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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안녕하십니까?
대한의학회가 1966년에 분과학회협의회로 출범한 지 50년이 되었습
니다. 마침 제 임기 중에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와 50년사를 발간하게 되어
저에게는 큰 행운입니다. 분과학회협의회로 출범할 당시에는 회원 학회가
34개였지만, 지금은 165개로 늘었습니다. 단순한 수 증가가 아니라 우리
나라 의학의 발전을 반영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대한의학회 역사를 처음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1979년 이문호
회장님 때에 분과학회협의회 약사를 정리하고, 2007년 김건상 회장님 때에
대한의학회 40년사를 발간하였습니다. 10년밖에 지나지 않아 굳이 50년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짚고 넘어가되 40년사에
10년을 추가하는 개념으로 일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40년사에서 사용한
대한의학회의 발전 단계별 시대구분인 여명기(1966-1972), 기반정립기
(1972-1988), 정착기(1988-1994), 발전기(1994-)는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 50년사를 정리하면서 의학회가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으며, 이는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님들의 열정과 봉사 그리고
회원 학회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선배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합니다.
50년사의 특징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역대 회장들을 모신 좌담회를 통
하여 대한의학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견을
기록하였으며, 보관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에피소드는 회고담을 통해 지
면에 실었습니다. 이번 50년사에는 회원학회와 협의회를 소개하는 장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165개 회원학회와 대한기초의학협의회, 대한의학학술
지편집인협의회의 소개 자료를 실었습니다.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신 회원
학회와 협의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해 묵묵히 애쓰신 선배님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설립한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77분의 명단과 사진을 실어
그 분들의 뜻을 기리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50주년 준비를 위해 힘써 주신 준비위원들과
50년사 편찬의 책임을 맡으신 장성구 부회장, 정지태 부회장, 홍성태 간행
이사, 특히 실무를 담당하신 도경현 정책이사와 바쁜 업무 중에도 자료 정리에
최선을 다한 사무국 직원들께 감사합니다. 이번 50년사 발간을 계기로 지난
50년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미래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2016년 10월 6일
대한의학회 회장 이 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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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회

장

김

성

덕

감

사

이

중

달

감

사

선

희

식

부

회

장

노

영

무

감

사

김

인

철

기획조정이사

김

성

덕

감

사

이

사

남 궁 성 은

근

기획조정이사

이 정 상
(1997.04-1998.04)

학술진흥겸
기초의학이사

김 세 종
(2000.04-2000.08)

감

기획조정이사

최
용
(1998.05-2000.03)

학술진흥이사

임 정 기
(2000.09-2003.03)

기획조정이사

손

명

세

학술진흥이사

박

상

철

기초의학이사

안 영 수
(2000.09-2003.03)

학술진흥겸
기초의학이사

김

동

구

기초의학이사

김

경

환

수련교육이사

최 중 환
(2000.04-2001.02)

임상의학겸
수련교육이사

김

진

규

임상의학이사

이

명

철

수련교육겸
임상의학이사

이
철
(2001.03-2003.03)

의학교육이사

정

명

현

의학교육이사

서

덕

준

고 시 이 사

정

명

현

고 시 이 사

황

인

홍

수련교육이사

노

영

무

간 행 이 사

조

승

열

간 행 이 사

조

승

열

고 시 이 사

김

성

덕

재 무 이 사

최

종

상

재 무 이 사

최

종

상

간 행 이 사

조

승

열

의학교육이사

서

덕

준

의료정보이사

이

영

성

재 무 이 사

선

희

식

의료정보이사

이

영

성

보건교육겸
의료제도이사

조

수

헌

의료정보이사

연

병

길

보 건 교 육 겸
의료제도이사

안

윤

옥

보 험 이 사

박

상

근

보건교육이사

안

윤

옥

보 험 이 사

손

명

세

홍 보 이 사

안 명 옥
(2003.04-2004.06)

보 험 이 사

김

한

중

홍 보 이 사

박

귀

원

홍 보 이 사

박 경 아
(2004.07-2006.03)

의료제도이사

문

옥

윤

무 임 소 이 사

유

승

흠

무 임 소 이 사

홍 보 이 사

이

윤

성

무 임 소 이 사

김

진

규

무 임 소 이 사

무 임 소 이 사

유

승

흠

무 임 소 이 사

박

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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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임 소 이 사

유

승

흠

지 훈 상
(2003.04-2004.07)
윤

용

범

대한의학회
대한의학회
역대회장
50년및
발자취
임원

19대 (2006.04-2009.03)
회

20대 (2009.04-2012.03)

장

김

건

상

회

성

21대 (2012.04-2015.03)

장

김

성

덕

회

장

김

동

익

부

회

장

김

덕

부

회

장

최

종

상

부

회

장

이

윤

성

부

회

장

남 궁 성 은

부

회

장

김

동

익

부

회

장

김

동

구

부

회

장

조

승

열

부

회

장

오

동

주

부

회

장

왕

규

창

부

회

장

최

종

상

부

회

장

이

윤

성

부

회

장

김

성

훈

부회장겸기획
조 정 이 사

손

명

세

부

회

장

손

명

세

부

회

장

정

지

태

감

사

김

국

기

감

사

윤

용

범

감

사

최

종

상

감

사

이

무

상

감

사

김

창

휘

감

사

신

양

식

학술진흥이사

임

태

환

기획조정이사

김

선

회

기획조정이사

이

진

우

기초의학이사

채

종

일

학술진흥이사
겸재무이사

임

태

환

재 무 이 사

차

영

주

임상의학이사

신

양

식

기초의학이사

안

덕

선

학술진흥이사

배

상

철

의학교육이사

이

윤

성

임상의학이사

김

성

훈

기초의학이사

이

혜

연

수련교육이사

김

성

훈

의학교육이사

전

우

택

임상의학이사

임

인

석

고 시 이 사

이

춘

용

수련교육이사

왕

규

창

의학교육이사

안

덕

선

간 행 이 사

조

수

헌

고 시 이 사

황

인

홍

수련교육이사

김

재

중

재 무 이 사

김

동

익

간 행 이 사

홍

성

태

고 시 이 사

김

승

호

의료정보이사

민

원

기

법 제 이 사

정

지

태

간 행 이 사

홍

성

태

보건교육이사

임

인

석

보건교육이사

임

인

석

법 제 이 사

박

형

욱

보 험 이 사

이

동

수

보 험 이 사

이

동

수

보건교육이사

조

경

희

의료제도이사

이

선

희

의료정책이사

의료정책이사

이

동

수

홍 보 이 사

박

경

아

정 책 이 사

홍 보 이 사

한

희

철

무임소이사

유

승

흠

정 책 이 사

정 책 이 사

이

경

석

무임소이사

김

진

규

홍 보 이 사

무임소이사

김

동

구

의료정보이사

윤 종 현
(2009.04-2010.03)

정 책 이 사

조

희

숙

의료정보이사

김 주 한
(2010.04-2012.03)

무 임 소 이 사

김

선

회

무 임 소 이 사

장

성

구

무 임 소 이 사

이 경 석
(2008.02-2009.03)

이 선 희
(2009.04-2012.01)
이

경

석

문 정 림
(2009.04-2011.11)
김

숙

희

무 임 소 이 사

김

국

기

무 임 소 이 사

신

양

식

정 책 이 사

이 왕 준
(2013.04-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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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이윤성

부회장

장성구

부회장

권건영

부회장

이원철

감사

부회장

기획조정이사

16

김 윤

재무이사

배종우

이수곤

김동구

학술진흥이사

배상철

부회장

감사

정지태

김선회

수련교육이사

박중신

대한의학회
대한의학회
역대회장
50년및
발자취
임원

고시이사

황인홍

의료정책이사

정책이사

한상원

도경현

간행이사

홍성태

법제이사

박형욱

보건교육이사

홍보이사

이진우

정책이사

김재규

정책이사

무임소이사

임인석

무임소이사

조희숙

염호기

조경희

17

푸른 깃발을 올려라
(대한의학회 창립 50주년 축시)

대한의학회 부회장·시인
장성구

살구나무 깊은 숲에 지사들이 모여앉아
천상의 목소리 학을 통해 귀에 담고
하늘의 뜻을 세워 뭇 생명을 구하니
송덕의 노래가 온 누리에 가득하다
비바람 물을 건너 화합의 손을 잡고
눈보라속 산을 넘어 선구자의 길을 여니
칼끝은 예리하고 붓 끝이 아름다워
히포크라테스 언덕에 능소화가 만발했다
반세기에 닦은 터전 인술의 주춧돌
정도의 돛을 올려 지혜의 바다를 열어라
푸른 깃발을 높이 올려라 대한의학회
강 건너 언덕 위에 드높은 천년의 미소
2016년 10월 6일

대한의학회 50년 발자취

대한의학회 50년 발자취

대한의학회의 태동
분과학회의 발달과 분과학회 협의회의 필요성 대두
1966년 “분과학회협의회”가 설립되기까지 의학의 각 분과 학술단체들은 구심점 없이 활동
하였다. 이들 분과 학회를 지원하는 통합된 지원체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분과학회
들은 의학과 의료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학술단체를 설립함으
로써 의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학술단체의 설립동기에는 학술연구뿐 아니라, 보건 활동 등
사회 활동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학회는 조선신경정신의학회로 1945년 9월 해방과
거의 동시에 조직되었다. 그 후 각종 분과 학회가 창설되었다. 이렇게 설립된 각 분과 학회는
집담회를 개최하고 학회지를 발간하는 등의 학술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학회지로 가장 먼저
창간된 것은 1949년 10월 창간된 대한내과학회지이다. 1950년까지 신경정신의학회, 소아
과학회, 방사선의학회, 피부비뇨기과학회, 생리학회, 내과학회, 미생물학회, 병리학회, 의사
학회, 약리학회, 외과학회, 산부인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해부학회, 안과학회, 생화학회
등의 분과학회가 결성되는데, 이들 각 분과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통하여 의학의 중요
학회가 대부분 창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각 분과학회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1950년에
전쟁이 발발하여 그 활동은 상당부분 정지되었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군진의학을 중심
으로 학술지를 간행하는 등 활동에 노력하던 우리 의학 학술계는 전쟁이 종료되면서 대한
위생학회(현 대한예방의학회의 전신)를 설립하는 등 재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전쟁 후 학술
활동 재개의 배경에는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면서 보건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한 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의학 학술단체는 미국의 선진 의학 지식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회의 수가 증가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대한의학회의 전신인 분과학회협의회가 창립되던 1966년 당시 34개에 달하는
학회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각 분과 학회는 독자적인 학문분야를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예를 들어 1961년 창립된 대한소화기병학회는 일반적인 의학의 전공 분류를
넘어 특정 질병군에 대하여 관심있는 다양한 전공의 의학자들이 설립한 학회이다. 이와 같이
학술단체들은 변화하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학술
단체 연합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즉 각 분과학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감하고 기획
하고 활성화하는 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학회 창설 연도 등을 정리한 다음
에서(표 1) 알 수 있듯 다양한 학회들의 형성을 통해 대한의학회의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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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회 창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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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경정신의학회(학회지 창간 1962년 4월)

1945년

9월

1945년

10월

조선방사선협회(학회지 창간 1964년 5월)

1945년

10월

조선소아과학회(학회지 창간 1958년 1월)

1945년

11월

조선피부과·비뇨기과학회(학회지 1960년 1월)

1945년

11월

조선생리학회

1945년

12월

조선내과학회(학회지 창간 1949년 10월)

1946년

5월

대한미생물학회(학회지 창간 1958년 6월)

1946년

10월

조선병리학회

1947년

4월

대한의사학회

1947년

5월

조선약리학회(학회지 창간 1964년 7월)

1947년

5월

조선외과학회(학회지 창간 1959년 4월)

1947년

5월

조선산부인과학회(학회지 창간 1958년 12월)

1947년

10월

조선해부학회

1947년

11월

조선안과학회(학회지 창간 1958년 6월)

1948년

6월

조선생화학회(학회지 1964년 5월)

1948년

9월

대한나예방협회(大韓癩豫防協會)

1950년

4월

조선교통의학협회(학회지 창간 1964년 2월)

1953년

10월

대한위생학회

1953년

11월

대한결핵학회

1956년

3월

대한나협회

1956년

5월

대한정형외과학회

1956년

11월

대한마취과학회

1957년

11월

대한순환기학회

1958년

6월

대한체질인류학회

1958년

6월

대한화학요법학회

1958년

6월

대한혈액학회(학회지 창간 1966년 6월)

1958년

8월

대한나학회(학회지 창간 1960년 8월)

1959년

1월

대한기생충학회(학회지 창간 1963년 6월)

1961년

3월

대한신경외과학회

1961년

10월

대한소화기병학회

1961년

11월

대한감염학회

1961년

12월

대한핵의학회

1966년

5월

대한성형외과학회

1966년

5월

대한기관식도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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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회협의회가 1966년 처음 성립될 당시 참여하였던 학회는 1945년에 창립한
신경정신의학회, 방사선의학회, 소아과학회, 피부비뇨기과학회, 생리학회, 내과학회 등 6개
학회, 1946년에 창립한 미생물학회, 병리학회 등 2개 학회, 1947년에 발족한 의사학회, 외과
학회, 약리학회, 산부인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해부학회, 안과학회 등 7개 학회, 1948년
창립한 예방의학회, 생화학회 등 2개 학회, 1950년 창립한 교통의학회 등이다. 그중 1952년
전문의제도 출범 당시 전문과목으로 인정된 분야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정
신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방사선과 등 9개 과목이었다. 학회는 창립되었으나
전문과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전문과목으로 추가된 분야가 병리학과 예방의학 등
2개 과목이고, 출범 당시에 전문과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후에 학회가 창립된 과목은 정형
외과(1956년 창립)이다. 전문학회에서 회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문의 자격을 인증
하는 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는 출범부터 달랐다.
각 분과 학회의 수가 증가하면서 의학계 내부에는 의학발전과 각 분과 학회 상호
간의 유대 강화, 그리고 학회와 의사회 사이에서 상호협조와 조정을 담당할 기구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또 1960년대 당시 대한의학협회 1) 의 대의원 배정에 관해 시도의
사회와 분과학회가 갈등하면서 의사들이 분과학회 협의체 구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66년 대한의학협회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배정하면서 개업의를 대표하는 시도의사회에
11명을, 의과대학 연구자를 대표하는 분과학회에 22명을 배정하자 시도의사회가 반발하
였고 결국 대의원수를 조정하게 되었다. 이 조정 과정에서 분과학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대한
의학협회의 운영을 효율화하는 수단의 하나로 분과학회협의회의 설립을 고려하게 되었다.
1966년 당시 대한의학협회의 명주완 회장은 서울대학교 병원장 김성환 교수에게 분과학회
협의체의 설립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의학 학술단체의 협의체인 분과학회협의회가 구성
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은 의학의 주요한 부분인 의학연구와 의학 교육을 담당한
학술단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이에 어울리는 조직과 상호협력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1966년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도 계속 반복되어 의학자들의 자기 인식과 상호 협조, 의학계 전
체에 대한 봉사로 나타나게 되었다.

