원주

에 온다면 꼭 산책이나 도시락을 싸들고 오고 싶은 곳이고 많은 시민들도 가족단위로 소풍을 와

서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다. 두번째는 뮤지엄 산이다. 오크밸리 골프장내에 위치한 이곳 

역시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고 자연과 어우러진 미술관으로 네덜란드에 크뢸러뮐러 미술관과 견

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최고인 것 같다. 비록 많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임스 터

렐의 작품과 미술관의 자체의 건축물과 주위 공원만 해도 충분히 훌륭하고 방문할만 하다. 마지

막은 권우철 선생님이다. 원주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얼마나 하고 싶으셨으면 학회 기간내내 권우

철 선생님의 눈에서 빛이 났다. 이번 기회를 통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제대로 알리고 원주를 

소개할 작정을 하신 것 같다. 정말 완벽한 준비로 능숙한 진행과 훌륭한 장소. 그리고 마지막까지 

애쓰시는 모습에 감동이다. 개인적

으로도 더욱 친하게 되었지만 다시

한번 참가한 흉영회원으로서도 준

비하신 모든 분들을 포함하여 이번 

춘계학회를 위해 애쓰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다음 춘계학회 준비하시는 분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지만 또 다

음 춘계학회가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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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TI를 준비하며

동아의대  이 기 남

WCTI는 나에게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준비를 하였나?

WCTI (World Congress of Thoracic Imaging;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세계흉부영상의학회, 

2005년 이탈리아 피렌체, 2009년 스페인 발렌시아

에서 개최되었음)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였고, 겪어

보지도 않았던 새로운 영역과 경험을 나에게 부여했

지만, 나에게 숨겨져 있는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

는 계기가 된 일생의 중요한 일이며 준비 과정과 행

사를 치루면서 나의 일부분이 되었다. WCTI를 마치

고 돌이켜보면, 한동안은 마치 힘들었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을 치른 뒤 대학시절을 떠올

리는 기분과 같았다.

WCTI를 준비하는 기간 중 처음에는 나를 필요로 

하여 시작한 일로 생각하였지만, 어느새 좋아서 하고 

있었고, 솔직하게 말하면 한편으로는 즐기면서 준비

세계로 가는 흉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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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내가 즐겨 쓰는 문구로, 2006년 송년 심포지움에서 흉영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인사말

로 했던 문구가 실제로 실행되는 계기가 될 줄이야(知之者는 不如 好之者이고, 好之者는 不如 樂

知者. 알면서 행하는 자는 좋아서 행하는 자보다 못하며, 좋아서 행하는 자는 즐기면서 행하는 자

보다 못하다는 말로 논어에 나오는 말). 

WCTI를 내가 처음 접하게 된 것은 2004년 ESTI (European Society of Thoracic Imaging)

에서였다. 평소 가고 싶었던 로마에서 열리는 학회이기에 참가하였는데, 그 당시 우리 흉부방사

선연구회에서 제 1차 WCTI를 위한 Business Meeting(운영위원회)에 대표로 참석하라고 하

였다. 회의장에 가서 보니 동양인은 나 혼자였다. 회의 도중 로마 ESTI를 주최하는 대회장이며 

2005 WCTI의 공동 대회장인 Dr. Bonomo가 나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많이 참석

할 수 있겠는가?” “방법은 구연 이외에 포스트 전시를 많이 받아주면 좋겠다.” “구연은 발표자가 

힘들어 하지만, 포스트 전시는 전시 작품을 만드는데 노력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참여율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당시에도 해외학회에 갈때 학회 지원을 받으려면, 구연이든 포스트 전시

든 채택이 되어야 항공료 및 숙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병원에도 학회 참석을 위한 출장 허락

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많은 참석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에 골몰하던 유럽의 WCTI 준비 위

원들은 흔쾌히 나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 안은 채택되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제 1차 WCTI는 2005년 5월 말,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열렸고 나의 기억으로는 우리 흉영 회

원은 36명 참석자 전원이 구연이나 포스트 발표를 하여 최선을 다한 모습을 알리게 되었다.

그 후 서너 달이 지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날, 서울에서 임정기 교수님과 사적으로 만나

는 자리에서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느닷없이 임 교수께서 물었다. “이박, WCTI를 어떻게 생각

해?” 그 말씀은 WCTI를 개최하고 싶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즉시 “안 됩니다. 한국에

서 개최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몇 명이나 참석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임 교수님은 

“그렇지. 미국이나 유럽에서 몇 명 안 오면 힘들겠지.”라고 반신반의하는 모습이셨다. 그러고는 

화제를 바꿔 한 30분정도 다른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 불현듯 다시 임 교수님께서 “그런

데 이 선생, WCTI 말이야. 중국이 있잖아”라고 하시며 제 눈을 빤히 보시는 게 아닌가. 그때 나

의 대답은 생각과는 달리, “아. 예. 그렇겠네요.” 라고 말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숫자 계산을 마

구 하고 있었다. ‘과연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몇 명이나 올까?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을 얼마나 대

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교수님께서 엄청 WCTI를 개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두서없는 생

각이 짧은 순간에 떠올랐지만, 나의 대답에 더욱 고무되신 듯, 임 교수님께서는 “그렇지! 중국, 동



30 Years History of KSTR 

191

남아, 이런 곳에서 많이 참석할 수 있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면 가능할거야.” 하신다. 나는 속

으로 ‘어떤 분이 그 실무를 담당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겉

으로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긍정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 ‘누가’가 내가 될 줄

은 정말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다. 

실제로 우리 흉영회가 국제학술대회를 치룰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처음 공감했던 사실은 

1999년에 열린 ASDIR (Asian Seminar of Diagnostic and Interventional Radiology)을 우

리 흉영 회원 자체만의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등 적극적 내지 필사적 참여로 치루었다. 

이를 지원한 Bracco회사의 PCO(국제회의 담당) agent로부터 “매년 두 번씩 아시아에서 열리는 

seminar이지만, 지금껏 보아왔던 그 어떤 seminar보다 조직적이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완벽하게 

치루는 모임은 보질 못했다. 한국의 흉부연구회는 대단한 모임이다.”라고 하는 말을 공식석상에

서 직접 들었다. 기억하는 분들은 아직도 귀에 생생하리라 생각한다. 그 후 국제학술행사로는 한

일흉부영상의학회로 2003년 부산에서 처음 열렸고, 그때 일본 흉부영상의학회원들과 친밀한 관

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일흉부영상의학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일본에서는 아와지island, 요코하마, 오키나와 등에서 개최된 한일학회로, 우리 흉영 회

원들이 일본에 갈 때 마다 학술발표 뿐 아니라 전방위에서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서 많은 일본 

흉영 회원들이 몹시 부러워한다는 말을 Dr. Murata, Dr. Nakajima, Dr. Murayama로부터 이구

동성으로 들었다. 이분들이 아와지island, 요코하마, 오키나와 한일학회의 대회장들이었다. 국제

학술대회를 성공리에 치르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제일 잘 아는 분들의 이야기이기에 새삼 

기억에 남는 부분이다.

2006년 제 1회 ACTR (Asian Congress of Thoracic Radiology)을 서울에서 국내외 130연

자, 250여명의 참석자로 성황리에 개최한 경험 역시 우리 흉영회원들에게는 WCTI같은 큰 행사

를 치르는데 여러모로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나에게는 2007년 한일학회를 서울에서 대

회장으로 직접 치른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2008년 흉영회 20주년 행사를 계기로 다시

금 새롭게 2013년 WCTI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분위기가 고양되기 시작하였다. 전 단계인 

WCTI 유치를 위한 안건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다.

2008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ESTI에 흉영 회원들과 참석했을 때였다. 임 교수님께서 학

회가 시작된 다음날 아침 일찍 2009년 스페인에서 열리는 제 2차 WCTI 대회장인 Dr. Vilar

를 만나보라고 하셨다. 여러 생각으로 전날 밤잠을 설쳤었는데 뜻밖에, 그러나 너무나도 화통하

게 Dr. Vilar는 “다음 WCTI 개최를 원한다면, 나를 도와 달라. 내년에 열리는 WCTI, Valencia



대한흉부영상의학회 30년

192

에 많이 참석해 달라. 몇 명 정도 올 수 있겠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도 “그래. 우리

도 Valencia에 40명 이상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제 3차 WCTI를 유치하도록 도와 달라.” 

“물론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화끈한 것이 경상도 스타일 비슷하게, 정열의 나라 스페인 스타일

답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Business meeting에서 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New York에서 

STR (Society of Thoracic Radiology) 대표로 온 Dr. Naidich가 ‘한국에서 다음 WCTI를 하

려고 하니 도와주자’라고 발언하였는데, 나와는 여러 일로 면식도 있고 RSNA나 ESTI에서 만나

면 인사도 곧잘 나누던 Dr. Bonomo가 “그 일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는데 표정이나 분위기가 

반대한다는 의미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의외의 복병을 만난 것 같았다. 1, 2차 대회를 잘 치

른 ESTI회원들은 WCTI를 동양에서, 그것도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개최하면 STR이나 ESTI에서 

참석이 적어 대회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점과 지금까지 잘 해왔던 WCTI를 그르치면 4년에 한번 

열리는 대회의 명맥에 치명적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으로 염려를 많이 한 것 같았다. 

그러나 제 2차 WCTI의 Presidential dinner때 Dr. Bonomo가 임 교수님과 나와 같이 있는 

table로 와서 “축하한다. 제 3차 WCTI는 서울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데 너무 기뻐서 환성이 

터져 나올 뻔하였다. 사전에 Fleischner society에서 임 교수님께서 틈틈이 영향력 있는 분들과 

만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제 3차 WCTI 유치’라는 

엄청난 결과물을 손에 쥐고 당당히 우리 흉영 회원들에게 보고하였고, 비로소 나의 역할은 여기

서 끝났다고 생각하였다. 