1) 대한의학협회는 1995년 5월 26일 기준으로 “대한의사협회”로 명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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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의 시대별 사업 변천
1. 시대구분의 원칙
대한의학회는 대한의학협회 산하의 “분과학회협의회”로 출발하였다. 1966년 출범 당시 분과
학회협의회는 각 분과학회들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비교적 소규모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하였다. 그에 비하면 오늘날 그 후신인 “대한의학회”는 사업의 추진 방향과 종류, 그리고
규모 면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을 잘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서는 일부 작위적이기는 하나 의학회의 발전 단계를 시대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분
방법은 우선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의 활동과 업적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이나 의학회의 발전과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본 결과는 의학회

표 2. 대한의학회의 발전 단계 시대구분
여명기(1966-1972)

- 김성환, 전종휘 회장
- 분과학회협의체로서 대한의학협회(의사단체)와 각 분과학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함
- 대한의학협회의 활동 중 학술 및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국한됨

기반정립기(1972-1988)

- 이문호 회장
- 의학 학술단체의 주체로 자기 인식을 하고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시기
- 전문의고시를 주도적으로 수행함
- 학술발전을 위한 기반마련(영문초록집 발간, 국제학회 개최, 학문 지원사업 등)
-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에 노력

정착기(1988-1994)

- 이문호 회장
- 대한의학회로 개명하고 명실상부한 의학학술계의 대표로서 주체적으로 활동한 시기
- 전문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졸업 후 의학교육에까지 확대
- 의학연구의 전기를 마련함: 의학통계조사사업, 영문학술지 간행, 분쉬의학상 제정, 기초의학 발전 사업 수행,
암분야 한-미 공동 연구사업 등

발전기(1994-

)

- 김영명, 김광우, 지제근, 고윤웅, 지제근, 김건상, 김성덕, 김동익 회장
- 의학회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시기
- 회원학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의학회 학회 인준 및 평가지침의 작성, 학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 협의회 창립 지원, 대한의학회 홈페이지 개설, 학회임원아카데미 개최
- 학술지 JKMS 톰슨사 SCI 등재, Open Access 출판, 연12회 발간
- 의학 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바이엘임상의학상 제정, 대한의학회 회장상 시상
- 전문의 제도 유지 및 수련 강화: 전문과목학회 대표자 회의, 세부전문의제도 관련 사업, 졸업 후 의학교육
연구, 임상수련에 관한 연구
- 의학의 발전 및 국제적 교류 사업: 국제학술대회 개최지원 사업, KoMCI 발간, KoreaMed 운영지원,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창설 지원
- 그 외 다양한 정책연구와 사회적 봉사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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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활동과 업적이 의학회의 성격변화와 비슷하게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구분한 의학회의 시대구분을 고문, 자문위원 회의를 거쳐 확정하였고 다음에 기술한다.
여명기

여명기(1대 김성환 회장-5대 전종휘 회장 시기)는 1966년부터 1972년에 이르는 시기
이다. 이 시기에는 “분과학회협의회”로 출발하였고 많은 행사나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정기적인 평의원회와 이사회 개최를 통해 조직을 유지하였다. 또 분과학회
협의회의 필요성을 회원 학회에 인식시키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였다. 이
기간의 업적은 의학계와 사회 일반에 “분과학회협의회”의 존재와 그 추구하는 바를
인식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시의 주된 활동은 전문의 고시 관리 참여, 학회조성
금 지원, 종합학술대회 개최 등이었으므로 “대한의학협회”의 사업 중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분과학회협의회”는 김성환(1-2대, 1966.
10-1969.02) 교수와 전종휘 교수(3-5대, 1969.03-1972.03) 두 분이 회장으로서
이끌었다.
기반정립기

이 두 분 회장을 이어 이문호 교수가 1972년 3월, 6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는데 1987년
대한의학회로 개명할 때까지 16년간을 분과학회협의회가 오늘날 대한의학회라는
독립적인 기구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한 기반정립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
분과학회협의회는 대한의학협회의 산하 기구라기보다 독자적인 책무를 지닌 학술
연구 단체로 인식하고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시기 분과학회협의
회는 전문의 고시를 국립보건원에서 법적 대표단체인 대한의학협회 주관으로 민간
이양하는 일을 관철시켰고, 전공의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업무를 강화하였으며(병원
신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개원의들에 대한 임상보수교육, 영문 한국의학 초록집
발간, 학술용어집을 발간하는 등 학술 분야와 전문의 교육 등의 영역을 발전시켰다.
정착기

정착기(1987년-14대 이문호 회장 1994년)는 우리나라 의학연구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조직으로서 자기를 파악한 시기이며, 대한민국 의학 연구 발전의
초석을 놓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자임하였다. 1988년에는 “분과학회협의회”에서
“대한의학회”로 개명하였다. 그리고 의학 연구와 의학 전반에서 그동안 추진한 기초
의학 진흥사업, 국제교류사업, 학술지 발간사업, 의학교육 활성화 사업 등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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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활발히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의학회는 의학연구를 지원하고, 분과학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구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개원의
연수강좌를 위한 임상의학 총서 발간, 워크숍 개최, 의학용어집 발간, 국제학회 개최,
의학연구 지원(장학사업), 의학통계 조사사업, 의과대학 학습목표 설정 사업, 영문
학술지 간행, 분쉬의학상 제정, 기초의학 발전 사업 수행, 한-미 암 공동 연구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시행하는 학술총람(의학분야)
사업을 유치하고 수행하였다.
발전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또 국제적 수준의 학술연구지원 단체로 활동한 발전기
(15대 김영명 회장-현재)는 대한의학회 발족 이후 역대 회장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대한의학회가 그간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국제적인 수준의 학술연구단체가
되며, 의학발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후원하는 발전기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 시기 대한
의학회의 주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학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 인준 및 평가지침의 작성,
학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창립지원,
대한의학회 홈페이지 개설, 학회 임원 아카데미 개최
2) 의학 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바이엘임상의학상 제정, 대한의학회 회장상 시상
3) 전문의 제도 유지 및 수련 강화: 전문과목학회 대표자 회의, 세부전문의제도
관련 사업, 졸업후의학교육 연구, 임상수련에 관한 연구
4) 의학의 발전 및 국제적 교류 사업: 국제학술대회 개최지원 사업, KoMCI 발간,
KoreaMed 운영,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창설 지원, CIOMS 가입
5) 그 외 다양한 정책연구와 사회적 봉사 및 활동: 사이버학술대회 개최, 대한의사
협회 회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표준설명동의서식 제작, 근거중심의학 논의,
보완대체의학 관련 논의, 학회 구분의 개편, 상대가치 개발 연구, 정부 정책에
관한 의학회의 입장 표명, 임상의사를 위한 강좌 개설 등

2. 여명기(1966-1972년)
분과학회 협의회의 성립

우리나라에 현대 의학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면서 여러 분과학회가 창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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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전에 맞추어 각 분과 학회를 대표하고, 통합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의학계가
통감하게 되었다. 1966년에 이르러서는 분과학회의 협의회체 구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1966년 5월 대한의학협회 총회에서 분과학회협의체 구성에 관한 발의가 있었고 2)
당시 대한의학협회장으로 당선된 명주완 회장은 의료인 중 개원의, 교수 및 보건
공무원 사이의 협조를 강조하였으며, 특히 분과학회와 지역의사회 사이에 협조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의학교육과 연구를 주로 하여 의학 발전에 힘쓰는 분과학회와 임상
의료에 주력하는 지역의사회 사이의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의협 집행부가
당시 34개 분과학회를 통괄할 기구로서 협의회 구성을 진병호 학술이사에게 의뢰
하기로 결의함으로써 분과학회 협의회 설립이 시작되었다(1966년 5월 19일 대한
의학협회 상임이사회).
이어 같은 해 7월 13일 각 분과학회장 연석회의를 통해 분과학회협의체 구성에 관
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다음날 분과학회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전국 의과대학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 학회의 발언권 강화와 각 학회의 공동 이익 추구를 위해
학회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그 절차를 맡을 5인(김성환, 정대협,
이문호, 남기용, 정일천)의 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 과정을 위임하였다. 그해
9월 8일에는 준비위원회(의과대학장회의)를 다시 열고 27개조 및 부칙으로 된 협의회
회칙을 심의 채택하고 그 명칭을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로 결정하는 한편 평
위원을 선출하였다. 이어서 1966년 10월 6일 첫 번째 평의원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한편 분과학회협의회 발족 당시 이미 설립된 34개의 분과학회 중 32개가 회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나머지 학회도 그 후 참여하게 되었다. 창립 학회는 다음과 같다.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방사선의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마취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소화기병학회
대한순환기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교통의학회, 대한나학회, 대한해부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생화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기생충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체질인류학회

2) 당시 이비인후과학회의 정대협 선생이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한의학회 홍한표 전 국장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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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의학협회는 1967년 4월 분과학회협의회를 의협의 공식 기구로 인정하였고
1974년 정관 제9장에 분과학회협의회 조항을 신설하여 이 분과학회협의회의 활동을
공식적인 대한의학협회의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현재 대한의학회는 의사협회 산하
분과학회협의체로서 각 학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대표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조직의 구성과 발전

분과학회협의회 창설 이후의 회장단 등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 시기에는 임원 임기가
1년이었으며 협의회의 기능도 다양하지 않아 이사진이 단출하였다.
1대(1966.10-1968.02)

2대(1968.03-1969.02)

장

金

星

煥

회

장

鄭

壹

千

부

사

金

箕

洪

기 획 이 사

鄭

大

학 술 이 사

李

재 무 이 사

南

회
부

회

감

장

金

星

煥

장

王

宗

舜

감

사

金

起

鎬

浹

감

사

張

信

堯

壽

鍾

기 획 이 사

朴

鍾

茂

基

鏞

학 술 이 사

朱

仁

鎬

재 무 이 사

朱

회

3대(1969.03-1970.02)

4대(1970.03-1971.03)

장

全

鍾

暉

회

장

朱

槿

源

부

감

사

朴

鍾

茂

감

사

朱

기 획 이 사

李

학 술 이 사
재 무 이 사

회
부

회

장

全

鍾

暉

장

朱

槿

源

감

사

崔

日

薰

一

감

사

金

基

鈴

文

鎬

기 획 이 사

李

文

鎬

金

箕

洪

학 술 이 사

金

箕

洪

李

起

鎬

재 무 이 사

李

根

泰

5대 (1971.04-1972.03)
장

全

鍾

暉

장

李

文

鎬

감

사

李

秉

賢

감

사

金

基

鈴

기 획 이 사

洪

淳

珏

학 술 이 사

車

永

善

재 무 이 사

李

定

均

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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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회협의회의 발족을 전후하여 대한의학협회와 분과학회협의회 사이의 관계에
관한 우려가 분과학회협의회와 의협 양쪽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당시 의협 대의원회에서
시도지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분과학회들은 분과학회의 협의체는 의협시도지부
보다 상위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의협에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결국 분과학회협의회의 지위를 대한의학협회 정관에 의거하지 않
도록(별도의 조직으로 규정함으로써) 함으로써 지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또 의협 내에
서는 분과학회협의회가 별도의 단체로 세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 분과학회협의회 회원들이 의학협회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3)
여명기의 활동: 평의원회와 이사회 활동

1966년부터 1972년까지 분과학회협의회는 본격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협의회 행사로는 1년에 4회 개최하는 이사회와 1회 개최하는 평의원회가 전부
였고, 독자적인 활동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특히 1969년 3대
회장으로 전종휘 교수(가톨릭의대 내과학)가 재임할 때까지 분과학회협의회 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회가 있어서 어려움이 컸다는 기록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
성을 인식하고 협의회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참여를 주저하던 학회도 이후 적극적
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1971년 전종휘 회장이 세 번째로 연임할 무렵에는 명실공히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학술단체협의체로 활약하게 되었다. 창설 이후 전종휘 회장
까지 10년의 기간은 분과학회협의회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여명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분과학회협의회의 주된 사업은 전문의 고시 관리, 학회조성금 지원,
종합학술대회 개최 등이었고 의협 사업 중 학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제한
되어 있었고 자체적으로 기획한 활동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3) 분과학회협의회의 첫 번째 평의원회(총회)에서 명주완 당시 의협회장은 분과학회협의회가 의협에 대항하는
세력단체가 아니라 의협에 협력하는 단체가 되어 달라, 또 지금까지 분과학회는 그간 의협에 대해 너무 냉담
하였으나 앞으로는 의협을 통해 의학진흥과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며, 의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축사를 하였다. 이러한 의협의 요청에 대해 분과학회협의회도 적극적인 협조의지를 보였는데, 당시
김성환 회장이 의학협회에서 격론이 예상되었던 회비 인상안에 대해 협조를 당부한 것이 그 예이다. 김성환
회장은 의협이 시도하는 획기적인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회비인상이 불가피하므로 분과학회협의회가
솔선해서 이행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또한 분과학회협의회는 발족한 직후인 1966년 11월 5일 임시
총회에서 구성한 기관지 발간 7인 특별위원회와 조세대책 15인투쟁위원회에 김성환 회장이 참여한 것을 비롯
하여 의협의 의학교육 및 학술진흥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의학협회와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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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조성금의 지급을 통한 학회 지원

당시 분과학회협의회의 예산은 별도의 회비 등의 재원이 없었다. 그러므로 1966년
첫 해 예산인 192,000원은 당시 의협에서 조성한 분과학회 조성금에서 일부 전용한
금액이었다. 그 후 의학협회가 회원 회비 중 분과학회조성금을 분과학회협의회로
배정하고 1970년부터 다시 이 금액 중 일부를 회원학회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도록
매년 회원학회에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이 예산은 각 학회의 운영이나 학술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 1970년과 1971년에 지급된 학회 조성금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조성
금은 1974년부터 기초학회와 그 외 학회에 달리 지급되다가 2000년부터는 기초분야
회원학회에만 지급되고 있다(2014년 기초학회 및 기초의학협의회 대표자 회의를
통해 기초의학 학회의 구심체로서 기초의학협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학회 조성금을 기초의학
협의회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표 3. 1970년, 1971년 학회 조성금의 추이
연도

회원 학회별 지급

계

1970

120,000원(35학회)

4,200,000원

1971

120,000원(35학회)

4,200,000원

회장 선출에 관한 에피소드

분과학회협의회의 초기 회장 선출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평의원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이었다. 회장 선출 방식은 분과학회협의회가 발전하고 참여가 늘어
나면서 직접투표제 또는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중심으로 선출하자는 견해가 제기
되었다. 평의원회에서 회장 선출 방식 변경 안이 통과됨에 따라 회장 선출 방식은
직선제로 변화한다. 4) 이렇게 바뀐 회장 선거 제도에 따라 김성환, 전종휘 회장에

4) 회장 선출에 관한 이문호 전임 회장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협의회 초창기에는 대체로 임원 선거를 전형위원제로 실시했다. 그 뒤 1971년 4월 선출한 5대 회장(전종휘
교수)부터는 직접투표제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직접투표제로의 전환 시 의견이 분분했다. 종전대로 전형위원
제로 후보를 정하자는 안과 후보제가 아닌 직접 개인이 원하는 사람을 투표해 최고득점자를 선출하자는 의견
이었다. 그 결과 재석 30명 중 19명이 직접 투표를 찬성했다. 직접투표제로 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곧 직접
투표에 들어갔다.
회장선거 투표결과 재석 29명 중 전종휘 9표, 이병현 6표를 얻어 최고득점자로 전종휘 교수가 회장으로 유임
되었다. 연이어 진행한 부회장 투표 결과는 이문호 11표, 김기령 7표로 내가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과거에는
협의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적어 20명 안팎의 저조한 참석률을 기록했으나 5대 임원선거부터는 높은 관심
도를 보인 선거였다. 또 경쟁의식도 생겨 열기가 가득한 각축장을 방불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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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6대 회장으로 이문호 교수가 선출되고, 1972년 3월 회장으로 취임하였는데
1994년 2월 퇴임할 때까지 22년간 재임하였다.

3. 기반정립기(1972-1988년)
1988년까지 16년은 분과학회협의회가 오늘날 대한의학회라는 독립적인 기구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독자적인 책무와 기능을 기획하고 수행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분과학회협의회는 전문의 고시를
국립보건원에서 대한의학협회로 민간이양하도록 하였고, 전문의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업무를 강화하였으며(병원신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개원의에 대한 임상보수교육자료와
의학용어집을 발간하고, 한국의학 초록집을 영문으로 발간하는 등 학술과 전문의 고시 등의
영역에서 발전을 추구하였다. 이 시기를 대한의학회 발전에서 기반정립기로 보는 것은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구성 및 임원
6대 (1972.04-1973.03)

7대 (1973.04-1974.02)

장

李

文

鎬

회

장

王

宗

舜

부

감

사

全

鍾

暉

감

사

朴

秀

기 획 이 사

申

학 술 이 사
재 무 이 사

회
부

회

장

李

文

鎬

장

金

起

鎬

감

사

全

鍾

暉

淵

감

사

金

命

鎬

洪

秀

기 획 이 사

朴

容

喆

朴

龍

輝

학 술 이 사

鄭

雲

赫

朱

鼎

均

재 무 이 사

李

謹

洙

회

8대 (1974.03-1976.02)
회

9대 (1976.03-1979.03)

장

李

文

鎬

회

장

李

文

鎬

부

회

장

金

起

鎬

부

회

장

金

起

鎬

부

회

장

金

箕

洪

부

회

장

金

箕

洪

감

사

全

鍾

暉

감

사

全

鍾

暉

감

사

金

昇

元

감

사

金

昇

元

기 획 이 사

朴

容

喆

기 획 이 사

白

萬

基

학 술 이 사

徐

丙

卨

학 술 이 사

申

萬

鍊

재 무 이 사

金

鍾

殷

재 무 이 사

柳

在

德

고 시 이 사

金

世

景

고 시 이 사

李

容

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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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1979.04-1982.03)
회

11대 (1982.04-1985.03)

장

李

文

鎬

회

12대 (1985.04-1988.03)

장

李

文

鎬

회

장

李

文

鎬

부

회

장

金

起

鎬

부

회

장

金

箕

洪

부

회

장

蘇

鎭

琸

부

회

장

金

箕

洪

부

회

장

金

起

鎬

부

회

장

朴

琇

誠

감

사

全

鍾

暉

감

사

朴

容

喆

부

회

장

高

光

昱

감

사

金

昇

元

감

사

金

昇

元

감

사

高

在

炅

기 획 이 사

朱

正

和

기 획 이 사

白

萬

基

감

사

金

喆

珪

학 술 이 사

白

萬

基

학 술 이 사

張

友

鉉

기 획 이 사

高

應

麟

재 무 이 사

柳

在

德

재 무 이 사

朱

正

和

학 술 이 사

張

友

鉉

고 시 이 사

李

容

珏

수련교육이사

崔

基

洪

재 무 이 사

林

漢

鍾

고 시 이 사

金

永

明

수련교육이사

崔

基

洪

무임소이사

朴

琇

誠

고 시 이 사

金

永

明

간 행 이 사

池

堤

根

보 험 이 사

金

東

集

무임소이사

崔

三

燮

이 기간 동안 활발해진 협의회의 활동을 반영하여 이사의 기능과 종류가 늘어났다.
즉 전문의 고시의 시행 주체가 됨으로써 1974년, 제8대 회장단에는 고시이사직을
신설하고, 수련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반영하여 수련교육이사, 간행이사,
보험이사 등의 직책도 계속 신설하였고, 그만큼 분과학회협의회의 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학회 인준사업의 시작

학회 인준사업은 분과학회협의회로 가입하려는 학회의 조직과 운영이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학회의 가입을 승인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이 회원학회 가입에 일정한 기준을 정한 것은 학회 조직의 합리적이며 효율
적인 운영을 돕고, 우수한 학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한의학회는
회원 단체로 가입 신청한 학회에 대해 학회 인준사업 기준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 평가 사항에는 학회조직에 관한 사항이 있어 학회조직이 일정한 형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인준사업은 점차 그 형태를 갖추어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는데, 현재 인준사업은 사전심사와 본심사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현재의 회원 인준은 사전심사와 본심사를 걸쳐 이루어지며, 본심사를 통과한 학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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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준하게 된다. 사전심사에서 평가하는 항목은 학술
활동, 학술지의 수준, 회칙의 타당성 등이며, 특히 학술지의 심사는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서 심의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담보하고 있다. 한편 본심사에서는
관련학회의 의견을 조회하고 심사위원들이 5개 항목에 관하여 심사한 점수를 바탕
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1년 회원 분류를 개정하기 이전까지 인준 조건을 충족시킨 학회에게 분과학회
협의회의 정회원, 혹은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였고, 학회 조성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준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재정적인 이익에 그치지 않는다. 즉 분과
학회협의회의 회원학회로 인준 받는 것은 의학계에서 정통학회임을 인정한 것이
되며, 정부나 사회의 지원을 얻기에 용이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 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과학회협의회 회원학회가 되는 것이 학회기능을 발휘하는 데 유리하
였다. 인준사업을 시작한 후 회원학회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6년 현재 165개 회원
학회가 가입한 상태이다. 회원인준 활동은 분과학회협의회의 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각 의학 연구 단체가 운영을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사업: 기초의학 현황 조사 및 기초의학진흥기금적립

대한의학회는 1980년대 초반 이후 기초의학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시작
하였다. 1982년 기초의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초의학 교육 현황을 연구하여 우리
나라 의학교육에서 기초의학 교육이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기초
의학 진흥을 위하여 분과학회협의회는 대한의학협회에 기초의학진흥기금을 적립
하였다. 당시 인력과 시설 면에서 기초의학분야의 어려운 상황을 조사를 통하여 확인
하였으나 문제 해결은 기초의학분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분과학회협의회는 1984년부터 기초의학진흥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하였
으며 대한의학협회 회원 연회비에 2,000원씩 특별회비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특별
회비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5,000원으로 인상하였고, 기금 8억 원을 마련하였다.
이 기금을 재원으로 기초의학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 기금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학술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기금을 마련하는 데 당시 분과학회협의
회의 이문호 회장이 크게 공헌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기초의학 진흥을 위하여 1993년
기초의학협의회가 결성되었다.
기초의학 진흥은 각 의과대학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과학회협의회가 기초의학 진흥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의과학의 발전에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의학계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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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대한의학회의 사업 목록
1989년 11월

기초의학 교실 현황 조사 발표(연구논문)

1991년 3월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기초의학 전임교육 실태

1993년 3월

기초의학교육 현황조사 보고서

1996년 3월

의사국가시험에 기초의학 과목 반영에 관한 연구 발간

1996년 8월

기초의학 전공자의 군특례보충역 편입 가능성 검토 연구

1997년 5월

실험동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심포지엄, 워크숍

1999년 1월

의과대학생의 의학교육 및 의료에 대한 의식 조사 보고서 발간

2000년 3월

동물시험 지침서 제작 및 설명회

2000년 3월

기초의학 조교(교수요원) 수련 지침 발간(2000.03.30)

2005년 3월

21세기 환경변화에 따른 기초의학 발전 방안

2014년 7월

기초의학전공 의과학자 양성에 관한 연구

2014년 12월

의과학 선진화를 위한 기초의학 육성과 의사 기초의학자 양성 방안

의학통계 조사사업

1985년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와 학회 단위 연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작한 사업으로서 당시 이문호 분과학회협의회 회장과 장우현 학술이사가
창안한 사업이다. 당시 보건의료에 관련 통계 자료는 많은 부분 의료선진국의 것을
원용하였는데, 이 경우 국내 의료상황과 맞지 않아 보건의료정책 입안 과정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한국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자료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되며 미래 복지 사회를 건설하는 초석이 된다는 것이다.
사업 내용은 회원학회를 통해 실시(또는 예정)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연구를 대상
으로 자유주제 형식으로 공모하여 매년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연구비를 지원
하였다. 의학통계 조사사업의 운영은 학회에서 자유롭게 선택한 주제를 학술위원회
에서 자체 평가항목에 따라 사업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
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구계약에 따라 총 3년(연구기간 1년과 논문게재를 위한
기간 2년)의 기간 내에 연구결과를 논문별책으로 제출하면 연구가 종료된다.
이 사업의 결과는 초창기에 대한의학회 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s (JKMS)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JKMS가 SCI
학술지로 선정되면서 투고 논문이 급증하게 되고 게재 적체 현상이 발생하여 다른
학술지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의학통계 조사사업은 1985년부터 2013년까지 28년간 진행되었으며, 그 동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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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총 105과제에 대해 총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초창기 회원학회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 당시 의학회
예산의 15%에 맞먹는 예산을 학회 연구비로 지원하였다.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1985년 과제당 3백만 원씩 지원하던 연구비를 1989년 5백만 원, 1991년 1천만 원
으로 지원 예산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갔다. 실제로 당시 지원 과제수는 갈수록 늘어
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적절한 지원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그동안 이 사업에 지원된 연구과제의 성과를 보면 총 105개 과제 중 16%는 연구 결과
물을 도출하지 못했거나 연구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연구결과를 논문
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연구계획 단계에서 충분
한 검토와 준비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술
위원회에서는 워크숍을 통해 연구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심의와 연구자들의
교육, 연구 목적에 맞게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2006년 대한의학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난 21년간 선정된 총 73과제
중 연구가 완료된 52과제의 결과보고서를 모아 “의학통계 조사사업 과제 모음집”을
발간하였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의학통계 조사사업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와 학회 단위의 학술연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
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현재 이 사업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의학발전의
풍토조성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2013년을 끝으로 중단하였다.
2007년부터는 의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간에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질적인 교류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건강보험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았으나 자료
공개에 대한 원칙, 형평성 있는 자료 접근 보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었다. MOU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이 보유한 통계자료가 의학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의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 이 심포지엄을
계기로 현재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적 연구자료 활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학용어 정리사업

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개념의
용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거나 일본식 용어, 혹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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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의학통계 조사사업 과제 목록
연구 주제

주관학회

연구책임자

발표지

1985년
1

우리나라 정신장애자의 역학적 조사연구

신경정신의학회

이정균

JKMS 1987;2(1)

2

우리나라 순환기계 질환의 발생빈도 및 분포에 관한 연구

순환기학회

박옥규

JKMS 1987;2(3)

3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유병률

당뇨병학회

최영길

JKMS 1987;2(1)

4

항생체 내성균주의 빈도

임상병리학회

이삼열

JKMS 1987;2(1)

5

우리나라 병원통계의 현황과 문제점

예방의학회

고응린

JKMS 1987;2(1)

6

의사국가시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의학회

최삼섭

국시원 설립 지원

7

한국 연안해수 및 어류에 있어서의 Vibrio vulnificus 분포와
분리균의 생물학적 성상

미생물학회

하대유

대한미생물학회지
1988;23(1) 1,2보

8

최근 일반 건강인에 대한 매독혈청 검사 성적 - 1986년

피부과학회

이정복

JKMS 1988;3(1)

9

한국인 폐암의 조직형, 병기, 수술률 및 생존율

흉부외과학회

손광현

JKMS 1991;6(2)

한국에서의 투석요법 및 신장이식 환자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신장학회

고광욱

JKMS 1988;3(4)

11

건선에 관한 역학적 조사

피부과학회

박윤기

Annals Dermatology
1992;4(1)

12

한국인의 색각이상

안과학회

김홍복

JKMS 1989;4(3)

13

우리나라의 소아혈우병 환자의 유병률 유형 및 합병증에 관한
연구

혈액학회

김길영

JKMS 1988;3(3)

14

신생아에서 외형상 검진된 비뇨기계 선천성 기형 빈도 조사

비뇨기과학회

김시황

JKMS 1989;4(1)

15

전국 핵의학 검사실을 대상으로 한 방사면역측정법의 정도관리

핵의학회

박수성

JKMS 1988;3(3)

1986년

10
1987년

1988년
16

전국 치료방사선과 환자 치료에 관한 Quality assurance program의
치료방사선과학회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박찬일

JKMS 1993;8(4)

17

한국에서 분리된 Salmonella균에 관한 조사 연구

임상병리학회

서진태

대한의학협회지
1989;32(11)

18

한국에 있어서의 공중화분에 관한 알레르기학적, 대기생물학적 연구

알레르기학회

강석영

출판되지 않음

19

한국인 갑상선 종양의 병리학적 검색

병리학회

김성호

JKMS 1990;5(1)

20

의료보험 적용인구의 의료이용도와 가입 기간의 관계

예방의학회

한달선

예방의학회지 1990;23(2)

1989년

38

21

한국 성인 신체의 여러부위에 대한 국소해부학적 및 형태 계측학적 연구 해부학회

정인혁

JKMS 1992;7(1)

22

우리나라 간질환자에서의 유구낭미충항체 양성률 조사

조승열

JKMS 1993;8(2)

기생충학회

대한의학회 50년 발자취

연구 주제

주관학회

연구책임자

발표지

23

한국인의 중이염에 대한 유병률 조사

이비인후과학회

김종선

JKMS 1993;8(1)

24

한국인의 혈중지질에 대한 연구

순환기학회

이정균

대한순환기학회지
1995;25(2)

25

한국에서의 비뇨기종양 역학적 조사

비뇨기과학회

이종욱

JKMS 1992;7(2)

26

국내 뇌혈관 질환의 역학적 분포 및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

신경과학회

노재규

JKMS 1993;8(4)

27

한국인 고지혈증의 표현형 분포조사

내분비학회

최영길

JKMS 1993;8(4)

28

한국인 임산부에서의 기형아 발생에 대한 임상 통계적 고찰

산부인과학회

이태호

출판되지 않음

29

농촌 지역의 질병실태 조사 연구(보건지소 내소 환자 조사)

예방의학회
(공중보건의협의회)

김한중

단행본 (1992년)

30

한국인 소아에서의 정상 골연 령에 관한 연구

방사선의학회

연경모

대한방사선의학회지
1996;34(2)

31

전국 장내원충 감염의 역학적 검사

기생충학회

민득영

출판되지 않음

32

건강 통계 자료 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연구

예방의학회

김한중

단행본

33

1986년부터 1992년까지 7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쯔쯔가무
미생물학회
시병의 혈청학적 조사 연구

장우현

JKMS 1995;10(4)

34

한국의 서로다른지역 환경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과 타아토피질환 발생의 연관 관계 및 이에 피부과학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에 대한 역학조사

김정원

단행본

35

인슐린의존성 당뇨병의 전국적 발병률 조사 및 등록연구

당뇨병학회

이홍규

단행본

36

한국인에 있어 요로결석에 대한 역학조사

비뇨기과학회

김세철

JKMS 1998;13(2)

37

우리나라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시와 사위의 유병률 및
안과학회
그 원인 분포에 따른 통계학적 고찰

김순현

대한안과학회지
1997;38(12)

38

한국인의 임신 주수에 따른 정상 태아의 각 부위별 계측에 관한 연구

초음파의학회

박용균

대한산부인과학회지
1995;38(12)

39

SCI에 색인되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의학 논문들(1990-1995)

의학회

이춘실

JKMS 1999l14(4)

40

한국 소아 사망 원인의 조사 분석 연구

소아과학회

이하백

소아과학회지 1998;41(8)

41

응급환자의 현황과 응급의료의 실태

응급의학회

김세경

대한응급의학회지
1997;8(3)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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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주관학회

연구책임자

발표지

1996년
42

한국인 악성림프종의 특성 분석 - 최신 REAL 분류에 따른 전국
대상의 조사 연구

병리학회

이중달

Cancer 1998;83(4)

43

한국인의 담석성분과 그 종류의 파악을 위한 전국적 역학조사

소화기학회

강진경

대한소화기학회지
1998;32(5)

44

한국의사의 지역분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의학회

김창엽

단행본(1998년)

45

한국 알코올 남용 및 의존 환자들의 병발 정신질환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회

조맹제

JKMS 2002;17(2)

46

한국에서의 류마토이드 관절염 및 퇴행성 골관절염의 역학조사

정형외과학회

유명철

출판되지 않음

47

한국인의 노인성 난청의 유병률에 대한 조사

이비인후과학회

김희남

JKMS 2000;15(5)

48

국내 노인 시설에서의 건강 및 의료관련 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

의학회

김인규

단행본(1998년)

49

1998년 한국인 유방암의 전국적 조사 연구

외과학회

안세현

JKMS 2000;15(5)

50

해안지역 한국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과 골대사지표의 관찰

내분비학회

윤현구

JKMS 2001;16(3)

1997년

1998년

1999년
51

한국인의 알레르기성 비염과 알레르기 관련 호흡기 질환의 발병
이비인후과학회
률에 관한 복수기간 연구

민양기

JKMS 2001;16(6)

52

119 구급대를 통한 서울지역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통계조사 연구

서길준

대한응급의학회지
2001;12(2)

53

한국인의 악성 림프종의 통계와 조직학적 분석(과거 분류법과
새로운 분류법에 따른 분석) 및 한국인 악성 림프종 환자에 대한 혈액학회
고용량 항암요법 및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 현황 조사

박희숙

출판되지 않음

54

한국 소아 알레르기 질환에 관한 전국적 역학 조사

소아과학회

이하백

Clin Exp Allergy 2004;34

55

우리나라에서 위식도 역류증상의 유병률과 임상 양상; 표본 인구
소화기학회
조사

최명규

대한내과학회지
2000;58(2)