9월 어느 날로 기억되는데 임 교수님께서 전화를 하셨다. “이 선생, 당신이 사무총장을 좀 해야

겠어.” 그 당시의 나의 사정은 좋지 않았다. 5년간 같이 근무하던 흉부영역 스텝이 그만두고 나가

서 혼자서 조직검사는 물론, 정말 정신없이 판독과 컨퍼런스 등 모든 일을 처리해야만 했다. 그래

서 극구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경수 선생님을 추천했다. 그리고 그 분과도 사정상 도저히 맡

을 수 없다고 통화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 교수님 전화가 한 번 더 왔다. 그리고 사무총장 임

명안은 흉영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하셨다. 상임이사회 날 억지로 시간을 내어 

회의에 앞서 사무총장 선임건의 모두 발언을 위해 참석했다. ‘병원에 일할 사람도 없고, 더욱이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오르락내리락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며, 능력과 더불어 체력도 안 될 것 

같으니 다른 분을 선임하시라’고 나름 열심히 설명했었다. 참석한 위원들이 투표로 결정할 예정

이니 나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한 30분이 더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궁금하여 상임이사회가 

열리는 방문을 노크하고 낮은 목소리로 문 가까이 있는 위원에게 물으니, 다들 쳐다보면서 미소

를 띠며 만장일치로 나더러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고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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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노라고 강변을 하였지만, 이제는 농담까지 곁들여가며 다들 반긴다. “아, 맙소사. 혹 떼려다 다

시 부치는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엄청난 고민 보따리를 안고 밤차로 부산 내려가던 기억이 아

직도 새롭게 떠오른다. ‘이제 어쩌겠나. 역시 일 복이 많구나.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2010년 오키나와 한일학회 당시부터 바쁜 학회 일정을 고려하여 조찬으로 처음 준비위원회의 

모임이 있었다. 역대회장단과 총무들 중심으로 모였으며, 국제회의에 대한 각자의 소견과 각오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같이 직접 일을 해야 될 위원 결정, 국제학회 대행업체인 PCO 선정, 지원 업

체 만남 등 결코 쉽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 대회를 치루기 1년 반 정도 남기고는 정례 조직

위원회를 구성하고 19차례의 위원회를 열어 열띤 논의와 준비 사항을 점검하였다. 

세계대회를 치루기 위해서는 국제학술대회 대행업체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약간의 우여 곡절

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일을 할 때 맡았던 팀원들은 열심히 잘 하였고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가끔은 까다로운 조직위원들의 요구에도 잘 따라주었다. 

1, 2차 WCTI의 선례대로 program은 Dr. McLoud께 부탁했고 학술은 이경수 교수가, 학술전

시는 박경주 교수, 국내 프로그램은 최요원 교수, 업체전시는 박재성 교수, 홍보는 성동욱 교수, 

간행은 정명희 교수가 맡았고 사교 행사는 박찬섭 교수, 재무는 박충기 교수께서 흔쾌히 맡으셨

다. 전반적인 기획 및 예산은 거의 매일 적어도 30분 이상 나와 통화를 나누며 점검했던 송재우 

교수, 또 국제 교류관계 및 의견 조율은 구진모 교수가 담당하였다. 프로그램을 맡은 서준범 교수

와 Dr. McLoud의 메일 교환은 나에게도 공람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어떻게나 

신속 정확하게 진행하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다들 성공적인 개최를 염두에 두고 정확한 정

보와 적합한 선택을 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각 위원회별로 세부 사

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별로 많은 모임을 가졌다. 지면에 다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모임과 진

지한 논의, 그리고 숙고한 뒤의 최종 결정, 진행, 이는 마치 커다란 톱니바퀴와 작은 톱니바퀴가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야 하는 것과 같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크고 작은 톱니바퀴가 우리 흉영 

회원들의 능력과 조직력이라면, 톱니바퀴에 필요한 적절한 윤활유는 우리 흉영 회원만의 끈끈한 

동료애와 인간애가 아닐까 생각한다.

대회를 성공리에 마치려면,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해외나 국내에서 많은 참가자

의 참석과 좋은 내용의 발표, 이를 위한 충분한 지원, 훌륭한 세계 저명 연자의 강의 및 초청이 가

능하여야 한다. 그 앞에 열렸던 대회와 달리 Fleischner Society, STR, ESTI, JSTR, KSTR의 대

표를 부회장으로 임명하여, 각 society 소속 위원들에게 계속 관심을 유지하고 각 소속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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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못지않게 많은 신경을 쓴 부분은 사교행사인데, 전 세계에서 온 참석자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좋은 기회이며, 또한 이에 못지않게 주관인 우리 학회의 발전한 모습과 학회 전반의 조

직적 운영에 많은 중점을 두었다. 학회 기간 중 웰컴리셉션, 프레지던셜디너, 갈라디너를 포함한 

학회기간 중 점심까지 미리 시식하고 또 행사에 필요한 와인을 시음하고 결정하여 나름대로 만반

의 대비를 하였다. 행사를 멋지고, 남다르게 하기 위해 서울 음대 대학원생, 오페라 가수 등의 섭

외, 외국 참자가들에게 극찬을 받았던 갈라디너에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따라 배우기’ 등 다양

한 아이디어를 내고 진행하였다. 

전시업체 및 후원업체를 위한 특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WCTI 개최에 관한 취지를 설

명하고 협조를 부탁하였

으며, 2011년부터 매년 대

한영상의학회 때부터 모

든 전시업체를 방문하고, 

그 중 대표적인 업체의 대

표 인사들과 각각 개별적

으로 수십여 차례 설명회

를 가졌다. 업체는 진정으

로 우리에게 필요한 파트

너라는 생각으로, 항상 진

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

누었다. 그 중 기억이 많

이 나는 부분은 2010년부터 2012년 RSNA 때까지, 매년 WCTI business meeting을 하였는데, 

학회기간 중 이틀 동안은 임 교수님과 전 세계 대표기업의 마케팅 대표자들과 미리 만날 시간을 

국내에서부터 예약하였고, major group의 global team과 온종일 설명회를 가졌다. 그 외 ECR, 

ESTI 등에서도 나는 혼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marketing과 영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명함에 그 사람의 인상과 특징까지 적어두고 어떨 때에는 그림으로 그려두고, 다음에 만날 

경우 가능한 이름과 담당 업무를 기억하려 노력하였다. 단순한 협조 업무로 만나 업무만 대화하

면 이보다 힘들고 지겨운 일어 어디 또 있을까. 나와 다른 영역에서 내가 잘 모르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세상의 단면과 단상을 알게 되고, 이 또한 귀중한 체험으로 생

각하고, 느끼고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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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의 성공은 참가자가 몇 명이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이 참석하면 당연히 

좋은 강좌나 발표가 뒤따르게 된다. 특히 많은 참석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홍보도 많이 

하였는데, 중국 상하이 흉부영상의학회에 참석하여 강의 이외에도 특별히 중국 각 지역에서 온 

중국 흉부영상의학회의 대표들에게 WCTI 참석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고,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

시아 영상의학회에 홍보팀과 같이 홍보하며, 설명회도 가졌다. 임 교수님은 러시아에서 강연시 

홍보도 하였다. 

또한 우리 흉영 회원들도 학회 참석이나 강연시 많은 홍보를 하였는데 해외학회나 국내학회에 

나갈 때에도 홍보물을 가져가고 눈에 띄는 좋은 자리에 포스터나 전시 홍보물을 붙이거나 학회장 

앞 탁자에 두려고 새벽부터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특히 터키에서 우리가 개최하

는 WCTI에 많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서, 단일 국가로 다섯 번째로 많은 참석(28명)을 하였다. 

또한 국외 발표와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WCTI 개최 이래 처음으로 젊은 영상의학자를 위한 장

학금제도를 마련하였다. 동남아에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흉부영상에 관심 있는 영상의학자를 대

상으로 지원하였다. 우리 흉영회의 자랑인 위클리 퀴즈의 최다 정답자를 초청하고 시상하여, 우

리 흉영회를 홍보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프레콘그레스때, 코엑스 1층의 그랜드 홀 5방을 다 열기로 결정하였을 때의 일이다. 몇몇 위원

들은 방을 5개나 다 여는 것에 회의적이었다. 본 학회 전날 전공의를 위한 연수강좌를 진행하여 

관심을 끌어 모으려는 전략의 일환이었지만, 미만성 폐질환 부분만 제외하고는 우리말 강좌이고, 

개최전이라 외국 참가자가 몇 명이나 올까 의아심이 든다는 것이었다. 공연히 대회장만 크게 열

었다가 참석인원이 적으면 시작부터 보기도 썰렁하고 실망스럽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렇지

만 과감하게 다섯 방 모두를 여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학회장 5개 방을 둘

러보고, 정말 다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니 새삼스럽다. 프레콘그레스 연

수강좌에 외국인을 위한 통역을 준비하고 통역기 150여기를 준비하였다. 개최 첫날, 아침에 접수

현황을 체크하고 간단한 회의 마치고 통역 상황과 참석인원을 보고자 다시 학회장을 찾았을 때, 

밤새의 걱정은 순식간에 환의의 탄성으로 바뀌었다. 외국인 200여명을 포함하여 1,000여석이 

거의 다 찼다는 보고를 받았다. 특강으로 국내 전공의와 해외에서 오는 젊은 영상의학자를 위한 

프레콘그레스의 미만성 폐질환의 연수강좌에 Dr. Webb과 Dr. Itoh를 초청하고자 메일을 보냈

는데, 두 분 모두 젊은 영상의학자를 위한 강의를 부탁한다는 요지에 흔쾌히 승낙하고 일정을 조

절하여 주셨다. 이 session의 좌장을 보기위해 5개 방이 열린 단상에 올라 1,000여 참석자를 보

는 순간, 가슴깊이 전해오는 희열에 그간의 모든 고생과 힘들었던 고통이 단숨에 사라졌다.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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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있던 날, 평일인데 방

을 몇 개 여는가 또한 관건

이었다. 적어도 15분전에 사

무실에 알려주어야 방 정리

를 한다고 하는데 학회가 열

리면 방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한다. 방을 열어서 참가자가 

적으면 썰렁해 보이고, 가운

데 큰 방 하나만 열면 초라

해 보이고, 아침부터 참가자 

수 파악에 고민하던 중 또 

한 번 더 과감하게 4개 방을 통합해서 열기로 결정하고 노심초사 하였는데, 폐회식 때 자리가 다 

찼을 때는 정말 참석자가 너무나도 고마웠다. 

국내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우리 학회와 유관한 호흡기학회, 폐병리연구회, 흉부외과, 

가정의학과, 방사선사협회 및 군의관의 참석을 위해 의무사령부 등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특히 

대한호흡기학회 집행부와는 특별한 간담회를 열어서 홍보하였다. 그 결과 대한호흡기학회 춘계

학회에서 바쁜 호흡기 학회 스케줄에서 시간을 할당받아 성동욱 교수와 각각 양방으로 나누어 

10여분씩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기억이 나는 일 중 하나로, 호흡기학회 회장단과 조찬모임을 하던 날 전날 밤 상경하고 회의 후 

오전에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몸은 물젖은 솜털처럼 피곤하였지만, 그 회의 결과에 아주 만족

하여 정신만은 너무 가볍고 상쾌하였다. 실제 호흡기학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가하였다. 

서울을 수 없이 다녔지만, 제일 곤란한 회의 시간은 아무리 조절하여도 시간을 점심때 밖에 낼 

수 없어서 점심때 설명회를 가질 경우였다. 당시 임 교수님께서는 서울의대 학장님, 연이어 두 번

의 서울대학교 부총장님(연구 연임으로 기획)으로 정말 바쁘셨다. 이미 후원과 지원을 바라는 우

리의 입장에서 후원업체 대표들과의 시간 약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 나는 아침에 상경하여 점

심 때 회의나 설명회 후 오후에 부산으로 내려가면, 혼자서 처리해야 했던 병원일은 그때부터 하

였으니, 그 다음날도 헉헉 대기 일쑤였다. 되돌아보면 어떻게 해냈나 싶고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솔직한 심경이다.

한 삼년간, 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2013 WCTI의 성공적인 개최라는 일이었다. 부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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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집담회가 있거나 다른 지역에서 있는 모임에서도 우리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전공의가 모이

는 자리라면 WCTI 홍보가 당연하였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저절로 WCTI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 것 같다. 그 뒤 WC라는 글만 봐도 흥분이 되곤 하였다. 비단 나만이 아니라 조직위원들 모

두, 그리고 우리 회원 모두가 기회만 되면 홍보를 하였다고 알고 있다. 

WCTI 대회 준비 중 제일 난처하였던 일은 학회 개최가 거의 임박했던 2013년 봄, 북한의 위협

으로 참가를 신청했던 몇몇 분들이 취소하고, STR 등 세계학회의 대표들로부터 한반도 정세에 

관한 문의가 왔을 때였다. 문의사항에 임 교수님은 국내외 정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안

심하고 참석할 수 있게끔 답장을 보냈다. 그 당시 매일 CNN, Newsweek 등 백악관의 정통한 소

식과 많은 정보를 분석하였다고 한다. 

준비 기간 잊을 수 없는 일화 중 하나로 프레지던셜 디너가 옥외에서 열렸는데 이에 대한 사전 

미팅에서 학회기간 중 10년

간 날씨예보를 다 분석해보

자고도 하였으니, 그야말로 

열정과 열심히 노력하여 준

비하였다고 하겠다. 두서없

이 준비과정에서 있었던 일

들을 적어 보니, 다시금 힘

들었지만 평생 잊을 수 없

는 가슴 벅찬 추억과 뿌듯

함이 불현듯 밀려와 가슴과 

뇌리에 깊이 자리함을 알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우리 흉영 회원들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 “열심히 홍보하고 도와 주

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송재우 교수와 구진모 교수에게 고맙고 수고하셨다고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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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PFI 2017을 되돌아보며…

전북의대  진 공 용

서울 아산 병원 이상민 A 교수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한다. 

“흉영 30주년 책 발간을 준비중인데 원고 부탁합니다”…IWPFI 2017에 대한 원고 청탁.. 이 때

가 2018년 5월인가보다. “네”라도 대답을 하고, 몇 달이 지나도록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고 문득 

생각이 나서 2018년 9월의 마지막 밤을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이래도 되나??? 그리고 밤 늦게 컴

퓨터 앞에 앉아서 2015년으로 기억을 되돌린다.

그 날도 여전히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업무를 시작해서 판독, 조직검사 등 정신없이 일과를 보

내고 있는 도중 연구실에서 잠시 한

숨을 돌리고 있었다. 핸드폰에 서준

범 교수님의 번호가 떴다. “무슨 일

이지?”. 서준범 교수님과는 오랜 친

분이 있어서 가끔은 이런 저런 일로 

통화를 하는 편이라 아무 생각없이 

전화를 받았다. 요지는 2017년도에 

제 8차 국제 폐 기능 영상 워크샵(이

하, IWPFI)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

이고, 조직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사

무총장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사

실 당시에는 너무 바쁘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모든 일들을 서서히 정리를 하려고 맘먹고 있던 때

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서교수와 쌓았던 관계로 인하여 이런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할 수는 없

어서, 그가 전화상으로 하는 말을 묵묵히 듣기만 했다. 그 당시 나는 IWPFI가 어떤 학회인지도 

몰랐고, 그 학회에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어서 내가 사무총장으로써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감

이 오질 않았다. 오히려 수락을 했다가 서교수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인 두려

움으로 다가왔다. 한참을 듣다 보니, 이미 조직위원회 구성을 나의 절친인 백상현 교수와 서교수

가 어느 정도 구상을 해놓고 나에게 전화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지방에 있고, 매 번 



30 Years History of KSTR 

199

서울에 올라오기가 어려우니까 백교수와 같이 상의해 가면서 일을 해보자는 제안에 겁도 없이 사

무총장직을 수락했다. 사실 난 직책이나 직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 서교

수가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도와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준범, 백상현, 권우철, 나, 

네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지나고 보면 2015년도부터 준비해서 2017년 3월에 IWPFI 2017를 끝마칠 때까지 어떻게 시간

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조직위를 구성하고, 신보교 사무국장을 영입해서 사무국을 만들었고, 총 

13번의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학회를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잡음과 갈등이 없이 서준범 조

직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팀으로 준비가 잘 된 학회라고 자부한다. 사실 이 모든 것은 WCTI

를 하면서 얻었던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고, 결국 WCTI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마쳤던 선배 흉

영 회원님들 덕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잘 되도 조상 탓, 못 되도 조상 탓이란 말이 있듯이 2017 

IWPFI는 흉영 30년 역사의 흐름 속에 띄웠던 작은 조각배 같은 학회였고, 조직위를 포함한 많은 

흉영 회원님들의 도움으로 같이 노를 저었기에 WCTI에 이어서 2017 IWPFI까지 성공적으로 마

칠 수 있었다. 서준범 조직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사무총장으로써 무사히 학회를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모든 흉영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처음 사무총장직을 부탁 받았을 때 고민은 사무총장으로서 내 역할이었다. WCTI 사무총장이

셨던 이기남 교수님을 만나서 학회를 어떻게 준비하셨고, 이 때 발생했던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많은 것을 여쭤보았고,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다. 

사무총장의 역할은 조직위의 사무국을 잘 운영하고, 조직위원장을 잘 보조하고, 학회가 성공적으

로 개최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직위를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그 때 알았고, 다행이 이 때 

영입한 신보교 사무국장이 있었기에 큰 차질없이 학회를 마칠 수 있었다. 신 사무국장에게 참 감

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향후 후배 흉영 회원이 세계 학회를 준비한다면 이기남 교수님이 나

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후배 교수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만한 경험을 얻었다는 것이 나에게는 평

생 자산이 아닐까 생각한다.

IWPFI 2017의 나의 에피소드는 무얼까? 첫 째는 이 학회를 준비하면서 서준범, 백상현, 권우철, 

나, 이렇게 넷이서 골프 모임을 몇 번 했다. 물론 이 모임은 학회와는 별개인 친목 모임이었다. 그

러나 미묘한 경쟁 의식은 모임을 갖기 전에 연습장을 다니게 만들었고(개인적으로 다른 골프 모

임의 경우 연습은 하지 않음), 동반 라운딩을 할 때는 좀 더 열심히, 집중해서 경기를 했던 것 같

다. 겉으로는 즐기는 것처럼 속으로는 더 잘 치려는 경쟁심, 긴장감이 우리들의 골프 모임에는 늘 

있었던 것 같다. 동반 라운딩 중 2016.4.16 히든 밸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홀인원을 했다. 운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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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다. 우리 넷은 이것이 IWPFI 2017의 성공을 예감하는 것이라고 서로 즐거워했던 기억은 잊

을 수 없다. 지금도 우리 집 책장에 잘 간직하고 있는 홀인원 기념트로피는 나의 소중한 IWPFI 

2017의 추억이다. 두 번째는 권우철 교수의 IWPFI 2017 불참이다. 처음부터 같이 준비하고, 같

이 고생하면서, 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고 항상 이야기 했는데, 권우철 교수가 학회 시작 전

에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어깨를 다치면서 수술을 하고, 이로 인해서 결국 IWPFI 2017에 참석

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이 때 우리 모임의 “심청”이 권우철 교수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참으로 

안타까움이 먼저였지만 심청이 심 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고 봉양미 삼백석에 팔여갔듯이 권우

철 교수가 운동중에도 이 학회의 성공적인 개최만 신경쓰다가 어깨를 다쳤기 때문에 남은 사람

들이 더 집중해서 마무리 잘 하자고 했던 기억이 있다. 아무튼 권 교수의 간절한 기원이 성공적인 

IWPFI 2017 마무리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는 믿는다.

IWPFI 2017와 같은 학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었다. 다행이 많은 후원

사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내가 곁에서 보았을 때 서준범 조직위원장은 기금 마련을 위해

서 걱정을 하면서 참 많은 노력을 했고, 이에 부응하여 조직위원회와 많은 흉영 회원들이 도와 주

셨기에 학회를 진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금을 만들 수 있었다. 이 기금으로 많은 저명한 해외

연사들를 초청하고, 폐 기능 영상에 대해서 문외한인 동남아시아 국가에 장학금을 만들어서 젊

은 영상의학 의사들을 초청하고, 전공의들에게도 폐 기능 영상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

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 기금의 사용을 오로지 IWPFI 2017의 수준 높은 학문적인 교

류와 다양한 폐 기능 영상 지식의 전달에 초점을 맞췄기에 학문적으로 풍요로운 학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드디어 오랫동안 준비했

던 학회가 시작되는 날이

다. 2017년 3월 24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전 7시경 

서울아산병원 학회장에 갔

다. 아직 아무도 없다… 정

적만이 흐른다. 조금 시간

이 지나자 사무국 직원 한, 

둘 나와서 접수 준비를 하

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30 Years History of KSTR 

201

후원사들이 부스 준비를 한다. 서준범 조직위원장이 왔다. 걱정이 되서 어제 한 숨도 못 잤다고 

한다. 꿈에 학회장에 거의 참석자가 없는 악몽을 꿨다고 초조해한다. 얼굴이 안쓰럽기도 하다. 예

상 등록 인원은 332명. 사실 난 전혀 걱정을 안 했다. 난 매사에 긍정적이고, 또 이렇게 열심히 준

비를 했는데 학회가 실패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준범 조직위원장이 예상하

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새벽에 해가 뜨고, 눈부신 햇살에 눈을 뜨지 못하듯 히잡을 쓴 여성 참가

자들이 우르르 물밀듯이 학회장 입구로 들어와서 접수처가 난리가 났다. 이것이 무슨 일??? 양

복을 잘 차려 입은 유명 해외 연사를 품위 있게 맞이하려는 서준범 조직위원장의 예상을 깨고 왁

자지껄 소란스럽게 학회 접수가 시작되었다. 서준범 조직위원장의 입가에 웃음이 돈다. 이렇게 

IWPFI 2017은 시작됐다… 

IWPFI 2017. 나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이런 기회를 주고, 이 기간 동안 인생의 

동료로서 같이 했던 서준범 교수님. 나의 절친 백상현 교수, 권우철 형님은 흉영 회원이 되고 나

서 17년이 지난 지금 내가 얻게 된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지나고 보면, 흉영 30년 기간 중 

후반 15년 정도 회원으로서 활동을 했다. 흉영 회원이 된 이후 흉부 영상에 대해서 많은 지식적인 

도움을 얻고, 연구에 도움을 얻고, 인간적인 성장을 했다. 처음 흉영 회원이 되었을 때 저녁 늦게

까지 술잔을 기울이면서 흉영 선배님, 동년배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만 있다면 나중에 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첫 다짐이 IWPFI 2017 사무총장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IWPFI 2017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

록 도와주었던 조직 위원들, 흉영 회원님들, 사무국 직원들, 후원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가 흉영 30주년이

다. 앞으로 40주년, 50주

년이 오겠지. 개인적인 바

람은 강물이 흐르듯이 새

로운 인재가 영입이 되고, 

기존의 회원들은 서로 인

간적인 어울림으로 서로

에게 도움이 되면서 멈추

지 않는 강물처럼 잔잔히 

이 역사가 지속되길 바란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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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레이트 연합국 (UAE)의 영상의학 

서울의대 명예교수/성균관의대 석좌교수  임 정 기

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은 한국의사들에겐 생소하고 거리로나 정서 상 먼 나라이다. 역사상 한

반도와 중동은 언제부터 교류가 있었을까.