56

지역사회거주 비치매 및 치매노인에서의 ApoE allele 빈도 분포에
신경정신의학회
관한 역학적 연구

연병길

출판되지 않음

57

한국인 두경부암에 대한 역학조사

김광문

JKMS 2003;18(1)

58

한국인 췌장 점액성 낭성 종양에 대한 전국적인 역학조사 및 병리
병리학회
학적 예후인자에 관한 연구

강대영

대한병리학회지
2003;37(4)

59

2000년도 저출생 체중아에 대한 전국조사

전정식

JKMS 2005;20(2)

응급의학회

2000년

2001년

2002년

40

이비인후과학회

신생아학회

대한의학회 50년 발자취

연구 주제

주관학회

연구책임자

발표지

60

버거씨병 환자의 발생 빈도에 대한 전국적 조사 통계

혈관외과학회

권굉보
(박장상)

대한혈관외과학회지
2005;21(2)

61

한국인에서 골육종 유병률에 관한 조사

정형외과학회

김병석

출판되지 않음

62

한국인에서 신세포암종의 유형에 대한 발생빈도에 관한 연구

병리학회

한운섭

HUMAN PATHOLOGY
2004;35(12)

63

우리나라 청소년의 클라미디아 유병률 및 감염 위험인자에 관한 조사

비뇨기과학회

조용현

JKMS 2004;19(4)

64

정상 한국인의 내부 실질장기 무게에 대한 통계학적 기초자료 마련

법의학회

이한영

The Korean J. Anat.
2009;42(4)

65

한국인에서 전극부 백내장의 유병률과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안과학회

주천기

K J Ophthalmol
2008;22(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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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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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3(2)

99

온라인재발등록프로그램을 이용한 전국적인 한국인 유방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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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환

출판되지 않음

101

임신성 당뇨의 발생 추이 및 위험인자 분석

조금준

PLOS O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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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의 5개년 간 치료유병률 소아청소년
변화 및 관련 요인 조사
정신의학회

반건호

JKMS 2016;31(4)

103

2012년 전국 위암 등록사업

김형호

출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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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약리학 관련 국내 학부 교육 현황과 졸업 예정 의과대학생
임상약리학회
들의 약물 처방 능력에 대한 조사 연구

구남이

연구 진행 중

105

한국인에서 만성췌장염의 임상 소견과 진단 및 치료 현황: 웹 기반의
췌담도학회
전국적, 다기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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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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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재활의학회

2013년

산부인과학회

위암학회

사업에 분과학회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학용어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1977년 발간한 의학용어 제1집은 의료보험 시작과 맞추어 용어 2만여 개를 정리
하였다. 이 사업은 그후에도 계속되고 확대되어 1983년 24개 분과학회가 참여하여,
4만여 용어를 정리한 제2집을 발간하였다. 그 이후로도 의학용어 사전 편찬 사업은
계속되어 의학용어를 정리하기 위해 의협 발간 의학용어집 제2집과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용어집 의학부분을 통합 정리하여 1992년 의학용어집 제3집을 발간하였다.
제3집에는 가능한 많은 용어 번역과 관련된 대립의견을 수용하고, 표준어와 외국어
한글표기법 등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모두 13만여 용어를 정리하였다.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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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된 의학용어집 제4집은 40여 개의 분과학회와 국어학자, 사전편찬 전공자가
참여하였다. 제4집 간행에는 지금은 쓰지 않는 고어와 잘못된 용어를 삭제하고 주요
영어용어 5만여 개를 사전식으로 배열하고, 가능한 한 개념, 한 구조에 우리용어
하나로 통일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어려운 일본식 한자용어 대신 토박이말
용어를 많이 채택하였다.
우리말로 잘 번역된 학술 용어는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용어의
개념을 잘 반영한 어휘를 사용하면 의학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의학의 개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말 의학용어의 급진적 도입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의학용어집 제5집(2009
년 발간)에서 한글용어와 기존의 한자용어를 병기하였으나, 오히려 공식용어로 무
엇을 써야할지 혼란만 가중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보건의료정보개발원이
COSTOM이라는 표준 용어를 제정함에 따라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혼
란을 해소하려는 의료계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는 의협 의학용어집의 용어를 표준
용어로 2014년 9월에 고시하였다. 의학용어에 대한 의료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용어 개정에 앞서 의협이 각 학회와 의학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통일된 원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의학교육의 활성화와 발전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를 구성하는 각 회원은 의학연구자이면서 대학에서 교육자로
서 활동한다. 따라서 의학회는 의학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였다.
의학교육과 관련한 기반정립기의 활동으로는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창설을 지원
하였다. 이미 1971년 창립되어 의학교육 향상을 도모하고 의과대학 간의 유대를 강화
하는 사업을 하던 “한국의학교육협회”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학계의 합의가
있어 의과대학 운영에 따른 논의, 교육 자문, 정보교환 등의 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1984년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의 구성을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과
학회협의회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의학연구자의 교류 지원: 의학교육자 명록 발간

분과학회협의회를 창설하기 위하여 1966년 7월 14일 전국 의과대학장회를 개최할
때 각 의과대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분과학회협의회는 공동체 구성이 목표의 하나였다.
이러한 사업의 하나가 의학교육자 명록 발간이다. 의학교육자 명록은 전국 의과
대학의 의학교육자의 명단 및 전공 자료를 제공하여 상호 교류의 기반 및 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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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이 명록은 1980년 창간호 발간 이후 1983년,
1987년, 1994년, 1997년까지 5회 발간되었다.
전문의 고시 민간 이양과 시행

전문의 고시 관리 운영은 한국사회 전문직의 자율성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업이다.
지금과 같이 대한의학회가 전문의 고시를 주관하기까지의 발전과정은 타분야에서
참고해야 할 대표업적이다. 5) 이문호 교수가 분과학회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전문의 시험 민간 이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는 당시 전문의 시
험의 시행에 있어 문제채택, 채점 등의 필기시험과정이나 구두시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두 학회에서 전담하다시피 했고 당시 보건사회부는 시험일자 결정과 시험
위원의 위촉, 채점의 집계 발표 같은 극히 사무적인 과정만을 맡고 있었다. 또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의 전문의자격시험 사무는 각 학회가 독자적이며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시험은 민간이 관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
었다. 그러나 분과학회협의회가 법인격을 갖추지 않아 일단 대한의학협회가 이관
받고 분과학회협의회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정하고 보건사회부와 협의하
였다. 오랜 협의 끝에 1972년 10월 보건사회부 위임을 통해 1973년부터 분과학회
협의회가 전문의자격시험을 주관하게 된다. 보건사회부는 1972년 10월에 「의사·
치과의사 전문의 인정규칙(보건사회부령 405호)」을 제정하여 의사단체가 자격시험을
주관할 근거를 마련한 후 분과학회협의회는 전문분과학회장 회의(1972년 12월)를
개최하여 전문의 고시위원회 규정, 전문의고시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 1973년
2월 전문의 고시를 최초로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기에 이른다. 6-8)
전문의 자격관리는 대한의학회가 의학계에서 갖는 책임을 극명하게 표현한다. 대한
의학회는 전문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여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의료계의 수준을 유지하고 모든 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유지시키는 교육과 평가를
체계화하는 한국사회에서 획기적인 제도를 정립하였다.

5) 1967년 4월 보건사회부에서 개최한 제20차 의사전문의자격시험심의위원회에서는 학회 위상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실기시험위원수 및 각과 배점은 당해 분과학회에 일임했으며, 각과 100점
만점으로 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은 당시 분과학회협의회가 이미 창립되었음에도 아직 분과학회협의
회의 사업으로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 않아 전문의 시험은 학회별로 집행한 단계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의협과
각 분과학회 대표들이 보건사회부에 다음해부터 전문의 시험을 군의요원소집 시기에 앞선 3월 중에 실시하
도록 하는 등 전문의 시험 관계에 대해 건의했지만, 분과학회협의회는 보건사회부 및 국립보건원과 긴밀히
협조, 상의할 입장에 있지 못했다. 그러나 차차 이 차이를 타개해 나가게 된다(이문호 의학사랑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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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제도 평가 및 관리: 전공의 지도감독

1970년대 초반부터 의학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걸쳐 복잡하고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떠올랐다. 특히 수련의인 인턴과 레지던트들의 신분 및 대우문제 등
으로 인해 빚어진 파업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의료계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문제는 보건사회부와 문화교육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심지

6) 이에 관한 이문호 회장의 회고담이다. “이형호 장관이 전문의 시험문제를 의협으로 이관토록 한 이면에는 허용
(許溶) 당시 보건연구원장의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그분이 의협(분과학회협의회)으로의 이관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힘써 주셨던 것이다. 1972년 7월 27일 허용 원장은 “이제 전문의 국시를 의협(분과학회
협의회)에 완전 이관할 단계가 됐다”고 밝히고 “전문의시험 이관과 함께 의사의 지시를 받는 의료보조원 국시도
의협으로 이관토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의협에서의 이관요구도 나오고 있으므로 전문의
시험 이관을 위한 법개정을 곧 할 단계라고 말했다. 이관은 1973년에 실시할 것이며, 전문의 시험 관계 소관은
그 동안 잘 협조해 주고 있는 의협에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를 빠른 시일 안에 집행
토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해 강한 소신을 나타냈다. 이에 다음해 내가 새 분과학회협의회장으로 선임된
첫해부터 명실공히 학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전문의시험 관장문제에 대한 해결의 싹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생각
지도 않았던 일종의 보너스를 받은 셈이다(이문호, 같은 책)”
7) 전문의 고시가 민간에 이양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료법(후에 의료법으로 개칭)」에
의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전문의 제도는 그 초기 8년 동안은 서류 심사에 의하여 전문과목표방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전문의 인증을 위한 시험제도는 1960년에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시험 업무를
국립보건원에서 관장하였으나 1973년 2월 13일의 제15차 전문의자격인정시험부터는 대한의사협회의 주관
으로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시험의 운영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시험의 실질적인
주관은 각 전문학회가 담당하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전문의제도 출범 당시 표방 허가 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정신과,
정형외과 및 방사선과 등 10개 과목이었고 학문의 발전과 분화에 따라 1962년에 신경외과, 마취과(후에 마취
통증의학과로 개칭), 임상병리과(후에 진단검사의학과로 개칭), 해부병리과(후에 병리과로 개칭), 예방의학
과가 추가 신설되고, 피부비뇨기과는 피부과와 비뇨기과로, 정신과는 신경정신과로 개칭되어 17개 과목이
된다. 1962년 결핵과가, 1975년에는 성형외과가 신설되어 모두 19개 전문과목이 되었고, 1982년에는 신경정신
과가 신경과와 정신과로, 방사선과가 진단방사선과와 치료방사선과(후에 방사선종양학과로 개칭)가 분리 증설
되고, 재활의학과가 신설되어 22개의 전문과목이 되었다. 1985년에 가정의학과가 신설되어 23개 전문과목이
되었는데 현재는 그 후 신설된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응급의학과가 추가되어 26개 전문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건상, 김진규, 전문의수급과 대한의학회의 입장, 대한병원협회지 2004년 3, 4월).
8) 표. 전문의 자격시험의 역사적 변동
1951 국민의료법 및 시행세칙 : 전문과목 표방 허가제도 출발
1952 최초로 전문과목 표방 허가증 발부(서류전형, 10명)
1959 1959년까지 총 1,427명의 허가증 발부
1960 전문과목 표방 허가 자격시험(제1회 전문의 고시): 국립보건연구원이 관장
1964 전문의 고시를 필기와 실기로 구분하여 실시
1967 보건사회부령을 통해 전문의 고시를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시행
1973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이관
1974 전문과목 표방 허가를 전문의 자격증으로 개칭하여 발급
1977 문제은행 관리 방식 채택
1986 채점 및 관리에 전산화 도입
1995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가 추가되어 총 26개 전문과목에 전문의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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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청와대까지 파급되었고, 이 문제의 해결에는 의협이나 병원협회는 물론 대학
이나 분과학회협의회도 무관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전공의수련제도 개선
및 전문의 시험 개선에까지 확대되었다. 9)
수련 제도 개선에 포함되었던 수련병원 지정업무도 처음에는 보건사회부 산하 국립
보건원이 관장하였다. 1963년부터 대한의학협회가, 1967년부터는 대한병원협회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분과학회협의회는 매년
전공의 지도감독사업을 실시하고, 실사를 시행하는 각 회원학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실사 결과는 병협에 제출되어 수련병원 지정 기준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및 병원 표준화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97년 대한의학
회는 전공의 수련교육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이들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유도
하고 있다.
수련병원지정 업무, 전문의 고시업무 모두가 초기에는 보건사회부가 직접 수행하
였다. 그러나 이 업무는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워 대학교수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
었다. 따라서 분과학회협의회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보건사회부가 각 학회로부터
자문을 받아 그 절차나 내용 등을 결정하였다. 그 후 분과학회협의회가 출범한 이후는
학회의 협의체인 분과학회협의회의 활동을 통해 수련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의료인이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등 소득이 있었다. 즉 피교육자인
전공의의 대우에 관한 기준과 평가를 통해 이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
한 것과 교육의 내실화를 꾀한 것 등이 업적이라 하겠다.

9) 당시 사건은 다음과 같다. 1971년 6월 16일 오전 국립의료원 인턴 32명 전원은 월급 1만9천 원을 50% 인상하고
의무직 수당 1만 원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집단사표를 제출한다. 이후 대학병원 인턴과 수련의들이 봉급
인상과 신분 보장을 요구하며 병원을 떠나 이 사건을 ‘1차 수련의 파동’이라고 부른다. 이 인턴 파업으로 시작
된 의료 파동으로 전국 병원은 마비 상태에 빠진다. 당시 국·공립대 인턴·레지던트들은 인턴은 일반공무원
3급을, 레지던트는 3급갑 대우를 할 것,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해 줄 것, 의무직 수당을 지급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정부당국은 병원을 떠난 인턴·레지던트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표를 수리하겠다며 강경책으로 맞
섰으나 동조 파업만 확대시켰을 뿐, 사태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했다. 인턴 사표 제출에 동조한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국립대병원 레지던트 4백 명은 1971년 7월 6일 보수개선 요구를 내걸고 48시간 총파업에
돌입했고, 7월 13일에는 사립대 부속병원 및 일반병원의 수련의들도 시한부 동조 파업을 벌여 전국 사태로 번
졌다. 결국 당국은 국립대부속 병원 인턴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약속, 사태가 마무
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처우개선 약속이 이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1971년 9월4일 서울대 부속병원 인턴 39
명 전원이 월급 인상, 공무원 신분보장, 해외여행 억제 철폐 등 3개 요구조건을 다시 내걸고 병원을 떠나는
사태가 재발하여 ‘2차 수련의 파동’이 발생하였다. 인턴들이 떠나가자 서울대 레지던트 1·2·3년 차 1백11명
전원이 무기한 동조 파업 돌입에 돌입했고 연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국립의료원 등 수련의들도 이에
동조, 집단 사퇴한다. 의료 파동이 전국으로 확산돼 병원 기능이 마비되자 교수들이 중재에 나섰고 정부는 결국
3-4만 원선의 월급과 수련의 기간 1년 단축, 해외여행제한 완화 등 개선책을 내놓고 1972년도부터 시행하겠
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우 개선 약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해 겨울 국회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신문 대학 50년, 대학가 100대 뉴스, http://www.unn.net/univ50th/univ50th.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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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학 발전을 위한 활동: 임상교재 발간 사업

의사 전문직의 전문성은 학술활동과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강화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분과학회협의회는 특히 수련을 마친 후에 교육 측면에서 취약한 개업의를
대상으로 교육 자료 개발에 힘썼다. 1986년 「임상교재(의학총서) 고혈압」편을 시작
으로 10편에 달하는 임상교재를 ‘의학총서’라는 명칭으로 발간하여 개업의들의 졸업
후 임상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표 6. 임상교재 발간 현황
발간일

교재 이름

1986년 7월

임상교재(의학총서) 고혈압

1986년 10월

임상교재(의학총서) 불면증

1986년 12월

임상교재(의학총서) 설사

1987년 4월

임상교재(의학총서) 급성복증

1987년 4월

임상교재(의학총서) 소아의 발진성 질환

1987년 9월

임상교재(의학총서) 법의학

1988년 6월

임상교재(의학총서) AIDS: 본체, 현황 및 대책

1988년 7월

임상교재(의학총서) 임상병리검사

1992년 6월

임상교재(의학총서) 당뇨병의 치료

1992년 6월

임상교재(의학총서) 암의 진단과 치료

국제교류 사업: 대한의학회 주최 국제 학술회의와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지급 사업

의학은 보편적인 지식에 근거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발생한 환자를
돌보는 학문이다. 학문적 보편성은 임상 진료의 근본적인 요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의학 도입 초기부터 외국의 최신 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전하였다.
분과학회협의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의학의 국제화를 지원하였다. 1980년
부터 2001년까지 30회에 걸쳐 분과학회협의회는 여러 가지 주제의 국제의학 심포
지엄을 직접 개최하여 국내 의학연구자들이 외국 학자들과 교류하고, 외국의 최신
연구 상황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초창기에는 개별 회원학회의 능력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의학회가 직접 개최하였으나 회원학회의 능력이 커진 후
에는 대한의학회가 직접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대신 정책을 바꿔 회원 학회가 주최
하는 국제 심포지엄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1998년부터 회원학회의
최신 의학 정보의 상호 교류 및 학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국내에서 개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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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한의학회 주최 국제의학학술심포지엄 제목
회차

일시

제목

장소

1

1980.05.30

핵의학의 임상적 이용

서울대병원 A 강당

2

1980.11.25

한국형 출혈열

남서울호텔 볼룸

3

1981.07.03

항생제에 관하여

서울대병원 A 강당

4

1981.09.25

암에 관하여

서울대병원 A 강당

5

1982.06.18

파종성 혈관내 응고(DIC)

서울대병원 A 강당

6

1982.11.05

아스피린

롯데호텔 크리스탈룸

7

1983.08.17-18

면역학

서울대병원 A 강당

8

1983.09.13-15

말초신경

충남 도고호텔

9

1983.12.05

고혈압과 협심증(니페디핀)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볼룸

10

1984.06.12

호흡생리와 폐기능 검사

신라호텔 영빈관

11

1985.06.20

렙토스피라 증에 관하여

프라자 호텔 덕수홀

12

1985.11.22

한일합동의학심포지엄(한일수교 20주년 기념)

서울대병원 A 강당

13

1986.06.03

세프트리악손(항생제)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14

1986.09.10

AIDS

프라자호텔 덕수홀

15

1988.02.11

Rickettsial Disease

서울대병원 소아진료부 강의실

16

1988.12.02

Hepatitis B Immunization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17

1990.02.22

암의 연구와 치료에 관한 최신 지견

서울중앙병원

18

1991.02.19

심혈관 전기 생리학

서울대병원 소아병원 강의실

19

1991.09.27

혈전증과 혈전용해 치료

하얏트 호텔

20

1992.09.22

현대의학에서 BRM 연구의 현황과 향후방향

올림픽 파크텔

21

1993.04.22

장수와 노인병

서울교육문화회관

22

1994.10.28

암의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of Cancer)

서울대학교 문화관

23

1995.02.17

평활근(Smooth Muscle)

연세의대 243호 강의실

24

1995.11.24-25

Free Radicals in Biology and Medicine

서울의대 대강당

25

1996.04.26

건강과 장수 - 암화와 노화의 제어

힐튼호텔

26

199710.13-14

Symposium in Pharmacological Receptors
and Channels in Medicine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27

199810.29-30

Gene and Human Disease

한국과학기술회관

28

2000.02.21-24

Healthy Aging for Functional Longevity

경주현대호텔

29

2000.04.26-29

외분비선 기능에 과한 국제심포지엄

연세대학교 상남경영관

30

2001.04.20

인삼의 암예방 효과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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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학 심포지엄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총 44건의 국제
학술대회에 총 3억1천만 원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매년 대한의사협회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되고, 국제학술대회가 증가하면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져
2013년을 끝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또 외국의 최신의학 정보를 현장에서 접하고 최신 연구 동향을 알아보도록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에 참석하는 연구자들의 여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1983년 이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의학분야가 선도적으로 다른 학문분야보다 국제
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젊은 의학도들이 세계적 석학들과 겨루기 위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열악한 기초의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데 큰 의
미가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은 학술위원회에서 학술대회 규모와 연자별 · 직급별 ·
MD 구분, 동점자는 연소자를 우선으로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 지급이 특정 학과와 개인에게 편중되어
표 8. 대한의학회의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을 받은 학회
연도

지원학회

심포지엄 주제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한일호흡기심포지엄

5,000,000원

제11차 세계유방초음파학회

5,000,000원

대한산부인과학회

The First Asian Congress on 3D Ultrasound in Obstertics and Gynecology

5,000,000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9차 환태평양 정신의학회 학술대회

5,000,000원

대한병리학회

The 2nd Conjoint Meeting of the Japanese, Korean, Australasian and Hong
Kong Division of the IAP and Pathology Association

5,000,000원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추계학술대회

5,000,000원

대한신경외과학회

제6차 국제뇌혈관외과학회

5,000,000원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Antimicrobial Agents and Resistance

5,000,000원

대한비과학회

10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vanced Endoscopic Surgery of the Nose
and Paranasal Sinuses

5,000,000원

대한소아신장학회

제8차 아시아소아신장 학술대회

10,000,000원

대한혈액학회

The 29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Hematology

10,000,000원

대한임상심의기구위원회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 법적 측면에 관한 워크숍

10,000,000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The 6th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on Immuno- & Molecular Biology
in Otorhinolaryngology

5,000,000원

대한안과학회

The 1st Meeting of Asian Angle-Closure Glaucoma Club 2002

5,000,000원

1998 대한방사선학회

1999

2000 대한화학요법학회

금액

2001

2002

50

대한의학회 50년 발자취

연도

2003

2004

지원학회

심포지엄 주제

금액

대한간학회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 간 심포지엄

10,000,000원

대한기생충학회

제9회 한일 기생충학 포럼

10,000,000원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제2회 동아시아 감염관리학회

10,000,000원

대한의료정보학회

2003 아시아·태평양 한중일 의료정보학술대회

10,000,000원

한국정신치료학회

International Forum on Taopsychotherapy and Western Psychotherapy

10,000,000원

한국심초음파학회

제14차 국제심초음파학회와 Echo Seoul 2004 (1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Cardiac Doppler Society in conjunction with Echo Seoul 2004)

10,000,000원

대한약리학회

제17차 한일 약리학 공동 심포지엄

10,000,000원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제5차 아시아·태평양 두개안면성형외과 학술대회

10,000,000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제19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 학술대회

10,000,000원

제1차 아시아·태평양 심방세동 심포지엄

10,000,000원

제13차 국제 사이토카인 학술대회(ICS2005)

10,000,000원

2006 대한생리학회

제6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생리학회

10,000,000원

2007 대한비뇨기과학회

2nd Pan-Pacific Continence Society Meeting

10,000,000원

2005 대한순환기학회
대한면역학회

2008

2009

2010

2011

2012

대한기생충학회

제17차 국제열대의학 및 말라리아 학술대회

5,000,000원

생화학분자생물학회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 60th Anniversary

5,000,000원

대한안과학회

5th APSOPRS Meeting (아시아태평양안성형학회 제5회 학술대회)

5,000,000원

대한응급의학회

제9회 아시아태평양 재난의학회

5,000,000원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10,000,000원

한국뇌신경과학회

제22회 부산 세계신경과학회 국제학술대회

10,000,000원

대한기생충학회

제11차 아시아-태평양 기생충성 인수공통질환 학회

5,000,000원

대한미생물학회

2010년도 한국미생물학회연합 국제학술대회

5,000,000원

대한영상의학회

제13차 AMS (Asian Musculoskeletal Society)

5,000,000원

대한중환자의학회

SCCM's Multiprofessional Critical Care Review Course

5,000,000원

대한외과학회

KOSIS 2011

5,000,000원

대한의료정보학회

2011 바이오·정보·의학 국제학술대회

5,000,000원

대한정신약물학회

제2차 아시아신경정신약물학회 국제학술대회

5,000,000원

한국뇌신경과학회

2011 한국뇌신경과학회 및 분자세포인지학회 학술대회

5,000,000원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2012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철 학술대회 겸 국제컨퍼런스

5,000,000원

대한의학유전학회

제12회 동아시아 의학유전연맹 정기 학술대회

5,000,000원

제8회 국제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 학술대회

5,000,000원

2013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계

44학회

3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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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어온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부정기적으로 접수하여 선착순
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2009년부터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참가 신청
기간을 제한하고 경쟁을 유도하여 보다 많은 젊은 연구자들에게 참가여비 보조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2013년부터는 학교 배분을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해 동일대학
동일학과에 1명만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였다. 이 사업은 기초의학 육성 정책의
상징적 의미로서 특히 기초의학자의 지원과 연구결과 발표의 지원활동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문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JKMS) 발간

우리나라 의학의 연구 결과를 해외에 소개하고 의학정보를 국제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1986년 영문의학잡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를 발간하였다. 이
학술지 내용은 1989년부터 Index Medicus에 등재되었다. 학술지의 위상은 계속
높아져 1999년 SCI-Expanded 등재잡지가 되고, 이어 2005년 SCI에 등재되었다.
1986년 9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1987년부터 1992년까지는 연 4회 (계간 - 3, 6, 9,
12월)로 발간하다가 1993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 6회 (격월간 - 2, 4, 6, 8, 10, 12월),
2010년 1월부터는 연 12회 월간 발행으로 전환하고 Open Access 출판을 시작하였다.
학술지 발행을 위해 의학 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간행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구성
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007년에는 web을 통한 e-submission system을 구축
하여 학술지의 투고와 편집 업무를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또 학술지
자체 웹사이트(http://jkms.org)에 전문을 출판하고 동시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
협의회의 KoreaMed Synapse (http://synapse.koreamed.org/)를 통해서 DOI를 구현
하고 Crossref와 연결되며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PubMed Central (http://www.
ncbi.nlm.nih.gov/pmc/)를 통해서 논문의 전문을 전세계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인 학술지 색인지인 PubMed (NLM, NCBI), Web of Science의 SCI
(Thomson Reuters), Scopus (Elsevier)에 모두 등재되어 국내 의학학술지의 전형
모델 학술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래 표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s에
발표된 논문의 수 증가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그간의 발전을 잘 드러낸다. 톰슨사
인용지수 2015 (journal impact factor)는 1.2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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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s 발표 논문 수
연도

발행권수

발표 논문수

1986년

1권

12

연도

1999년
1987년

4권

38

1988년

4권

26
2000년

1989년

4권

30

1990년

4권

36
2001년

1991년

4권

52

1992년

4권

63
2002년

1993년

6권

77

1994년

6권

76
2003년

1995년

6권

87

1996년

6권

95

1997년

1998년

6권

6권

2004년

발행권수

6권

6권

6권

6권

6권

6권

발표 논문수
Original Article

76

Case Report

41

기타

6

계

123

Original Article

85

Case Report

41

기타

5

계

131

Original Article

104

Case Report

45

기타

3

계

152

Original Article

102

Case Report

57

기타

6

계

165

Original Article

110

Case Report

62

기타

2

계

174

Original Article

116

Case Report

48

기타

6

Original Article

57

Case Report

39

계

172

기타

6

Original Article

152

Case Report

49

기타

6

계

103

Original Article

69

Case Report

48

기타

6

계

2005년

6권

계

207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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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발행권수

6권

7권

6권

8권

13권

발표 논문수

연도

Original Article

159

Case Report

50

기타

6

2011년

발행권수

12권

발표 논문수
Original Article

204

Case Report

61

기타

16

계

215

계

281

Original Article

169

Original Article

204

Case Report

64

Case Report

62

기타

5

기타

19

2012년

12권

계

238

계

285

Original Article

141

Original Article

225

Case Report

52

Case Report

47

기타

7

기타

49

2013년

12권

계

200

계

321

Original Article

203

Original Article

233

Case Report

59

Case Report

27

기타

12

기타

67

계

274

계

327

Original Article

213

Original Article

253

Case Report

108

Case Report

14

기타

36

기타

63

계

357

계

330

2014년

2015년

15권

14권

4. 정착기(1988-1994년)
1987년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는 조직을 체계화하고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한
의학협회 대한의학회로 개명하였다. 그 이후 대한의학회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이 시기
에는 대한의학회가 대한민국 의학 연구 발전의 초석을 놓는다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자임
하게 된다. 1988년에서 1994년까지 대한의학회는 이전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한 기초
의학 진흥사업, 국제교류사업, 학술지 발간사업, 의학교육 활성화 사업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대한의학회가 의학연구를 지원하고, 분과학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구라고
인식하고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를 대한의학회의 정착기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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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대표적인 사업은 개원의 연수강좌 발간, 워크숍 개최, 의학용어집 발간, 국제학회
개최, 의학연구 지원 및 장학사업, 의학통계발간사업, 의과대학 학습목표 설정 사업, 영문학
술지 간행, 분쉬의학상 제정, 기초의학 발전 사업 수행, 암분야 한-미 공동 연구사업 등이다.
구성 및 임원
13대 (1988.04-1991.03)
회

14대 (1991.04-1994.03)

장

李

文

鎬

회

장

李

文

鎬

부

회

장

朴

琇

誠

부

회

장

金

相

仁

부

회

장

崔

基

洪

부

회

장

吳

興

根

부

회

장

張

友

鉉

부

회

장

金

東

集

감

사

金

龜

子

감

사

金

龜

子

감

사

金

鎭

福

감

사

金

鎭

福

기 획 이 사

崔

三

燮

기 획 이 사

金

光

宇

학 술 이 사

朴

贊

雄

학 술 이 사

李

純

炯

재 무 이 사

元

致

奎

재 무 이 사

李

禎

均

수련교육이사

蔡

洙

應

수련교육이사

金

鍵

相

고 시 이 사

高

潤

雄

고 시 이 사

趙

漢

翊

간 행 이 사

池

堤

根

간 행 이 사

池

堤

根

보 험 이 사

金

東

集

보 험 이 사

金

炯

默

무임소이사

李

大

一

무 임 소 이 사

崔

三

燮

무 임 소 이 사

金

永

明

무 임 소 이 사

高

昌

舜

의학발전을 위한 협의체 창설 지원: 기초의학협의회 발족

기초의학협의회는 1993년 7월 기초의학연구협의회로 출범한 후 1995년 기초의학
협의회로 개칭하였다. 10) 문교부의 기초의학연구비 항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질
적인 필요와 기초의학의 진흥을 염원하는 기초의학자들의 의지가 결집되어 발족된
단체이다. 기초의학협의회는 기초의학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의학수준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의
10) 2015년 5월 대한기초의학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현재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대한해부학회, 대한
예방의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생리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등 11개 학회가 대표를 파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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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993년부터 매년 기초의학학술대회를 개최
하고 있으며 3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6년 5월 의학회 내 협의회로 가입을 했다.
의학학술 지원: 연구장학사업(후지사와 연구장학금 사업)

대한의학회는 일본 후지사와제약에서 후원을 받아 부교수 이하의 젊은 의학자가
일본 지역 단기연수와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지원하였다. 이것은 젊은 연구자
들이 해외의 최신의학 정보를 직접 경험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었
으나 2000년도부터 사정에 의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1988년부터 1999년까지
13년 간 연구자 120명을 지원하였다. 장학금 지원 상황을 다음 표에 정리하였다.
표 10. 후지사와 연구장학금 지원 상황
연도

인원

금액

연도

인원

1988

금액

9명

8,100,000원

1994

8명

16,056,000원

1989

2명

2,400,000원

1995

3명

9,000,000원

1990

21명

17,172,040원

1996

8명

8,720,800원

1991

14명

16,755,760원

1997

5명

8,638,800원

1992

10명

19,919,980원

1998

12명

11,780,000원

1993

10명

16,707,340원

1999

18명

10,200,000원

분쉬의학상 제정과 시상

대한의학회는 의학학술활동의 수월성을 향상시키고 세계의학과 겨루는 한국의학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한국 최고 권위의 의학학술상을 제정하기로 하고 1990년 9월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공동으로 분쉬의학상을 출범시켜 현재 이르고 있다. 11)
분쉬의학상은 매년 가장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학계의 발전에 기여한 의학인을
객관적이며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당해 연도

11) 리하르트 분쉬 박사는 1869년 독일 슐레지엔의 히르슈베리크에서 태어나 1894년 그라이프스발트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당시 유명한 내과의였던 피르호 교수 문하에서 수련의로 일했으며 일본 왕실의 시의
이자 도쿄대학 내과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벨츠 박사의 주선으로 1901년 11월 고종의 시의로 한국에 왔다. 시의로
서뿐만 아니라 개인 진료소를 열어 민간 의료봉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905년 4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압력으로 한국을 떠났고 1908년에 다시 아시아로 돌아왔으나 장티푸스에 걸려 1911년 3월 41세의 젊은
나이로 중국 칭따오에서 사망했다. 발견된 그의 일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그의 활동을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쉬”라는 제목으로 1999년 출판되었다(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쉬, 리하르트분쉬, 김종대 역, 학고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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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최고의 업적을 낸 연구자들에게 시상하는 최고의 의학상으로 자리잡았다.
2000년부터는 젊은 의학자들의 도전 정신을 고취하고 연구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젊은의학자상’을 신설하여 임상의학분야와 기초의학분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분쉬의학상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시상하는 단일
의학상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학술상이다. 한두 달의 수상 후보자 공모로
진행되는 여타의 학술상과 달리 분쉬의학상은 거의 1년 동안 본 상의 수상자 선정
작업이 진행된다. 이 상을 통해 우리나라 의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고,
세계 의학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한국의 의학분야를 살펴볼 수 있다.
분쉬의학상 역대 수상자는 다음 표에 정리하였다.