세계4대 여행기로 꼽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1275-1292),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14 

세기), 도오리크의 “동유기(14세기)” 에 앞서는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 (723-727: 8년간의 

인도와 중앙아시아 이슬람권 여행기) 이 가장 오래된 4대 여행기임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슬

람 문명권은 언제 한반도에 도래하였을까. 경주 괘릉리에 있는 신라 38대 원성왕(706-798)릉 에 

있는 무인석상(전통적 아랍인의 복장과 두상)은 이미 1300년 전에 그들이 도래하였음을 증명하

고 있다.   

United Arab Emirates는 아라비아 반도 동측의 걸프해에 연해있고 이란과 최단거리인 호르무

즈 해협의 남단으로서 지정학적 요지이며, 이러한 이유로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 시대 영토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622년 선지자 Mohammad의 계시로 시작된 이슬람 문명은 찬란한 꽃을 피

워 15세기까지 이어진 구라파의 중세 암흑기를 비추어 르네상스의 발판이 된다. 이어서 대항해시

대(15-18세기), 산업혁명(18-19세기)을 거치면서 구라파는 세계의 중심이 된 반면, 아라비아 반도

는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오랜 지배와 대항해 시대의 결과로 이어진 식민지화로 쇠퇴의 역사를 밟

는다.     

United Arab Emirates는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근의 7개 부족의 연합국가로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된다. 1960년대에 석유 시추가 성공하면서 세계 제 6위 산유국으로서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막대한 기간산업 투자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개발을 이룩한다. 일례로 

두바이 공항은 1980년대부터 현대식 공항 확장으로 현재는 세계 제 1위의 국제항공 탑승객 수를 

확보하고 있다.    

UAE 의료기관은 한국과 달리 대형 대학병원은 없고, 대부분 특정 분야에 특화된 병원이 중심

을 이룬다. 정부 산하의 병원도 있으나 대부분 사립병원이다. 병원을 외국의 유수 대학병원에 위

탁하여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 병원들은 UAE에서 질적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표적 병원이다. 

Abu Dhabi의 Cleveland Clinic, Al Ain의 Tawam Hospital (Johns Hopkins 병원 운영),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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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Ras Al Khaimah의 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 (SKSH,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등이 

그들이다.

UAE의 영상의학회는 학회의 조직이나 활동이 초보적 단계로서 공식 연례학술대회를 2016년

에 처음 개최하였고, 학회 주관의 연수 교육도 년 1회 개최하고 있다. 의사 및 방사선사 등을 대상

으로 한 연수교육은 자주 열리고 있으나, 이는 학회 주관이 아니고 각 병원단위로 개최하는 것이 

특징이다. UAE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의사는 100명 내외이고, 그중 UAE자국민은 

30명 정도로 추산된다. UAE의 두바이에서 매년 개최되는 Arab Health Conference는 참석자

와 전시업체의 수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종합의학 학술대회중 하나인데, 이 중 영상의학 session

인 “Total Radiology”는 오스트리아의 Graz대학 영상의학과 교수가 program director를 맡고 

있다. 그만큼 UAE 자체 영상의학자들은 학술대회의 경험이 적고 입지가 약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사이 Emirates 영상의학회 연례학술대회는 참가인원이나 내용면에서 비약

적 발전을 이루고 있고, 2018년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흉영회 회원을 연자로 초청하는 등 국제

화를 추구하고 있다.     

UAE내에 5개의 의과대학이 있는데, 이중 UA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Health 

Sciences가 유일한 국립대학이자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서, 중동지역 대학평가에서 5위를 차지한

다. 이 대학은 UAE 자국민에만 입학이 허락되며 학생들은 국가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한다. 

자국민으로서 전문가가 극히 제한 적이므로 대부분의 교수를 외국에서 초빙한다. 영상의학과의 

경우 교수 요원은 5명에 불과하고 이들 전원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의과대학과는 인적 자원 면

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처럼 의과대학생의 임상실습이 해당 대학병원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종합병원에 위탁하므로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UAE의 영상의학과 전공의 과정은 지정된 수련병원에서 이수할 수 있는데, 아랍권의 수련병원 

지정은 Jordan에 위치한 Arab Board for Medical Specializations에서 관장한다. 현재 UAE의 

영상의학과 수련의는 총원 25명 이내이다. 수련을 마친 후 fellowship training 과정은 개설되

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fellowship training을 할 수 있는 세부 전문의가 거의 없고 90% 이상

이 general radiologist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UAE의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 

강의를 하였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였던 전공의 과정을 마쳤거나 4년차 전공의 여러 명이 필자가 

근무하였던 SKSH에 fellowship 개설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전공들을 대상으로 한 interactive 

teaching session에 KSTR의 Weekly Chest Cases를 무작위 선택하여 전공의로 하여금 토론을 

하게하고 이어서 필자의 토론, 이어서 답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그들은 전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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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생생한 수업방식에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UAE는 주요 산유국으로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혁신적 경제 개발에 성공한 국가라 할 수 있다. 

실제 두바이로 대표되는 첨단 혁신 도시는 UAE의 자랑이며, 석유 고갈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도

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짧은 독립국으로서의 역사는 포괄적 국가발전에 풀어야 할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교육과 의료 인프라 구축 등이 그것이다. 조선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끊

임 없이 강조하며 민립대학의 설치를 백성들의 의지로 관철한 역사가 있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

서 입학한 학생들은 피나는 노력으로 학업에 임하였으며, 졸업 후 그들은 후학을 양성하는 인재

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한국은 6.25의 폐허를 딛고 단 시간 내에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반면, UAE

에는 그러한 역사가 없었다. UAE의 국가 지도자들은 산유국으로서 이룩한 외형적 성장에 걸맞

는 자국민 인재양성이 이루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아라비아 반도 국가 중 Jordan과 UAE는 좋은 대비를 이룬다. 즉 Jordan은 비 산유국가로서 일

인당 국민 소득이 5천 달라 정도인 반면, UAE는 이의 10배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Jordan

인들은 교육이 자녀의 앞날을 헤쳐 나갈 유일한 동력이 된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UAE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Jordan에는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인이 다수 양성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

가 UAE에서 취업을 하고 있다. 또한 전술된 바와 같이 UAE의 전문의 수련병원 지정을 Jordan

의 기관에서 관장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산유 가치의 이중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북 아메리카 및 유럽을 넘어 세계적 관심과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UAE는 전문가를 우대하고 일반적 인식과 달리 테러로 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는 점에서 

기회의 땅이다. 그러나 한국과 문화, 제도, 사회 구조상에 큰 차이가 있음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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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KSR-MSR Friendship Symposium을 다녀와서

울산의대  김 미 영

참석자 : 서준범 (대표), 이창현 (간사), 함수연, 김미영, 정정임, 정세민 

날짜 : 9월 19~21일 

장소 : 울란바토르 (수도)

출발 전부터 우리 멤버들은 정신이 없었다. 강의록이나 슬라이드가 필요 없다고 해서 방심하고 

있다가 출국 바로 이틀 전에 강의록과 슬라이드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우리도 미리 모임을 진행한 적이 없는지라 서로 인사를 겸하여 19일 금요일 11시 30분에 인천

공항 몽골항공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모여 같이 식사하면서 case presentation 등에 대해 서로 

간단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모든 일정은 동국제약이 KSR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었고, 

따라서 일정에 동국제약에서 김동인 부장님과 김창현님께서 함께 했다.

비행시간은 약 세 시간이었고 시차는 한 시간이었다. 공항 이름이 칭기스칸이다. 공항 영접은 

몽골의 젊은 영어를 상당히 잘 하는 의사가 해 주었다.

몽골의 인구는 삼백만 정도 되는데 한 백만은 울란바토르에 산다고 한다. 시내로 들어가는 도

로와 수도 울란바토르는 나의 기대와는 달리 거대한 공사장이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

하는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다.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빈약해서 매우 교통이 혼잡하다. 끝

없는 초원에 맑은 공기를 예상했는데 중국 못지 않은 공해가 심한 도시에 밋밋하고 멋 없는 콘

크리트 건물투성이였다. 특히 겨울에는 석탄을 때므로 더 공기가 나쁘다고 한다. 도착 당시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였고 초원은 벌써 갈색이다. 우리나라보다 10여도 낮은 날씨였다. 겨울은 영하 

30~40여도 라고 한다. 

금요일 당일 비공식적인 저녁 식사가 있었다. 몽골 전통 보드카와 맥주를 마셨는데 술 이름이 

모두 칭기스칸이다. 

숙소는 한국사람이 운영하는 SUNJIN GRAND HOTEL이었는데 소박한 호텔로 방이 운동장

처럼 넓었다. 밤에는 많이 추웠다. 

우리는 여장을 풀고 강의 준비도 하였는데 서 선생님이 계속 강의 쉽게 하고 통역이 있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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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 짧고 쉽게 준비하라고 하였다. 이미 슬라이드는 보낸 상태이고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잘 몰

라서 대략 난감했다. (case 잔뜩 넣은 IIP update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영어

로, ……휴~)

다음날 아침에 아래 일정에 맞게 시간 맞추어 학회장에 도착했다. 학회장은 아무 준비가 되어 있

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설치하고 준비 하면서 10시경에야 강의를 시작 할 수 있었다. 그러

나 막상 시작 하니 ‘현지의 느림의 미학’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 주었다. 우리 말고는 바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관중들도 10시 경에야 나타나기 시작 했으니까…… 땅덩이가 커서 그런가...?

다음은 일정표이다. 몇 시에 끝났을 지 맞추어 보시라….