표 11. 분쉬의학상 수상자
횟수

연도

1회

1991

수상자

횟수

연도

15회

2005

- 본상: 박승정 (울산의대 내과학)
- 젊은의학자상: 김성준 (서울의대 생리학)
- 젊은의학자상: 김민선 (울산의대 내과학)

16회

2006

- 본상: 이경수 (성균관의대 영상의학)
- 젊은의학자상: 국현 (전남의대 약리학)
- 젊은의학자상: 강현재 (서울의대 내과학)

17회

2007

- 본상: 고규영 (KAIST 생리학)
- 젊은의학자상: 박지영 (고려의대 약리학)
- 젊은의학자상: 김희진 (성균관의대 진단검사의학)

장우현 (서울의대 미생물학)

2회

1992

김재협 (전남의대 생리학)

3회

1993

김동집 (가톨릭의대 내과학)

4회

1994

홍기환 (부산의대 약리학)

5회

1995

이부영 (서울의대 정신과학)

6회

1996

조경우 (전북의대 생리학)

수상자

7회

1997

허갑범 (연세의대 내과학)

8회

1998

한만청 (서울의대 방사선과학)

9회

1999

이희발 (순천향의대 내과학)

18회

2008

- 본상: 김명환 (울산의대 내과학)
- 젊은의학자상: 김동환 (성균관의대 내과학)

10회

2000

- 본상: 정명희 (서울의대 약리학)
- 젊은의학자상: 김현아 (한림의대 내과학)

19회

2009

- 본상: 권준수 (서울의대 정신과학)
- 젊은의학자상: 박승윤 (동국의대 생화학)
- 젊은의학자상: 박상민 (서울의대 가정의학)

20회

2010

- 본상: 김인산 (경북의대 생화학)
- 젊은의학자상: 주영석 (서울의대 유전체의학
연구소 생화학)
- 젊은의학자상: 박덕우(울산의대 내과학)

2001

- 본상: 이정용 (가톨릭의대 병리학)
- 젊은의학자상: 이민구 (연세의대 약리학)

2002

- 본상: 최병인 (서울의대 방사선과학)
- 젊은의학자상: 강경훈 (서울의대 병리학)
- 젊은의학자상: 송병철 (제주의대 내과학)

13회

2003

- 본상: 김종성 (울산의대 신경과학)
- 젊은의학자상: 이석형 (가톨릭의대 병리학)
- 젊은의학자상: 서창희 (아주의대 내과학)

21회

- 본상: 노동영 (서울의대 외과학)
2011 - 젊은의학자상: 성창옥 (성균관의대 병리학)
- 젊은의학자상: 조병철 (연세의대 내과학)

14회

2004

- 본상: 정헌택 (원광의대 면역학)
- 젊은의학자상: 김하일 (연세의대 생화학)
- 젊은의학자상: 강덕희 (이화의대 내과학)

22회

- 본상: 정명호 (전남의대 내과학)
2012 - 젊은의학자상: 지헌영 (미시간대 약리학)
- 젊은의학자상: 문형곤 (서울의대 외과학)

11회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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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연도

수상자

23회

- 본상: 이명식 (성균관의대 내과학)
2013 - 젊은의학자상: 김형범 (한양의대 의공학)
- 젊은의학자상: 박경우 (서울의대 내과학)

24회

- 본상: 김효수 (서울의대 내과학)
2014 - 젊은의학자상: 윤승용 (울산의대 해부학)
- 젊은의학자상: 김찬 (연세의대 내과학)

횟수

연도

수상자

25회

- 본상: 조은경 (충남의대 미생물학)
- 젊은의학자상: 엄광현 (전남의대 약리학)
2015
- 젊은의학자상: 이준구
(KAIST 의과학대학원 내과학)

의과대학 교육의 개선: 의과대학 학습목표 제정과 의학교육합동세미나의 개최

대한의학회는 의학교육분야에서 각 의과대학의 전국적 교류를 통해 의과대학 학습
목표를 제정하였다. 의학 교과목의 학습목표는 담당 교수들이 기대하는 의과대학생의
행동변화와 습득 능력을 글로 풀어 정리한 것이다. 학습목표는 의과대학의 수준 및
의과대학의 교육목표, 평가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지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의과대학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표준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 학습목표를 제정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며 예방의
학회 등 관심 있는 분과학회를 중심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분과학회
협의회는 그 운동을 분과학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1980년대 초반 이후 의과대학
교육 전반에 관한 학습목표 제정 사업을 시작하였다. 1988년 각 학회가 참여한 6년
간의 연구 개발 끝에 기초의학분야에서 시작하여 1990년 임상의학편이 출간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이 학습목표는 의과대학 교육과 학생 평가에 사용되고
있다.
“의과대학 학습목표”는 1993년, 1994년, 2003년에 걸쳐 개정 간행되었다. 1993년과
1994년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가 간행한 의과대학 학습 목표는 강의와 실습 교육에
널리 활용되었다. 정기적이며 능동적인 학습목표 개정 작업은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학문 영역의 융합,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1999년에는 기초의학 분야의
학습목표집을 또다시 개정하였고, 2000년에는 임상의학편을 개정하였다. 학습목표
개정 작업은 2003년부터 의과대학장협의회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의과대학 학습목표는 기능과 계통 중심으로 구분한 ‘영역’, 아래 ‘대항목’과 ‘중항목’,
‘소항목’을 배치하여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인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목표에는 단순히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의학적 지식을 넘어 환자의 권리 등에 관한
항목과 같이 기능 및 태도 등을 포함하였다. 이것은 교육자와 학생들이 학습목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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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에 있어 구체성을 요청하였기 때문이었다.
대한의학회는 학습목표의 합리적인 제·개정 과정을 통해 타당성과 전체적 조율을
꾀하였다. 즉 학습목표 중앙실무위원회에서 각 분과학회에 의과대학 학습목표 개정
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이 분과 위원회의 대표 위원을 대상으로 학습목표 기술방법
훈련 등 실무 연수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표자들은 다시 분과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함께 시안을 제정, 제시하였다. 이렇게 취합한 자료는 인쇄자료로
출판, CD-Rom과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하여 의과대학 교육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작업은 대한의학회라는 분과학회 협의체를 통해 더욱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음에 나열한 것과 같은 문제는 분과학회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연합
체를 통한 논의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문제란 어떤 학습 목표가
여러가지 학과목에서 중복설정되는 문제, 동일한 수준의 지식에 관해 그 중요성
평가가 각 학회별로 다른 점 등이었다. 중복되는 학습 목표는 관련성과 중요성이 큰
학과목에 설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등을 해결하는 데 분과학회 협의체인 대한의학회가 크게 기여하였다.
대한의학회는 이해 조정 역할뿐 아니라 의학교육에 있어 장기적인 목표와 의학 학
문의 변화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의학연구자들로 구성된 그 성격을 십분 활용하여
의학 교육의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한편 학습목표 제정뿐 아니라 제정된 학습목표를 적극적으로 의과대학 교육에 적용
할 수 있도록 1995년 「의과대학 학습목표 활용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의과
대학생의 의학교육에 관한 견해를 종합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1999년 「의과대학생의 의학교육 및 의료에 대한 의식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의학교육에 관한 연구와 심포지엄

대한의학회는 의과대학 신증설에 관한 심포지엄(1994년), 전임의 제도 현황 조사
연구보고서(2000년), 졸업 후 의학교육 제도에 관한 연구(1996년, 2000년) 등의
사업을 통해 의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부교육과 졸업 후 교육을 망라하여
필요한 사안을 논의할 장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의학의 발전으로 졸업 후 의학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의과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마땅한 교육기회가 달리 없으므로 지금은 의과대학 졸업
생의 거의 모두가 전공의 과정에 들어가 단과전문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임상의사가 되기 위한 거의 유일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수련과정의 개선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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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는 「전공의 수련교육업무지침」 12) 을 마련하여 이를 전공의 수련 교육의
내실화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이후 전공의 수련 교육업무는 발전기에 훨씬 체계적
으로 정립되어간다. 예를 들어 2003년 인턴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공통 술기를
동영상으로 정리, 제공함으로써 크게 호응을 받았다.13)
전문과목의 신설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대한의학회는 전문과목의 신설과 관련하여 수요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합리적인 견해를 보건당국에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1990년
보건사회부로부터 응급의학 및 산업의학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대한의학회의
의견 요청을 받아 전문과목 신설을 유보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이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들 과목에 대한 전문과목 신설을 당국에 요청하였다). 이 활동은 정부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학전문가로서 갖는 책임을 다하는 것인 동시에 의료
계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그 위상을 새롭게 하였다.
국제 공동연구: 한미 암공동연구 사업

1986년 10월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소장 Dr. Samuel I Broder 소장과 대한의학회
(KAMS) 이문호 회장 사이에 한·미간 암공동연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인이 이루
어짐으로써 대한의학회 안에 한미 암공동연구 협력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설치
되어 국내 암 연구자들의 단기 (1-3개월) 미국 연수와 한미공동암학술모임 등을 개최
하였다. 1995년 7월 4일 서울에서 미국국립암연구소 Dr. F. Welsch 초청 세미나를

12) 전문의수련지침: “전문의를 배출하는 대한의학회 소속 학회의 전공의 수련 업무 관리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516호)」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 세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련책임자(수련병원의 진료과장)는 대통령령 상의 연차별 수련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공의의 연간
수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련시작 3개월 이내에 학회에 보고하고 학회는 이를 대한의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전공의는 전공의 수첩의 수련사항을 매월 작성하되 익월 5일까지 수련책임자의 확인을 받는다. 학회는
1년에 1회 이상 연차별 자격심사 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3) 전문학회는 전문의 고시 출제계획표를 매년 7월에 발표하고 이를 전공의에게 알린다.
(4) 각 학회는 전문의 고시 출제문제 중 주관식 문항을 40% 이내에서 출제할 수 있다.
(5) 대한의학회는 각 학회 전공의의 수련을 보다 충실하게 하고자 자율평가와 전공의 연수 강좌 등을 전문의
평생연수 교육과 연계하여 중요한 진료기법과 최신 의료지견을 합리적 교육기법을 활용하여 성실히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6) 대한의학회는 4년차의 수련실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13) 자료는 대한의학회 홈페이지(http://www.kam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을 제작한 공통술
기는 기도관리(기관삽입술), 손씻기, 정맥주사법, 중심정맥주사법, 동맥혈채취법, 동맥캐뉼라 천자삽입법,
흉강천자, 복수천자, 요추천자, 비위관삽입법, s-b tube 삽입법, 도뇨관삽입법, 피부봉합법, 절개배농법, 관장,
비경검사법, 이경검사법, 안저검사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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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였다. 1996년도 사업으로 미국국립암연구소 특강 시리즈 비디오 테이프를
복사하여 회원 기관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립암센터와 한미암공동연구
협력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00년 12월 국립암센터로 업무를 이관하였다. 이 공동
연구 사업을 통해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회에 4명에서 12명까지가 단기연수로
미국과 공동암연구를 하였다. 이 사업은 미국 의학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의학이 발전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동시에 국내 의학이 미국의
방법론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5. 발전기(1994-현재)
1994년에서 2016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의학회는 그간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국제적 수준의 학술연구단체가 되며, 의학발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후원하는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대한의학회의 주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학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의학회 학회 인준 및 평가지침의 작성, 학회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창립 지원, 의학회 홈페이지 개설,
학회 임원 아카데미 개최
2) 의학 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바이엘임상의학상 제정, 대한의학회 회장상 시상
3) 전문의 제도 유지 및 수련 강화: 전문과목학회 대표자 회의,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관련 사업, 졸업 후 의학교육 연구, 임상수련에 관한 연구
4) 의학의 발전 및 국제적 교류 사업: 국제학술대회 개최지원 사업, KoMCI 발간,
KoreaMed 운영,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창설 지원, CIOMS 가입
5) 그 외 다양한 사회적 봉사 및 활동: 사이버학술대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자 초청 토론회, 표준설명동의서식 제작, 근거중심의학 논의, 보완대체의학 관련
논의, 학회 구분의 통합, 상대가치 개발연구, 정부 정책에 관한 의학회의 입장 표명,
임상의사를 위한 강좌 개설 등
구성 및 임원

발전기에는 대한의학회의 사업영역과 관심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하여야 할 사업의
양이 증가하고 사업 수행의 일관성을 중요시 하여 그간 의협의 학술국 직원에 의하여
보조 업무로 수행되던 의학회 사무도 독립된 사무국의 설치를 고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2년 설치된 사무국을 넓혀 이전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무국의 운영은
대한의학회 발전에 크나큰 전환기가 되었다. 사무국 이전과 병행하여 영문직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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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1994.04-1997.03)
회

16대 (1997.04-2000.03)

17대 (2000.04-2003.03)

장

金

永

明

회

장

金 光 宇
(1997.04-1999.05)

회

장

池 堤 根
(1999.06-2000.03)

부

池 堤 根
(1997.04-1999.05)

장

池

堤

根

회

장

高

潤

雄

부

회

장

金

仁

哲

회

장

金

鍵

相

부

회

장

金

基

容

회

부

회

장

李

成

洛

부

회

장

부

회

장

池

堤

根

부

회

장

丘

秉

參

부

감

사

元

致

奎

부

회

장

高

潤

雄

감

사

李

禎

均

감

사

李

珍

鏞

감

사

李

重

達

감

사

宣

熙

湜

기 획 이 사

金

鍵

相

감

사

金

仁

哲

기획조정이사

金

聖

德

학 술 이 사

徐

正

燉

기획조정이사

李 正 相
(1997.04-1998.04)

학술진흥겸
金 世 鍾
기 초 의 학 이 사 (2000.04-2000.08)

재 무 이 사

陳

秀

一

기획조정이사

崔
鏞
(1998.05-2000.03)

학술진흥이사

任 廷 基
(2000.09-2003.03)

수련교육이사

李

武

相

학술진흥이사

朴

相

哲

기초의학이사

安 英 秀
(2000.09-2003.03)

고 시 이 사

盧

英

茂

기초의학이사

金

景

煥

수련교육이사

崔 仲 煥
(2000.04-2001.02)

간 행 이 사

朴

贊

一

임상의학이사

李

明

哲

수련교육겸
李
哲
임 상 의 학 이 사 (2001.03-2003.03)

의료제도이사

安

允

玉

의학교육이사

徐

德

俊

고 시 이 사

鄭

明

鉉

무임소이사

李

根

수련교육이사

盧

英

茂

간 행 이 사

趙

昇

烈

무 임 소 이 사

高

潤

雄

고 시 이 사

金

聖

德

재 무 이 사

崔

宗

相

무 임 소 이 사

康

珍

敬

간 행 이 사

趙

昇

烈

의학교육이사

徐

德

俊

재 무 이 사

宣

熙

湜

의료정보이사

李

榮

成

의료정보이사

延

炳

吉

보 건 교 육 겸
의료제도이사

安

允

玉

보건교육이사

安

允

玉

보 험 이 사

孫

明

世

보 험 이 사

金

漢

中

홍 보 이 사

朴

貴

媛

의료제도이사

文

玉

綸

무 임 소 이 사

柳

承

欽

홍 보 이 사

李

允

聖

무 임 소 이 사

金

辰

圭

무 임 소 이 사

柳

承

欽

무 임 소 이 사

朴

貴

媛

무 임 소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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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 光 鎬
(1995.06-19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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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2003.04-2006.03)
회

19대 (2006.04-2009.03)

장

高

潤

雄

회

20대 (2009.04-2012.03)

장

金

鍵

相

회

聖

장

金

聖

德

부

회

장

金

鍵

相

부

회

장

金

德

부

회

장

崔

宗

相

부

회

장

宣

熙

湜

부

회

장

南 宮 成 銀

부

회

장

金

東

翼

부

회

장

李

武

相

부

회

장

趙

昇

烈

부

회

장

吳

東

柱

부

회

장

金

聖

德

부

회

장

崔

宗

相

부

회

장

李

允

聖

茂

부회장겸기획
조 정 이 사

孫

明

世

부

회

장

孫

明

世

장

盧

감

사

李

根

감

사

金

國

起

감

사

尹

容

範

감

사

南 宮 成 銀

감

사

李

武

相

감

사

金

彰

輝

기획조정이사

孫

明

世

학술진흥이사

林

泰

煥

기획조정이사

金

善

會

학술진흥겸
기초의학이사

金

東

龜

기초의학이사

蔡

鍾

一

학술진흥이사
겸재무이사

林

泰

煥

임상의학겸
수련교육이사

金

辰

圭

임상의학이사

申

亮

植

기초의학이사

安

德

善

의학교육이사

鄭

明

鉉

의학교육이사

李

允

聖

임상의학이사

金

聖

勳

고 시 이 사

黃

仁

洪

수련교육이사

金

聖

勳

의학교육이사

全

宇

澤

간 행 이 사

趙

昇

烈

고 시 이 사

李

春

鏞

수련교육이사

王

圭

彰

재 무 이 사

崔

宗

相

간 행 이 사

趙

秀

憲

고 시 이 사

黃

仁

洪

의료정보이사

李

榮

成

재 무 이 사

金

東

翼

간 행 이 사

洪

性

台

보건교육겸
의료제도이사

趙

秀

憲

의료정보이사

閔

源

基

법 제 이 사

鄭

知

太

보 험 이 사

朴

相

根

보건교육이사

林

仁

石

보건교육이사

林

仁

石

李

東

洙

부

회

英

홍 보 이 사

安 明 玉
(2003.04-2004.06)

보 험 이 사

李

東

洙

보 험 이 사

홍 보 이 사

朴 京 雅
(2004.07-2006.03)

의료제도이사

李

善

姬

의료정책이사

홍 보 이 사

朴

京

雅

정 책 이 사

무임소이사

柳

承

欽

정 책 이 사

무임소이사

金

辰

圭

홍 보 이 사

무임소이사

金

東

龜

의료정보이사

尹 鍾 賢
(2009.04-2010.03)

의료정보이사

金 周 漢
(2010.04-2012.03)

무 임 소 이 사
무 임 소 이 사
무 임 소 이 사

柳

承

欽

池 勳 商
(2003.04-2004.07)
尹

容

範

무 임 소 이 사

李 景 錫
(2008.02-2009.03)

李 善 姬
(2009.04-2012.01)
李

景

錫

文 靜 林
(2009.04-2011.11)
金

淑

姬

무 임 소 이 사

金

國

起

무 임 소 이 사

申

亮

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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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2012.04-2015.03)
회

22대 (2015.04-2018.03)

장

金

東

翼

회

장

李

允

聖

부

회

장

李

允

聖

부

회

장

張

聲

九

부

회

장

金

東

龜

부

회

장

李

守

坤

부

회

장

王

圭

彰

부

회

장

鄭

知

太

부

회

장

金

聖

勳

부

회

장

權

建

榮

부

회

장

鄭

知

太

부

회

장

감

사

崔

宗

相

감

사

金

東

龜

감

사

申

亮

植

감

사

金

善

會

기획조정이사

李

溱

祐

기획조정이사

金

재 무 이 사

車

榮

珠

학술진흥이사

裵

祥

哲

학술진흥이사

裵

祥

哲

재 무 이 사

裵

鐘

雨

기초의학이사

李

惠

姸

수련교육이사

朴

重

信

임상의학이사

林

仁

石

고 시 이 사

黃

仁

洪

의학교육이사

安

德

善

간 행 이 사

洪

性

台

수련교육이사

金

宰

中

법 제 이 사

朴

亨

煜

고 시 이 사

金

承

鎬

보건교육이사

曺

希

叔

간 행 이 사

洪

性

台

의료정책이사

韓

相

遠

법 제 이 사

朴

亨

煜

홍 보 이 사

李

溱

祐

보건교육이사

趙

敬

熙

정 책 이 사

金

再

奎

의료정책이사

李

東

洙

정 책 이 사

廉

浩

期

홍 보 이 사

韓

熙

哲

정 책 이 사

都

暻

賢

정 책 이 사

李

景

錫

무임소이사

林

仁

石

무임소이사

趙

敬

熙

정 책 이 사

李 旺 埈
(2013.04-2015.03)

정 책 이 사

曺

希

叔

무 임 소 이 사

金

善

會

무 임 소 이 사

張

聲

九

李 元 哲
(2015.05-2018.03)

輪

확정과 사무의 전산화 작업도 수행하여 회보도 발간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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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활동 : 기초의학 현황조사, 육성방안 연구, 기초학회 조성금

대한의학회는 1980년대부터 기초의학 진흥을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시작하였다.
연구기반이 열악한 기초학회의 연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에서 추진한
관련 사업을 몇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초의학관련 용어를
정리, 집대성했다. 둘째, 의과대학에 근무하는 기초의학 교원과 연구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기초의학자들의 병역 특례
가능성을 제시했다. 셋째, 기초의학 산실인 실험동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서를 제정했으며, 넷째, 앞으로 우리나라 의학과 생명공학을 이어받을 의과대학생
들의 기초의학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또한 21세기 노벨의학상에 가장 근접한
국내 (기초)의학자 발굴 선정 작업을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약 2년에 걸쳐 의과학 선진화를 위한 기초의학 육성과
의사 기초의학자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에 집중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4
년 제34차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기초의학 수련과정의 표준화 필요성과 의사 기초
의학자 고갈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 기초학회 및 기초의학협의회 대표자 회의를 통해 기초의학 학회의
구심체로서 기초의학협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학회 조성금을 기초의학협의회를 통해 지원하는 것
으로 결정을 했다.
학술연구단체의 설립 지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단체 설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대한의학
학술지편집인협의회,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는 의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에 관한 규정을 협의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의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의학
회에서 지원하여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설립과정을 거쳤다. 1995년 2회 개최된
논문작성 및 심사에 관한 워크숍에서 편집인 협의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창립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1995년 9월 논문작성 및 심사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워크숍에 참석한 편집인을 대상으로 편집인 협의체의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의학회 이사회에서 (1) 협의체 설립에 산파
역할을 하고, (2) 협의체의 사업에 재정적 보조를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 준비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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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1996년 2월 22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창립총회를 통해 박찬규 연세
의대 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을 선출하고 같은 해 3월 28일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단체는 각 의학학술지의 편집인과 개인회원 및 특별회원 등으로 구성
하였고 대한의학회가 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는 2001년 3월 의학회 내 협의회로 가입하였다.
2002년 대한의학회 제25차 이사회에서 (가칭)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설립 타당성을
인정하는 연구 결과 보고를 받은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후
2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4월에 출범하였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석학을 구성원으로 한국 의학의 지속적인 진흥 창달과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학의 전문분야별로 제1분회부터 제7분회까지 7개 분회를 두고, 각 분회
에는 전공분야별로 분과를 두게 되어 있다. 의학한림원은 종신정회원 97분과 임기
정회원 349분에 달하는 석학들의 부문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미래의학의 방향 제시와
한국 의학의 수준 향상 및 선진화를 유도하고, 독립성, 자율성 및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의료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이다.
대한의학회는 국내 IRB 협의체인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의 설립을 지원하였는데, 이 단체는 2002년 3월
설립된 국내 IRB 협의체로서 IRB 위원을 교육하고 각 연구기관에서 운영 중인 IRB의
정도를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
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의학회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의 협의체를 창설하거나 창설을 지원하였다. 이들 기관들은
연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합체의 성격을 지닌 것들로서
대한의학회 산하 단체 내지는 관련 단체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의학회의
활동을 전문화시킬 뿐 아니라 그 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시도이다. 대한의학회는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회의 활동뿐 아니라 다양
한 학술 활동을 조율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의과대학 교육의 개선: 의과대학 학습목표 선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창립,
의학교육합동세미나, 대한의학회 회장상 시상

학습목표 제정뿐 아니라 제정된 학습목표를 적극적으로 의과대학 교육에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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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1995년 「의과대학 학습목표 활용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의과대학
생의 의학교육에 관한 견해를 종합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1999년
「의과대학생의 의학교육 및 의료에 대한 의식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대한의학회는 의사국가시험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의사국가시험제도 개선작업
및 출제요원 워크숍,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창립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의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업무로 대학 교수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여 오던
사업이었으나 평가의 원칙과 방법 등의 인식이 늘어나면서 학습목표에 근거한 출
제와 합리적인 합격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점차 대한의학회를 통한 관련학회
들의 통합적인 참여와 협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14) 한편 의사자격시험이
정부의 행정적인 집행만으로는 안되겠다는 인식이 싹트게 되어 2003년 한국의학
교육평가원이 독립기구로 탄생하면서 의학 관련 평가 작업을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창립에 대한의학회 임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한국의학교육학회와 공동
으로 의학교육 합동학술대회를 지금까지 32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는데, 여기서는
의학교육의 다양한 주제를 놓고 함께 토론하였다. 이 합동학술대회는 의학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장으로 기능하여 왔다.
그리고 전국의과대학 졸업 생 중 모범적으로 학업에 전념한 졸업생에게 대한의학회
회장상을 시상하기로 결정하고 1998년 졸업생부터 시상하였으며, 1998년 서울의대
김세중 학생이 수상한 후 매년 학교마다 1인씩 시상하고 있다.
바이엘임상의학상 제정과 시상

바이엘임상의학상은 국내 임상의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 분야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4년 대한의학회와 한국쉐링이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제정 당시
에는 상의 명칭이 쉐링임상의학상이었으나, 2008년 한국쉐링이 바이엘에 인수합병
되면서 명칭이 바이엘쉐링임상의학상으로 변경되고, 그 후 다시 바이엘임상의학상
으로 변경되었다. 바이엘임상의학상은 수상 후보자를 타천이나 공모에 의하지 않고,
자체 발굴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상자를 물색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14) 의과대학 학부생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사국가시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대한의학회는
1977년 이후 의사국가시험의 민간단체 주관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민간 주관으로 의사국가
시험을 이관하는 것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난 1994년에야 의사국가시험
원이 의사시험을 주관하게 된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으로 의사국가시험을 전담할 민간 기관을 설립
함으로써 일관성과 인력확보문제, 평가의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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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를 공모하지 않고 자체 발굴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종주단체인 대한의학회의
역량과 서양의학 도입 한 세기가 지난 우리나라 의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또 국내의 대부분의 의학상이 SCI에 게재된 논문의 영향력지수를 수상을
위한 중요한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의 임상기여도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제1회 쉐링임상의학상 수상자는 울산의대 외과학 이승규 교수로 간이식 기법을 개발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였으며, 역대 수상자는 다음 표에 정리하였다.
표 12. 바이엘임상의학상 역대 수상자
횟수

수상자

소속

전공과목

수상연도

제1회

이승규

울산의대

외과학

2005년

제2회

김춘추

가톨릭의대

내과학(혈액종양)

2006년

제3회

박재갑

서울의대

외과학

2007년

제4회

박귀원

서울의대

외과학

2008년

제5회

정준기

서울의대

핵의학

2009년

제6회

김영훈

고려의대

내과학(순환기)

2010년

제7회

방영주

서울의대

내과학(혈액종양)

2011년

제8회

노성훈

연세의대

외과학

2012년

제9회

나덕렬

성균관의대

신경과학

2013년

제10회

박원순

성균관의대

소아청소년과학

2014년

제11회

고윤석

울산의대

내과학(호흡기)

2015년

제12회

송호영

울산의대

영상의학

2016년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제정과 시상

대한의학회는 2013년에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KAMS Honor in Medicine
Award)”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의학 발전의 기반 조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시상을 하고 있다. 한국의 의학 수준이 향상된 현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지금의 발전이 있기까지 여러 분야에 걸친 기반 조성이 필수적인 요인이었다.
이는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단체의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인 노력과 헌신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의학의 수준이 향상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학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개인 또는 단체를 격려하기
위하여 대한의학회와 한국MSD가 이 상을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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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의 후원 중단으로 2회 수상자를 끝으로 더 이상 수상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상의 취지에 맞는 훌륭한 상으로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는 표 13에 정리하였다.
표 13.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
횟수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공과목

수상연도

제1회

지제근

1938.02.25

서울의대 명예교수

병리학

2014년

제2회

조승열

1943.11.16

성균관의대 명예교수

기생충학

2015년

제2회

이춘실

1955.01.03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문헌정보학

2015년

인턴 수련교육 및 진료 지침서 발간 등 수련의 내실화

대한의학회는 매년 학회별로 전공의 지도감독 사업을 시행하는 각 회원학회를 지원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도감독 사업의 결과를 병협에 결과를 제출함으
로써 효율을 높이고, 수련병원 지정 기준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및 병원 표준화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본 임상 진료의 술기를 익히는 인턴 수련교육 과정의 내실화 및 의과대학
졸업 후에 이루어지는 임상 수련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진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1999년 초판과 2000년 1차 개정판, 그리고
2003년 2차 개정판 등 세 번에 걸쳐 인턴 수련교육 및 진료 지침서를 펴냈다.
2차 개정판은 대한의학회 제17대 회장인 故지제근 회장 재임 시에 발간된 것으로,
1차 개정판이 초판에서 누락되었던 몇몇 임상과를 포함시키고,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에 비하여, 2차 개정판은 1차 개정판을 전면 개정한 것이었다. 또한 제18대
회장인 고윤웅 회장 재임 시인 2005년도에 부록으로 추가된 공통술기 부분에 대한
동영상 CD-ROM은 지침서가 현실감을 갖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후 지침서는 매년 발행하여 신규 인턴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4,300
부를 제작하여 110개 인턴수련병원에 배포하였으며, 지침서는 28개 공통술기 부분과
24개 전문과목에 대한 부분이 기술되어 있다.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정 업무 수행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고시로 개정 발령하는 사항으로 전공의 수련교육의
기준이 된다. 대한의학회는 2011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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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고시 개정을 위한 업무를 위임받아 26개 전문과목학회와 공동으로 개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은 1979. 2. 24 보건사회부
고시 제9호로 제정되어 2016년도 개정까지 7번의 개정이 있었다. 수련교과과정의
개정은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과목학회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문
과목학회의 개정사항을 취합하여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고, 26개
전문과목학회의 수련교육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과목학회 수련교육이사
회의”에서 논의 및 조율을 통하여 이견을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보건
복지부는 내부 검토 후에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고시한다.
전문의 전문과목별 공통 및 전문역량 개발 연구 수행