President: Dr. D. Gonchigsuren, Mongorian Radiological Society

Main Coordinator: Dr. Amgalan Ariunbold Gankhuyag

KSR-MSR Friendship Symposium 2014" Chest Radiology: Infection & Interstitial Diseases

09:00-09:30 HRCT pattern approach and differential diagnosis  이창현 

09:30-10:00 Updates in idiopathic interstitial lung disease 김미영

10:00-10:30 Eosinophilic lung disease 서준범

10:30-10:50 Coffee break 

10:50-11:20 Infectious disease 정정임 

11:20-11:50 Pulmonary tuberculosis and NTM  정세민 

11:50-01:00 Lunch

01:00-01:30 Lung cancer staging  Prof. Gonchigsuren

01:30-02:00 Chest Nodules: Top 5 Diagnoses  Prof Erdembileg Ts

02:00-02:30 Primary and Metastatic cancers in initial CT scan 함수연 

02:30-02:50 Coffee Break 

02:50-03:20 KSTR case presentation 1 정정임, 김미영, 서준범 

03:20-03:50 KSTR case presentation 2 함수연, 정세민, 이창현

03:50-04:00 Questions and/or Discussions 

동시 통역도 아니고 모든 강의는 한 줄씩 몽골 영상의학과 의사에 의해 통역 되었다. 참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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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50여명으로 90% 이상이 여자였다 대부분 젊었다. 관중들은 꽤나 열정적이었고 통역하는 몽

골 의사(Dr. Kunran, Dr. Arnold, etc.) 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모든 내용을 통역했다(우

리가 슬라이드에서 건너 뛴 내용까지..) 6시경에야 모든 심포지엄의 일정이 끝났다(두 몽골 의사

는 우리들 보고 준비 한 것 다 내놓고 가라고 자신의 강의를 기꺼이 skip 했다). 우리는 관중들의 

진지한 태도와 그 에너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무도 시간 넘긴다고 스케줄 바꾼다고 꿍시렁 

대는 사람이 없었다.

저녁에 공식 만찬이 있었다. 나는 브라이언이라는 젊은 몽골 의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브라이언은 미국 보스톤에서 약 2년 지내서 영어가 아주 능숙하다. 브라이언과 나는 나이와 세대

와 지역을 넘어서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다른 젊은 친구들도 궁금한 것도 많고 욕심도 많았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과 동경(흉영 자체 교과서, 의료 시스템, 교수진의 실력 등)을 가지

고 있는 것 같았다. 거기서 고대 안암병원의 김윤환 교수님과도 만났는데 몽골 의료 봉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김윤환 교수님의 그 동안 몽골에서 하신 일들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

다. 브라이언이 ‘김윤환 선생님은 몽골 의학회의 father’ 라고 말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이후 우리 멤버들끼리 숙소 호텔에서 2차를 하며 맥주로 소감을 나누었다. 나는 또 한번 우리 멤

버들도 열정 덩어리들이라는 것을 느낀다. 

다음날 우리는 각자 일정에 따라 출국했고 세 여인들은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갔다. 사실 학회장

에서는 동료들의 강의가 많이 지겹기도 했었고, 예측 안 되는 일정과 일들이 많아 당황되었고, 물

과 온도와 위도와 고도가 바뀌어서 그런지 많이 피곤하기도 했었다. 사실 학회장에선 와이파이 

안 되는 것 등을 보고 여기 왜 온다고 했을까 후회도 했었는데 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황량하

기 그지 없는 몽골을 내려다 보니 내가 느끼고 얻은 것이 얼마나 많고 그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얼

마나 많이 받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감사한 마음이 컸다. 그들은 그 동안 잊어 버린 나의 ‘초심’

을 일깨워 주었고 한 방향으로 경직된 내 생각을 유연하게 해 준 것 같았다. 어느 순간 다음에도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눈매가 초롱초롱한 몽골 의사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고 논문도 같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인천 공항 상공에서 보니 우리나라는 나무들이 푸르고 바다

가 조화롭게 펼쳐져 있고 도심은 아름다웠다. 아! 이 땅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대한영상의학회와 흉부영상의학회는 얼마나 훌륭한지... 앞으로 몽

골영상의학회와 몽골흉영회 (곧 만들어 질 예정) 가 우리와 같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 보는 것

도 큰 즐거움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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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같이 선생님들이 다녀와서 보내 준 편지 입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중하고 즐거운 경험 같이 하게 되어 고맙습니다. 

서준범 ~ 

좋은 시간 나누는 기회를 함께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월요일 일상으로 돌아오니 그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모두 건강 주의하시고 소중한 추억 함께 한 친구가 생겨 행복합니다!!

함수연 ~

저 역시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선생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더욱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펠로

우 시작 이후 저는 언제나 흉영회 선생님들의 가르침으로 성장해왔다고 생각해왔고 마음 속 

깊이 감사한 마음이었었습니다. 이번 몽골 여정에서도 역시 존경하는 선생님들의 일거수 일

투족을 가까이 뵈면서 다시 한번 제게 깨달음의 시간이 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 충만합니다. 

다음 모임에서 다시 한번 회포를 풀기를 기대합니다.

정세민 ~

몽골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심포지움을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RSNA나 ECR도 좋지만 아시아지역의 여러 나라들에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KSTR에서 뜻 깊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기

회가 있어서 함께 뵙길 바랍니다. 

이창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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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CR을 다녀와서-

고려의대  추 지 영

전공의 3년차 때와 fellow 1년차 때 RSNA를 다녀와서 이번엔 

ECR을 가보겠노라 결심했더랬죠.

사실 인턴 마치고 한 해를 여행만 다니며 살아보고 싶어서 인턴 

때 모은 돈을 모두 써가며 여행을 했는데 많은 나라를 가본 건 아

니었지만 또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비엔나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학회 첫째 날 저녁에 도착하여 둘째 날부터 참석을 하였는

데 Austria Center Vienna는 RSNA의 McCormick Place에 비

해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정신이 없다는 생각

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항상 있다는 로비의 꽃 앞에서 증명사진

을 한 번 찍어주고 반짝이는 빨간 사과를 받아 들고 chest session 

room으로 향했습니다. 

겉은 회색부직포에 안쪽은 이번 ECR의 로고인 부숴진 항아리

pattern (broken multicoloured pottery)의 천을 댄 가방을 나눠

줬습니다. 혹자는 버리면 아까워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

하였다 하였고 혹자는 참 독특하고 예쁜 디자인이었다 라고도 하

더군요.

처음 들은 세션은 lung MR에 이어 lung nodule이었고 역시 f/

u, low dose, GGO or subsolid nodule 등에 관한 요즘 연구들

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dose reduction, thoracic intervention에 

관한 scientific session이 있었고 두경원 선생도 CT algorithm

과 dose의 변화를 통한 nodule evaluation에 관한 구연을 하

였습니다. 또한 pulmonary infection, pulmonary embolism, 

multidisciplinary scenario 등에 관한 session도 있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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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토픽은 “오오-!”하며 즐겁게 듣기도 했고 어떤 주제는 꼭 들어야지 하며 아침 일찍 가서 자리

를 잡았으나 그저 저널 몇 가지를 정리해서 발표해서 아쉬웠던 것도 있었습니다.

경원이를 포함하여 이번 ECR에서 KSTR 회원 구연자들께서 WCTI를 홍보하는 대문짝만한 포

스터를 마지막 화면에서 보여주신 덕에 질의 응답 시간에 청중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한 매 

session마다 이기남 교수님께서 WCTI홍보를 위해 애쓰셨습니다. 덕분에 어떤 한 좌장은 “다들 

오시리라 믿는다”며 WCTI 홍보를 거들어줬답니다. 

스크린이 다섯개나 되는 커다란 방에서 presentation을 들었는데 역시 저는 영어가 짧아 멀리

서 하는 질문들이 잘 안 들려서 돌아가면 영어공부를 해야지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결국 늘 학회

가 끝나 한국에 도착하면 잊고 마는 다짐이었지만요. 전시부스는 조금 열심히 보고 듣고 싶었지

만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사람들로 넘쳐서 한 바퀴도 돌지 못할 정

도였습니다. 삼성이 내놓은 초음파와 CT를 슬쩍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엔 방과(?) 후에 있었

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

니다. 

우선은 제가 너무너무 좋

아하는 Egon Schiele의 그림

을 또 보고 싶어서 Leopold 

Museum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2006년에 같은 곳에서 그의 

자화상과 붉은 노을 그림을 

보며 붓 털 한올한올의 감촉

이 살아있는 거 같다며 도대

체 이 젊은이(28세에 인플루

엔자로 사망)는 이런 굉장한 

작품을 남겼는데 난 뭘 하는 

거지..하며 한 자리에 삼십 분

이 넘게 서서 눈물이 날 뻔하

게 받았던 감동은 다시 생기



30 Years History of KSTR 

211

지는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나이

가 들고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가 되

고 결혼을 하고 애

기를 낳는 일련의 

너무나 인간적인 

활동들을 하다가 

제 감수성이 사라

진 탓도 있는 것 같

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이곳에

서 이런 그림을 그

린 사람을 재회하

여 긴 이야기를 나

눈 것처럼 무척이

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엽서와 노트를 마구 집어 사왔지요.

또한 Hundertwasser! KunstHaus Wien을 또 갔더랬죠. 안타까운 점은 작품들의 절반 이상은 

벨베데레로 가져가서 기획전시를 한대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작품

들을 보고 작가들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이 오후 시간에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비엔나 사람들은 참으로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

마 안 가서 MQ (museum quatier)가, 얼마 또 안 가서 

Wien Secession이, 또 얼마 안 가서 KunstHaus Wien

이.. 널려있는 게 미술관이고 작품이고 예술이니까요. 조

금 늦은 밤에는 트램을 타고 비엔나 시내를 돌기도 하고 

시청사거리에서 같은 병원 펠로, 전공의들과 신나게 웃

으며 걷기도 했습니다. 숙소는 샤워커튼이 몸에 붙을 정

도로 좁은 욕실과 무거운 열쇠를 두 바퀴나 돌려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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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어를 가지러 가

야 하는 불편한 곳이

었지만 4일 밤을 지내

다 보니 어느덧 적응

을 하여 룸메이트 경

원이와 샤워요령과 방 

문 여는 법, 맛있는 아

침 메뉴 등을 공유하

며 비엔나에 익숙해지

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100

일밖에 안된 아들녀석이 밤마다 떠올랐던 것 빼고는 참으

로 유익하고 즐거웠던 날들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ECR 후기를 제가 쓰게 될 줄 알았다면 사진을 더 많이 

찍어왔을텐데 아쉽지만 교수님들 사진 몇 장 같이 보여드

리며 후기를 마칩니다. 사진 보시며 흉영 회원님들도 즐거

웠던 기억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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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IWPFI 후기

울산의대  오 상 영

미국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열린 IWPFI (International Workshop for Pulmonary 

Functional Imaging) 에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메디슨으로의 직항비행편은 없기 때문에 

시카고를 경유하는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복잡한 시카고 오헤어 공항을 거쳐 메디슨으로 가는 아

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에 탔을 때 작은 비행기크기 때문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디슨 지역 공항에 내렸을 때 받은 첫 인상은 소도시 공항의 한산한 모

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약 15분 거리의 시내 중심에 위치한 호텔로 이동하면서 가장 눈에 들어

온 것은 둥근 돔을 가진 하얀건물 이

었습니다.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위스콘신주 주의회의사당건물 이었습

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생각보다 큰 

건물의 크기에 꽤 놀랐습니다. 학회를 

홍보하는 화면이나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자주 볼 수 있었던 이 건물은 밤

에는 조명과 더불어 멋진 야경을 연출

했습니다. 학회기간중의 숙소가 의사

당건물 바로 옆에 있어 다양한 각도와 

시간대에서 의사당 건물을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학회 전날 도착한 관계로 도착일에 

시내 관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의사

당주변으로 길쭉한 형태의 도심을 이

루고 있는 메디슨 시내는 도시 중심으

로 동서로 두 개의 호수를 끼고 있습니

다. 두 개의 호수 중 동쪽에 위치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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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작은 호수인 모노나호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모노나호 앞의 힐튼 호텔과 바로 연결되는 모

노나 테라스는 아침에 오면 멋진 일출을 볼 수 있는 꽤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구경하는 시간이 

늦어서 일출은 볼 수 없었지만 아쉬운 대로 의사당의 야경과 밤의 호수는 꽤 근사한 볼거리를 제

공했습니다. 

사흘에 걸쳐서 진행된 학회는 첫날은 호텔2층에 위치한 컨퍼런스 룸에서 둘째날과 셋째날은 

위스콘신 대학내에 위치한 Health Science Learning Center 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아침 6

시 40분 부터 시작하는 이른 스케줄로 몸은 힘들었지만 거의 한곳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와 발표를 보며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체 학회 참가인원이 약 

100~150명 정도로 추정되었고 

이중 한국에서 참여하신 분은 18

분으로 한국에서 참여한 인원이 

모두 빠지면 학회장이 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체 구연과 전시 중 상당한 비중

의 참여가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구현우 선생님은 best scientific 

poster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학회 둘째날과 셋째날 저녁에

는 서쪽에 위치한 맨도타 호숫가

에서 석양을 구경했습니다. 위스

콘신 대학은 미국내에서도 가장

파티를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합

니다. 공식적으로 신고되는 파티 

건수만 자그마치 2만건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소도시에서 과연 

그 많은 파티가 어디서 열릴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날과 

셋째날 석양을 보기 위해 더 테

라스라는 곳에 가면서 그런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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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드문드문 

보이던 사람들이 여기다 모여 있는가라

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테라스에 앉아 시시

각각 변하는 아름다운 호수가의 석양을 

보며 더위와 안 들리는 영어에 지친 몸

과 마음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학회 셋째날 저녁에 학회에 참석하신 

여러선생님들과 더 테라스에서 간단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수중이시던 

중앙대학교병원의 정세민 선생님도 뵐 

수 있어서 더 반가운 자리였습니다. 

학회장소가 메디슨 이라는 말을 들었

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메디

슨카운티의 다리”라는 영화를 떠올렸습

니다. 그러나 검색을 통해 영화의 배경

이 된 도시는 오하이오주의 메디슨 카

운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

의 배경이 된 아름다운 다리를 볼 수 없

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수준 높은 학회를 

접하고 학회 조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

신 서준범선생님과 수상하시는 구현우 

선생님을 볼 수 있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을 떠나 멋진 석양과 함께 평소에는 

어렵게만 생각이 들던 여러 선생님들을 

가까이서 뵐 수 있어서 더 보람찬 학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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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WCTI 참가 후기

June 18-21, 2017 Boston, Massachusetts, USA

World Congress Thoracic Imaging

울산의대  김 미 영 

보스톤은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미국 치고는 역사적으로 유

서 깊은 동부의 도시이기도 하고, 미국 영화와 문학을 이해하려면 한 번쯤 가봐야 할 곳 같았다. 

또한 소확행의 계기가 된 책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저자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내용은 

괜찮은데 표지가 우스꽝스러움)을 그 즈음 잔잔하고 재미있게 읽었기에 마음에 둔 도시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보스턴 근교 대학 마을 케임브리지에서 보낸 2년간의 생활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소설에서는 찾기 힘든 하루키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내용은 자신의 

문학관이라든가 현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전의 수필집들과 달리 지극히 생활인으로서

의 모습을 부각시켜, 작가가 아닌 인간 하루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에세이를 읽으면 복

잡했던 머리 속이 환기가 되어 상쾌해짐을 느낀다. "당신은 얼마나 커져야 행복할텐가?"가 질문

임에도.

학회는 Hynes Convention center 에서 열렸고 president는 Theresa McLoud 였다. 다

섯개의 Society 연합으로 Fleischner Society, Society of Thoracic Radiology European 

Society of Thoracic Imaging Japanese Society of Thoracic Radiology, Korean Society of 

Thoracic Radiology 가 모여서 성공적으로 끝났다. 송재우 회장님이 우리 학회를 대표해서 맹

활약을 하셨다. 나는 두 가지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Cystic Lung Disease: What Can Cause 

Holes in the Lung? 」 「Non-neoplastic Conditions in the Mediastinum」 학회 전시장에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질문을 하고 토의를 했던 기억이 난다. 평소에는 일하느라 공부할 시간

이 부족했는데 이 기회에 미뤄둔 공부도 하고, 논문에 대한 동기 부여도 되고, refresh한 기억이 

난다.

보스톤은 대학 도시여서 그런지 차분한 느낌이 들었고 역사와 유럽의 향기가 배여 있어서 대도

시임에도 정취가 있었다. 학회 기간 내내 날씨도 좋고 청명했다. 이 여행에서 학회 참가 사이사이

에 기억에 남는 일이 몇 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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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는 역시 한국에서 가기에 머나먼 도시라는 점이었다. 갈 때 시카고에서 갈아 타는데 북쪽 

어딘가에서 화산이 터져 화산재 때문에 비행 시간이 매우 길어졌고 그로 인해 연결 편이 늦어서 

공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때 고대 이기열 교수님 그리고 제자인 고대 김채리 선생과 아산 

최주애 선생과 같이 움직였는데 이들이 없었으면 공항에서 무척 난감하고 심심했을 것 같다. 흉

영 멤버는 평소에 바빠 공항이나 학회에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평소보다 더 친해졌다. 몇 시간 지체 후 야심한 밤에 Sheraton Boston hotel에 무사히 체크인을 

한 후 나의 flying kitchen(전기 냄비, 작은 코펠, 햇반, 컵라면, 통조림 김치, 김 등이 든 나의 검

은 배낭)을 풀었다. 내 방에서 위의 전우들을 초대해서 밤 늦게 호텔 방 안에서 때 아닌 캠핑을 했

는데 햇반과 짬뽕 라면을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는 지독한 여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음 날 새벽부터 호텔 gym에 가서 운동을 했는데 역시 보스톤의 gym에는 날씬한 선남 선녀

들이 많았다. 여기서 우리 병원의 운동 매니아 양동현 교수를 우연히 만났다. 나는 요가를 하면서 

장거리 비행에서 뭉쳐있던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었다. 여기에서 요가복을 입고 난이도 있는 요가

를 하는 사람은 드물어서 사람들이 안보는 척 하면서 종종 나를 쳐다 보았다. 웬만하면 쿨 하고 

무심한데 …

다음 날부터 아침에는 제자이자 든든한 보디가드 천안 순천향 대학의 박찬호 선생과 근처 

public park에서 매일 조깅을 했다. 보스톤에서 청명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3~4 km 뛰는 것은 

상쾌했고 몸도 가벼워지게 했다. 미국에 오면 아무래도 많이 먹게 되어 몸이 무거워지는데 조깅

을 하면 많이 먹어도 몸이 받아준다. 하루키도 보스톤 마라톤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학회 중간 중간에 맛집도 몇 군데 갔는데 보스톤은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 특히 랍스터가 싸고 

샌드위치에 넣어 먹을 만큼 흔해서 처음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Seaport 해변 레스토랑에서 크램

차우더 수프, 싱싱한 해산물과 함께한 화이트와인, Quincy market 의 먹자 골목에서 군것질, 자

유의 길 freedom trail 일부 구간 산책, 하버드 대학교 투어, 교외의 미술관 투어 등이 기억에 남

는다. 흉영 멤버들과 병원 동료들과 제자들과 함께 무한히 리필 되는 일의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 

오랜 만에 흥겹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먼 길이었지만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Sheraton Boston hotel에서 임정기 교수님 부부를 모시고 흉영 멤버들과 오붓한 저녁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매우 오랜 만에 UAE에서 날아오신 은사님 부부를 특별한 곳에서 뵈어서 뜻깊었

다. 사모님의 아드님이 보스톤에 몇 년 지내서 사모님에게 보스톤 맛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

었다. 보스톤은 레스토랑 퀄리티나 선택의 폭이 많은 것 같은데 머무는 기간이 짧아 많은 곳을 가

지는 못해서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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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 저녁에는 학회가 파하고 이기열 교수님, 이창현 교수님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와인과 치즈를 먹으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밤을 아쉬움 속에 보냈다. 얼마 전

에 본 것 같고 아직 젊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도 어느새 중견이고 머리칼이 희끗희끗 하고 어깨들

이 무거워져 있다. 서로의 근황과 가족들 이야기와 각 병원에서의 애환을 나누었다. 

보스톤에서 짧은 시간에 다양한 activity를 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하루키와 대화하며 

깨달음이 있었다. 성공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속도에 맞게 조금씩 성장해 가

는 것이다. 부자란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며, 같이 여행하며, 또는 같이 activity를 즐기는, 마음

이 맞거나 마음이 열린 친구(나이와 상관 없이) 가 몇 사람 곁에 있고 이를 받쳐 줄 경제력이 있

는 것이다. 인생의 자산이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이 오랜 기간 모여서 체화 되는 것이다. 이

런 기준으로 보자면 나는 어느 정도 성공했고 부자인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친구들과 같이 성

장하면서, 소소하게 추억을 쌓고, 유쾌하게 나이 들어 가고 싶다. 흉영회에도 멋진 친구들이 몇 

있다. 

흉영 20년사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0년사가 나온다고 하니 세월이 빠르긴 하

다. 내가 아산병원에 온지 만 10년되는 해여서 더욱 뜻깊다. 주변의 좋은 사람들 덕분에 많이 성

장한 10년이다. 흉영회도 30세 청년이 되었고 인생으로 치면 황금기이다. 돌아보니 흉영 멤버들

과 같이 한 좋았던 시간들이 영사기를 틀어 놓은 것처럼 떠오른다. 글을 쓰다 보니 흉영회에서 많

이 챙겨 주신 선배 선생님들에 비해, 나 살기 바빠 많은 후배 선생님들을 잘 챙기지 못한 내 자신

이 반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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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NA 2017-AI와 아날로그의 경계에 서다...

가톨릭의대  백 경 민

영상의학에 몸을 담은 지도 어느새 7

년차인 제가 RSNA에 한 번도 안 가봤

다고 하면 한번쯤은 “정말이냐?”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공의 

시절 시카고 탐방을 해 보지 못한 영상

의학과 전문의는 어째서인지 처량하여, 

마치 서울 촌놈이란 이런 것인가 싶더

랍니다. 매년 늦가을이면 판독실에서 

회자되는 시카고의 추위라든가, 맥코믹 

플레이스의 위용, 이미 전설 속 인물인 

줄 알았던 세계 유수의 교과서의 저자

들이 걸어다니는 광경, 끝없는 전시장

을 가득 메우는 5만명의 영상의학과 의

사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기만 하며 나

도 언젠가는 저 곳에 발을 디뎌 보리라 다짐하기를 수 년, 올해 처음으로 시카고 방문이 결정되면

서 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였더랍니다. 

특별히 첨언하기로 요즘 또 deep learning과 AI가 한창 핫 이슈라더니, RSNA 프로그램을 보

니 정말로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여서, 이야기만 많이 들었지 사실 그게 뭔지 잘 알 길이 없

는 저는 올 한해 deep learning 밑천을 마련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시카고로 떠났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The RSNA Deep Learning Classroom: Presented by NVIDIA Deep 

Learning Institute 라는 것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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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트북 없이 거의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는 저로써는 청

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떠나보낸 배와 같아 인연이 아닌가보다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여하신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배움의 열기가 실로 대단하여 프레젠테

이션이 예정되어 있던 방 한 개로는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짜고 classification 하는 것을 직

접 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카고에서 저는 주로 chest 관련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션에 참석하였지만 그 중

에서도 case-based review는 교과서나 논문에서 이름만 보던 선생님들이 멋진 이미지를 가지고 

친히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대가가 진행하는 이미징 컨퍼런스가 이

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고보니 저도 전설 속 인물인 줄 알았던 교과서가.. 아

니 교과서의 저자 분들이 걸어다니는 광경을 영접하였군요. 

처음엔 넓게만 느껴지고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엄청나 보이던 맥코믹 플레이스도 이틀

째가 되니 이럭저럭 놀라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역대 가장 따뜻했다는 RSNA

답게, 거리를 걸으면 딱 1900년대라는 느낌의 건물들, 유럽에도 한국에도 드문 이 시기의 석조 

빌딩들 사이에서 만나는 밀레니엄 파크의 클라우드 게이트(세칭  시카고 콩)까지, 판독실에 구전

되는 시카고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기분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학회에 대한 열정과 시카고에 대한 관심은, 저와 지난 수 년간 함께한 

iPhone 6를 Lyft(한국에는 비교적 덜 알려진, Uber와 유사한 형태의 차량 대절 서비스) 에 두

고 내리면서 봄볕에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장 다음 아침 학회장의 스케줄이나 아

젠다 확인, 당장 필요한 구글 지도, 

아니, 무엇보다도 일행들과의 모

든 연락 수단 자체를 잃어버린 것

이지요. 다음 날 점심을 함께 하기

로 한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사라져 버린 것입

니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스마트폰이었던 바, 패닉

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정

신을 추스리고 첫날 등록할 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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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한 종이로 된 섹션별 스케쥴

과 두껍기만 하던 RSNA 책자

를 주섬주섬 꺼내서 살펴 보고 

다음 날 학회장에서의 동선을 

대충 정하고, 내일이 되면 스

마트폰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함께 잠들었지만, 해당 

회사에 수소문을 해 보아도 묵

묵부답, 스마트폰은 돌아올 기

미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상태로 강의들을 들어 보려 했지만 전혀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는 어딜 나가려고 해도 호텔 프론트에서 받은 종이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가야 

하냐 물어보고 가야 하고, 다음날 일어나려고 해도 호텔 프론트에 전화해서 몇 시에 깨워달라고 

하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일상이었겠지만 지금으로선 감히 상상되지 않는 생활을 했습니다. 다

행히 한국에서 미국 현지로 미리 주문해 뒀던 iPhone X가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 준 덕에 때 아

닌 아날로그 생활은 48여시간만에 종료되긴 했습니다만, 그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핸드

폰으로 때울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생각은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AI 라든가 deep learning이라든가, 4차 산업 혁명인지 어떤지, 몇 십년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는 모르지만, 아무튼 궁극적으로 지금 핫이슈라든가, 월드와이드 아젠다라든가 하는 것들도 수 

년 내에 지금 제 손의 스마트폰처럼 우리 생활에 녹아들게 될 것만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때가 되어서 한번쯤 돌아봐야 하는 것은 비단 현재의 우리가 예측하는 ‘AI와 함께하는 생활’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과거를 반추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AI와 함께하다가 AI가 고장이라

도 나거나 없어질 때의 상황에 대한 대처’에 관한 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여행지에선 구글맵만 쓰다가 구글맵이 없으니 10년간 쓰지도 않던 종이 지도를 받아

서 가고자 하는 데까지 찾아가는 것처럼, AI가 각종 nodule 찾아주고, 진단도 해 주고 하다가 AI

가 고장나면 그때서야 다시 육안으로 nodule을 찾고 비교해야 할지 패닉하지 않도록 말이죠. 결

국 사람이 잘 트레이닝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맛집을 찾

아가는 일에 저와 구글맵이 경쟁하지 않듯이, AI도 결국은 하나의 솔루션일 뿐이라는 생각도 잊

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지요.



제 6 부  포토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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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에서 1997년 STR, 악어를 찾아서..

회상: 1988년 Dr. Felson과 파고다 공원에서 대방 추
계학회 때.

1. 1대-10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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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ASDIR 서울, 최초 해외 연자 초청.

1998년 Puerto Rico에서 Salida를 아시나요? Dr. 서준범 못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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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이여 영원하라 (강덕식, 김윤현) 2006년 삼남

1998 흉방회 학술대회 -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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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STR - 아멜리아 섬 (미국)

2000 Fleischnr society - 스캇데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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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WCTI: Duke 파 뒤에 썩소를 날리는 비 Duke 파

2009 WCTI/ESTI - 발렌시아 (스페인)

2. 11대 (2009-2010)



30 Years History of KSTR 

229

2009 WCTI/ESTI - 발렌시아 (스페인)

2009 WCTI/ESTI - 발렌시아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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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시계 샀어요! 파이팅!!, 스페인 가기전 공항에서.. (이정근, 최두환, 박찬섭)

2009 WCTI/ESTI - 발렌시아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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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찍고 있는걸까요? 뒤를 보세요.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힐끗 보시는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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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CR: 흉영 해외초청연자와의 만찬, David Lynch와 함께

2010 한일학회: 오키나와의 연인들 (김진환, 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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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한일학회 - 오키나와 (일본)

2010 춘계 학술대회,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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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월 집담회

2011 3월 집담회

3. 12대 (20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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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집담회: 역시 고기가 최고야 (강희, 송인영)

2011년 3월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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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R을 알리자, 홍보위원 모임 (2011).

2011 춘계학술대회,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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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춘계학술대회 - 인천

2011 흉영야유회: 후원에서 야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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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야유회 - 창덕궁 후원

2011 야유회 - 창덕궁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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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ACTR: 교토 금각사에서 걸크러쉬 뿜뿜!!

2011 ACTR - 교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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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STI - 하이델베르그 (독일)

2011 폐병리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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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WPFI

2011 KWP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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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송년심포지엄: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용환석)

2011 KWP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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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송년심포지엄

2011 송년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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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주고받는 강씨 남매

2012 춘계학술대회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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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춘계학술대회 - 제주

2012 춘계학술대회, 제주: 최병욱, Dr. Ken, 강은영, 구진모, 이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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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영 회장 & 심영 회장 (강은영, 최병욱), MOU를 체결하다.

2012 5월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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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STI - 런던 (영국)

2012 5월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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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STI - 런던 (영국)

2012 폐병리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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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전에 덕담 한자락 하시겠습니다.

2012 KCR: 흉영 해외초청연자와의 만찬, Eric Stern, Nakajima and Wu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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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상임 이사회

2012 송년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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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송년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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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WCTI: 수고했는데 한잔 받으쇼

세종대왕 팀과 이순신팀 (이순신은 Dr. MacMahon, 세종대왕은 Dr. Goodman)

4. 13대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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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강남스타일!!

조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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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WCTI - 서울 (대한민국)

2013 WCTI -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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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WCTI - 서울 (대한민국)

2013 WCTI -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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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WCTI - 서울 (대한민국)

2013 WCTI -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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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WCTI - 서울 (대한민국)

2013 WCTI -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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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WCTI - 서울 (대한민국)

2013 WCTI -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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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WCTI - 서울 (대한민국)

2013 WCTI -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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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WCTI - 서울 (대한민국)

2013 WCTI -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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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학파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쁠수가! (pre-congress에서, 임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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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끝내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3 주니어 모임에 왜 용선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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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흉영 야유회: 북악산 올라 흉영의 미래를 보다

2013 야유회 - 북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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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야유회 - 북악산

2013 야유회 - 북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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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삼남흉영: 삼남에 오고 싶은 서울 촌사람들

2013 야유회 - 북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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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돼지를 낚았어요~! 삼남 흉영회 (고중곤, 김성우, 전경녀, 김진환)

2013 삼남흉영회 -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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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WCTI 1주년 기념 모임 - 제주

본태미술관에서 WCTI 1주년을 기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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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Dr. Iksan과 함께

2014 AOCR: 학회도 식후경, 고베에서의 한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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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송년심포지엄: 전공의 학술상 시상 (최요원, 송용섭)

2014 흉영 발전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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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송년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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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흉영 위스키 모임: Glenfiddich 
넉잔을 맛보며

2015 ACTI: 대만에서..

5. 14대 (2015-2016)



대한흉부영상의학회 30년

272

2015 ACTI - 타이페이 (대만)

2015 IDKD - 다보스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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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DKD: 다보스에서, 눈이 부셔요~~

2016 AOWPFI - 아와지시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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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만년설과 함께 공부가 되었을까???

2016 AOWPFI - 아와지시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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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이미징 컨퍼런스

2015년 춘계학술대회,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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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이 최고야. (진공용, 이재교) 2015년 삼남

2016 삼남흉영회 -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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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WPFI: 에딘버러 왕실 요트를 타고 2017 IWPFI 서울 개최의 종을 울리다

에딘버러 성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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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폐암학회: 흉영회원들과 함께

2016 KWP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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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PFI를 짊어질 회장님과 함께 일본에서 (2016)

댄싱킹과 백댄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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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Thoracic Imaging Forum, 부여

2016년 2월 이미징 컨퍼런스 상을 받고 흉부로 결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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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IF - 부여

2016 TIF -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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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빠 (송재우)

2016 TIF -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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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나는 가위 (김진환)

고기를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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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흉영발전워크샵 - 양평

2016 흉영발전워크샵 -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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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흉영발전워크샵 - 양평

2016 흉영발전워크샵 -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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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흉영회!!

2016 발전워크샵: 명예회원패를 수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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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UAE 연수강좌: UAE에서도 흉영의 위상의 펼치다!!

2016 UAE 연수강좌 - 라스 알 카이마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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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UAE 연수강좌 - 라스 알 카이마 (UAE)

2016 UAE 연수강좌 - 라스 알 카이마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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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공부한 후 사막의 사파리를 즐기다..

2016 UAE 연수강좌 - 라스 알 카이마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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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RSNA: Beyond imaging

2016 상임이사회: 포크뮤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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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송년심포지엄

2016 송년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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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송년심포지엄

2016 송년심포지엄



30 Years History of KSTR 

293

2016 송년심포지엄

2016 송년심포지엄: 전공의 저술상 시상 (박재성, 채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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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3분 전

14대 회장 공로상 (송재우, 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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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임이사회 - 서울

2017 상임이사회 - 서울

6. 15대 (20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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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WPFI: 삼청각에서 presidential dinner

2017 IWPFI -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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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WPFI - 서울 (대한민국)

2017 IWPFI -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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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WPFI - 서울 (대한민국)

2017 IWPFI -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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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WPFI - 서울 (대한민국)

2017 IWPFI -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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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WPFI - 서울 (대한민국)

2017 IWPFI -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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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WPFI - 서울 (대한민국)

2017 IWPFI -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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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WPFI - 서울 (대한민국)

2017 IWPFI -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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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WPFI - 서울 (대한민국)

2017 IWPFI -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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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끝내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7 IWPFI -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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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춘계삼남흉영: 동학사 물을 오염시키며...

2017 삼남흉영회/흉영춘계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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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WCTI: 2013, 2017 WCTI의 두 회장님들

2017 삼남흉영회/흉영춘계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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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WCTI - 보스턴 (미국)

2017 WCTI - 보스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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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WCTI - 보스턴 (미국)

2017 WCTI - 보스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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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WCTI - 보스턴 (미국)

2017 WCTI - 보스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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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다 랍스터지~!!

2017 발전워크샵: 흉영의 발전을 소주와 함께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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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흉영발전워크샵 - 천안

2017 흉영발전워크샵 -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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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CR: 해외초청연자와의 만찬, Khalil, Jeffrey, and Tomiyama와 함께

2017 KCR 초청연자와의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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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CR 초청연자와의 만찬

2017 KCR 초청연자와의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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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IF: 지금부터 재미있는 이미징 포럼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권우철)

부산 송도에서 어깨들!! 2017 추계 삼남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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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IF - 부여

2017 TIF -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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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IF - 부여

2017 TIF -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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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IF - 부여

2017 TIF -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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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IF - 부여

2017 TIF -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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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IF - 부여

2017 TIF -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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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의 반지원정대

저정도 쯤이야 (선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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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송년심포지엄: 역시 돈이 최고야 (김혜영)

2017 송년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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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송년심포지엄

2017 송년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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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송년심포지엄

2017 송년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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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안대소

2018 상임이사회 -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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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임이사회: 링겔 맞는 이기남

사뭇 다른 계절감각 (송재우, 이기남,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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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차 이미징 컨퍼런스: Weekly case 수상자 발표 (채은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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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집담회: 잘부탁드립니다 (신입 전임의 일동)

2018 3월 월례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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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Weekly Chest Cases 후원협약

2018 춘계학술대회 필름판독회: 아름다운 A팀



30 Years History of KSTR 

329

고심중인 B팀

여유있는 C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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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날아가요~

2018 춘계학술대회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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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춘계학술대회 - 제주

2018 춘계학술대회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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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춘계학술대회 - 제주

2018 춘계학술대회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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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춘계학술대회 - 제주

2018 춘계학술대회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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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춘계학술대회 - 제주

2018 춘계학술대회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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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CTIF: 맥주와 함께 시원한 여름밤

2018 CTIF -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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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문위원회 회의

2018 CTIF -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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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문회의: 깊어가는 밤, 흉영 역대 회장단 모임

2018 자문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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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흉영발전워크샵: 흉부영상, 우리가 이끌어 갑니다!

2018 흉영발전워크샵 - 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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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흉영발전워크샵 - 무주

2018 흉영발전워크샵 - 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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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광장 위에서

2018 후원사 간담회: 든든한 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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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수강좌: 우리의 최대 관심은 흉부영상!

2018 흉부영상 교육의 주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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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 2018: Intersociety Jont Symposium KSTR and FSTI 연자들과 함께

흉부세션 마지막까지 참여해주신 국내외 연자와 청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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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영상의학회 2017-2018년 임원진

직  책 성  명 소  속

회장 송 재 우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총무이사 용 환 석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총무간사
윤 순 호 서울대학교병원

김 윤 경 가천대학교 길병원

재무이사 이 창 현 서울대학교병원

학술이사 권 우 철 연세대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학술간사
박 철 환 강남세브란스병원

황 혜 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간행이사
정 연 주 부산대학교병원

편집이사

편집간사 이 지 원 (B) 부산대학교병원

교육수련이사 진 공 용 전북대학교병원

교육수련간사
이 상 민 (B)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임 재 광 경북대학교병원

고시이사 정 세 민 중앙대학교병원

고시간사 홍 수 진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홍보이사 선 주 성 아주대학교병원

홍보간사
이 경 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 재 욱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정보이사 채 은 진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정보간사 오 상 영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국제협력이사 김 태 정 삼성서울병원

품질관리이사 전 경 녀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품질관리간사 진 광 남 서울보라매병원

보험이사 박 성 훈 원광대학교병원

의무이사 김 성 수 충남대학교병원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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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성  명 소  속

의무간사
황 성 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 계 호 단국대학교병원

흉영발전이사 김 윤 현 전남대학교병원

흉영발전간사 서 준 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무임소이사

강 은 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최 요 원 한양대학교병원

박 재 성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석면질환연구회장 김 정 숙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석면질환연구회 간사
차 윤 기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김 윤 경 가천대학교 길병원

폐암영상연구회 구 진 모 서울대학교병원

기능적/정량적 폐영상연구회 서 준 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삼남흉영회장 이 기 남 동아대학교병원

삼남흉영회장 간사 김 성 수 충남대학교병원

웹진 편집 이사 권 운 정 울산대학교병원

웹진 편집 간사 임 소 연 울산대학교병원

감사 안 명 임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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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기념사에 남길 글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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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기념사에 남길 글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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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기념사에 남길 글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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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원 한마디 

█  이기남

20년의 근간에 10년의 편린을 더하는 작업에서 미래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수고와 감사의 뜻이 의미 

있게 담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기열

흉영,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누린다.

█  우정주

흉영이라는 단단하고 멋진 castle에 하나의 작은 벽돌을 쌓은 느낌입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흉영의 더

욱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연주

지난 30년간 우리 학회가 걸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배웠습

니다. 편찬 기간 동안 함께 하신, 지혜와 재치가 넘치시는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  권우철

자율로 참여해주신 우리들의 헌신과 희생을 칭찬합시다. 어려운 일 해 내셨습니다

█  심성신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더라도, 그 리듬은 반복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자

랑스러운 현재의 한국 흉부영상의학회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30 주년을 

맞아 세월을 조용히 익혀가시며 흰머리 희끗희끗 하신 채 저희 옆에 계셨던 교수님들의 발자취를 따

라가보면서, 열정적이고도 다이나믹 했던 우리 학회 역사의 리듬에 미래도 뒤쳐지지 않게 해야겠다는 

뿌듯한 소속감과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훌륭한 일은 함께 하는 작은 일들이 모여 된다고 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부터 정성스럽게 해보자고 생각해봅니다. 편찬위원장이신 이기남 선생님, 간사로 수고하

신 이상민 선생님, 모든 편찬위원 선생님, 함께 일할 수 있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  황혜전

흉영 30주년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편찬위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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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연

30년사의 수정본을 검토하며 새삼 흉영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고 한 장 한 장마다 글을 쓰

신 흉영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정말 넘쳐나는 흉영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가슴 깊이 전해지고, 저

도 40주년, 50주년사 때에는 조금이라도 더 흉영 역사와 발전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다짐

도 하게 됩니다. 30주년 편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  진

대한흉부영상의학회 30년사 정리작업에 편찬위원으로서 함께 참여해서 보람되었습니다. 여러 흉영영

상의학회 편찬위원회 선생님들과 30년사 정리작업을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많은 흉부영상의학회 회원들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

보고 소중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참여하신 편찬위원 선생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광남

30년간의 자취를 한권에 정성들여 담아내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남 편집위원장님, 이상민 간

사님, 그리고 여러 편집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차윤기

그동안 30주년사를 만드는데 쉼없이 수고하신 편집위원장님, 편집간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편집 위원

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는 흉영회를 기원합니다. 

█  채금주

이기남교수님의 기억력에 놀라고, 이상민교수님의 꼼꼼함에 놀라고, 포토에세이에 실린 여러 교수님

들의 예전 사진에 놀랐던 시간이었습니다 ^^ 30년간 소나무처럼 곧게 뻗어나가온 흉영, 앞으로는 더 

커다란 발전이 있을 것임을 30주년 발자취를 보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  구현정

올해 초 편찬위원 미팅을 가질 때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1년이 정

신없이 지났고, 흘러가듯 지내다 보니 다행히도 조금씩 진전이 있어 30년사 편찬이 완성되어 정말 기

쁩니다. 로고와 기념품제작 등,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시도들이 여러 선생님들의 격려와 응원 속에 결

실로 남게 된 것도 영광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대한흉부영상의학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위상을 떨치

게 되길, 그리고 회원분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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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욱

편찬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50주년사는 인공지능이 편찬위원님들의 노고를 덜어주기를 희망합

니다.

█  임소연

11월말, 30주년사 편찬 마무리 작업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마지막 교정이라 부담스럽기도 하

였지만, 예상외로 재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즐기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더니 과연 그러하더군요. 애

정이 들어간 만큼, 여러 선생님들께서 계속 펼쳐 보시는 책이 되길 바랍니다. 

█  김형진

30년사 편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흉영의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이상민

많은 편찬위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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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222 30년사-흉부-5ᄇ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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