대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 연구과제로 2015년 5월부터 2년간 “전문의 전문과목별
공통 및 전문역량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동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바람직
한 의사상에 적절한 역량의 정립과 역량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대두되면서
바람직한 의사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이 역량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를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에 접목하기 위한 선행 과제로 구체적인 역량을 도출해야
하는 연구이다. 아울러 바람직한 의사상과 역량 달성을 위해서는 수련 프로그램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량적인 평가에서 탈피하여 양질의 전문
의를 배출하기 위한 수련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수련 프로
그램에 따라 지속적으로 역량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련 프로그램의 평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동 연구의 결과를 수련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점차적으로 역량중심 및
성과바탕의 수련으로 변화하여 가치에 따른 역량을 얻을 수 있고, 전문과목의 전공의
수련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 수련병원 간 수련 여건의 차이에 따른 수련의 차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5년도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영상
의학과, 병리과 등 8개 전문과목학회가 참여하였고, 2016년도는 내과, 외과, 정형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
통증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진단검사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20개 전문과목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법률 하위법령 연구 수행

대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 연구과제로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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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법률 하위법령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 연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안 마련이 필요하였고,
법률의 주요 내용인 수련환경평가 및 위원회 구성, 운영방안 등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전문단체 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전문의제협의회 구성 논의

전문의제협의회는 전문의제도 개선 조사연구 보고서(1993년)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고, 대한의학회 정기평의원회(1994년 3월)에서 회칙을 제정하면서 전문의제협
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그간 전문의제협의회에 대한 필요
성은 공감하지만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견이 있어 왔기 때문에 구성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문의제도의 변천과정 속에서 정량 중심의 전공의 수련으로부터 역량 중
심의 전공의 수련 교육 과정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였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2016년 4월에 26개 전문과목 학회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의제협의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 하였다.
전문의제협의회는 전문과목 대표자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협의회의 구성과 역할을
설정하고, 전문의 고시제도 및 전문과목별 수련교육과정의 개선 그리고 전목과목별
전문의 인력수급 추계, 의사보조인력 제도화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법률에 의해 구성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및 전공의 수련교육과정, 수련환경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세부·분과 전문의 제도의 운영

대한의학회는 2001년 12월에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각 회원학회에 세부전문의 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의학회에 신청하여 제도인증을 받은 다음 시행하도록
안내하였다. 이후 2014년 3월에 세부전문의와 분과전문의를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다. 현재
대한내과학회, 대한수부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외상
학회, 대한외과학회에서 세부·분과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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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세부 · 분과 전문의 제도 인증 현황
No.

학회명

세부·분과 전문분야명

1

내과 소화기 분과

2

내과 순환기 분과

3

내과 호흡기 분과

4

내과 내분비-대사 분과

5

대한내과학회

내과 신장 분과

6

내과 혈액종양 분과

7

내과 감염 분과

8

내과 알레르기 분과

9

내과 류마티스 분과

10

대한수부외과학회

수부외과

11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12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

13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

14
15

대한소아과학회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분과

16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

17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및 호흡기 분과

18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분과

인증일

인증기간

2004.07.14

2004.07.01-2019.06.30

2005.06.14

2005.06.14-2020.06.13

2006.03.09

2006.03.09-2021.03.08

19

대한소아심장학회

소아청소년심장

2006.03.09

2006.03.09-2021.03.08

20

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의학

2008.04.15

2008.04.15-2018.04.14

21

대한외상학회

외상외과

2010.03.09

2010.03.09-2020.03.08

2012.11.13

2012.11.13-2017.11.12

2014.07.08

2014.07.08-2019.07.07

22

간담췌외과

23

대장항문외과

24

대한외과학회

소아외과

25

위장관외과

26

외과 유방질환 분과

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업무 수탁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는 1951년 9월에 공포된 “전문과목 표방 허가제도”로 출발하였
으며, 1960년부터 국립보건연구원의 업무 관장으로 “전문과목 표방허가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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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도입되어 시험을 실시해 오다가 1973년 제15차 전문의자격시험부터 2014
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여 왔으며, 이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14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의자격시험이 시행 업무가 대한의학회로 위탁되었으며, 2015년도 제58차
전문의자격시험부터 대한의학회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제58차 시험부터 시험장소를 삼육대학교로 변경하면서 8개 전문과목에서 실시
하였던 1차시험 자율시행을 폐지하고, 26개 전문과목이 한꺼번에 시험을 치르게
되어 시험의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아울러 2016년도 제59차 전문
의자격시험은 “전문의자격시험 홈페이지”를 제작하였고,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원서교부 및 수험표 교부 업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였
으며, 의학회 및 26개 전문과목학회의 시험 업무 시스템을 간소화 하는 등 효율적
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하였다.
전문의자격시험은 시험 실시 공고,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응시자격 심사 및 승인,
1차시험 문제선택작업, 1차시험 시행, 1차시험 채점(사정) 및 발표, 2차시험 문제
선택작업, 2차시험 시행, 2차시험 채점(사정) 및 발표, 복지부에 합격자 보고, 복지부
표 15. 전문의자격시험 업무 흐름도
주요 업무

비고

원서등록 및 접수(온라인)

10월 중

응시자격 예비심사(학회)

11월 중

응시자 서류정리 및 최종심사 준비

11-12월

수험표 교부(온라인)

12월 중

1차 시험 문제선택 및 인쇄

1월

1차 시험 시행
1차 시험 채점
1차 시험 합격자 사정회 및 발표
2차 시험 문제선택 및 인쇄
2차 시험 시행
2차 시험 결과제출
2차 시험 합격자 사정회 및 발표

2월 초

시험시행 결과 보고 및 전문의 자격 인정 요청

2월

전문의자격증 교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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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문의자격증 출력, 전문의자격증 배포의 순서로 진행되며, 1차시험은 의학
회가 주관하여 동일 장소에서 시행하고, 2차시험은 26개 전문과목 자율로 시행한 후
의학회로 보고하게 된다.
시험이 종료된 후에는 출제된 문제에 대한 분석 작업이 실시되고, 전문의자격시험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험 시행에 대한 개선 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임상의학 발전을 위한 활동: 신경해부통합강좌

대한의학회는 2005년부터 약 10여 년간 “신경해부학”을 주제로 복잡한 뇌신경계의
기초이론에서부터 임상경험까지 총망라한 국내 유일의 강좌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현재까지 약 3,000여 명에게 뇌신경계의 이해와 응용, 더 나아가 뇌질환의 원인 및
해결책 마련에 기반이 될 지식을 전수하고 있다. 신경해부학의 수강생은 주로 전공의,
전문의, 의대학생, 신경과학계통의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뇌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강의를 듣는다. 시중에 신경해부학에 관련된 서적과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성황리에 개최되는 것은 수강생들의 입소문을 통해 강의
하시는 교수님들의 높은 강의 수준과 열정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표 16. 지제근 교수의 신경해부통합강좌 개최 현황
회차

일시

제목

장소

1

2005.07.16-17

제1차 임상의사를 위한 신경해부학(기초과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3층 강의실 및 해부학 실습실

2

2005.11.19-20

제2차 임상의사를 위한 신경해부학(고급과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3층 강의실 및 해부학 실습실

3

2006.07.29-30

제3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가톨릭의대 강의실 및 해부학 실습실

4

2006.12.02-03

제4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고급과정)

가톨릭의대 강의실 및 해부학 실습실

5

2007.07.28-29

제5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3층 강의실 및 해부학 실습실

6

2007.10.06

제6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고급과정)
주제: 운동계의 신경해부
(Neuroanatomy of Motor System)

가톨릭대학교 인체교육관 2층 강의실

7

2007.12.01-02

제7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3층 301호 강의실 및
해부학 실습실

8

2008.05.17

제8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고급과정)
주제: Neuroimaging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

9

2008.05.31

제9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고급과정)
주제: Neuroimaging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

10

2008.10.25

제10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고급과정)
주제: 대뇌피질의 신경해부학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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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일시

제목

장소

11

2008.11.29-30

제11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가톨릭의대 성의교정

12

2009.05.23

제12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고급과정)
주제: 감각계의 신경계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 제1강의실

13

2009.07.25-26

제13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연세의대 종합관 강의실 337호 및 해부실습실

14

2009.10.31

제14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고급과정)
주제: White Matter Anatomy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 제1강의실

15

2009.12.19-20

제15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연세의대 3학년 강의실(연세의대 본관 1층) 및
해부실습실

16

2010.05.15

제16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고급과정)
주제: 운동계의 신경해부
(Neuroanatomy of Motor Control)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 제1강의실

17

2010.07.17-18

제17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연세의대 3학년 강의실(연세의대 본관 1층) 및
해부실습실

18

2010.10.09

제18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고급과정)
주제: Recent Advances in Neuroimaging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 제1강의실

19

2010.11.27-28

제19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연세의대 1학년 강의실 243호 및 해부실습실

20

2011.07.30-31

제20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연세의대 1학년 강의실 243호 및 해부실습실

21

2011.10.15

제21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고급과정)
주제: Recent Advances in Neuroimaging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계단강의동 4층 401호
(Neuroanatomy for Neurodegenerative disorders)

22

2011.12.10-11

제22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연세의대 본관 1층 131호 및 해부 실습실

23

2012.07.21-22

제23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연세의대 강의실 243호 및 해부실습실

24

2012.09.15

제24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고급과정)
주제: Brain Connectivity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지하 1층 B강당

25

2012.12.15-16

제25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연세의대 본관 2층 223호 및 해부실습실

26

2013.07.20-21

제26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연세의대 강의실 243호 및 해부실습실

27

2013.12.21-22

제27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연세의대 강의실 243호 및 해부실습실

28

2014.07.19-20

제28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고려의대 제1의학관 5층 제1강의실

29

2014.12.20-21

제29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고려의대 제1의학관 5층 제1강의실

30

2015.07.18-19

제30차 지제근 교수의 신경해부통합강좌
(기초과정)

고려의대 제1의학관 5층 제1강의실

31

2015.09.19

제31차 지제근 교수의 신경해부통합강좌
(고급과정)
주제: White Matter and Connectivity

서울의대 내 학생회관 1층 1학년강의실

32

2015.12.05-06

제32차 지제근 교수의 신경해부통합강좌
(기초과정)

고려의대 제1의학관 5층 제1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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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을 통한 뇌의 표본과 실물을 직접 다루면서 지도교수님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이 강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부터
故 지제근 교수님의 유업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신경해부학통합강좌의 명칭을 ‘지제근
교수의 신경해부통합강좌(Dr Chi’s Integrated Neuroanatomy Course)’로 변경하였다.
학회분류 체계연구

1995년에 이미 99개의 학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99개의 정·준회원
학회를 종으로나 횡으로 일렬로 나열하여 회원학회의 성격을 분석하고 학술활동을
평가하며 또한 앞으로 몇 개의 학회를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고 계속해서 세분화되는 학회를 어떤 시각에서 다루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큰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 3월 14일
부터 기존의 정·준회원 분류를 탈피한 새로운 분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를 시작
하였다. 우선 근대의학의 발전과정을 의학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고 대한의학
회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일본의학회와 미국을 포함한 유럽의 의학분류 시스템을
점검하였다.
학회 분류체계 연구에서는 회원학회에 소속된 각 개인 회원의 주민번호와 면허번호를
통해 몇 개의 학회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가를 조사한 후 각각의 학회에 가입된 비
율을 통계 처리하여 모학회와 여기서 파생된 세부학회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간 초세부
전문학회와의 상관관계를 유추해냈다. 연구 당시 107개 회원학회의 회원 65,601명을
대상으로 이들 회원이 몇 개의 학회에 소속하면서 학문적인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했는데, 이것은 학회분류에 있어서 일본이나 미국 등 의학연구 선진국
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독창적인 연구방법을 개발한 것이다. 이 연구는 원래 1996년
3월에 시작하여 그 해 말에 연구를 완성할 예정이었으나 회원학회에 소속된 개개인의
동일인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과 수 차례의 이사회 검토를 거쳐 1999년 7월 13일에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무려 3년 4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친 셈이다. 학회분류체계가
확립됨으로써 회원구분이 명확해졌으며 이 분류체계는 현행 회원학회 인준심사와
학회 학술활동 평가의 초석이 되었다.
회원학회 인준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로 가입하고자 하는 학회는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제출서류로는 입회신청서 1부, 최근 3년간의 학술 활동 보고서 및 임원
현황 각 1부, 최근 3년간 발행한 학회지 및 학술대회 초록집 표지 및 목차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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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발행한 학회지 원본 책자 1부, 최근 1년간 발행한 학술대회 초록집 원본
책자 1부, 최근 발행한 학회지(최근호) 원본 책자 4부이다. 회원학회 가입신청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회원가입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청학회로부터 가입 심사비를 받기 시작하였다.
회원인준 심사과정은 3차에 걸쳐 이루어지며, 1차는 학술대회 개최 실적, 학회지
발간 실적, 학술 활동 평가 점수가 반영되며, 2차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
의뢰하여 학술지 평가로 진행된다. 최종 3차는 타과에 문호를 개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회칙의 타당성, 기존학회와의 중복성, 학문의 독자성을 평가한다. 회원인
준 심사 업무는 기획조정위원회 소관으로 진행되다 2015년부터 회원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회원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원관리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다.
회원인준 심사에서 고려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학회 분류 체계상의 소속 및
관련학회 의견, 둘째, 회원의 타 학회 참여 상황(회칙 상, 회원 구성의 타과 문호 개방
여부), 셋째, 최근 3년 동안의 국내외 학술 활동 평가 결과로서 1) 최근 3년간의 학술
대회 개최 횟수 3회 이상(1회 이상/년) 여부, 2) 최근 3년간의 학회지 발간 횟수 6회
이상(2회 이상/년) 여부 및 논문(종설, 원저) 편수 8편 이상/년 여부, 3) 최근 3년간의
학술 활동 평가 기본항목 점수 평균 60％(120점) 이상 여부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2007년에는 학회가 회원가입 신청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 인준 및
심사 규정”을 개정하여 「회원 인준 심사에서 탈락된 경우 차기 연도에 연속해서 다시
입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2016년 현재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는
165개가 가입되어 있다.
학회 학술활동 평가 및 장려 사업

회원학회의 학술활동 현황을 파악하여 학회 육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1996년까지 회원학회로부터 정기보고서를 받았다. 또한, 이 시기의 정기
보고서는 학회 약사자료 및 학회조성금 지급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정기보고서에 포함된 작성할 항목은 1) 학회 현황, 2) 당해연도 사업실적보고서, 3)
차기연도 사업계획보고서이며, 추가로 회원(학회)인준 및 평가지침에 의한 학회활동
조사서를 제출하였다. 이중 학회활동 조사서는 당해연도 사업실적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으로 이 당시에 이미 대한의학회는 회원학회로서 갖추어야 할 역할을 작성
항목에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 학회활동 조사서에 작성한 항목을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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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1993년-1996년 학회활동 조사서 작성 항목

국내학술활동

- 전국 규모의 학술활동 개최수
- 학술대회 발표 연제수(포스터 포함)
- 연간 연수강좌
- 의협 종합학술대회 참가여부
- 지역별 집담회

국제학술활동

- 외국 연자 초청 강의
- 국외 연제 발표
-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발표 논문
- 국제학술대회 유치 및 개최

학술대회 참가자수

- 춘계 학술대회
- 추계 학술대회

학회지 발간

- 연간 발간 횟수
- 학회지 투고 규정에 대한의사협회 발간용어집을 준용한다는 것을 명기
- Vancouver Style 채택여부

회원관리
(준회원 포함)

- 전년도 회원수
- 금년도 회원수

전국의과대학에서
강의과목으로 채택 정도

- 교과목 채택 전국 의과대학수
- 학회 제정 의과대학 학습목표 학생교육 및 평가에 이용여부

이후 기획조정위원회에서는 이전의 정기보고서와 회원학회 학술활동 조사서를
통합한 정기보고서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3년부터 개정된 정기보고서를
적용하여 회원학회로부터 제출받아 결과를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전의 정기
보고서 및 회원학회 학술활동 조사서를 통한 학회정보 수집 측면에 중점을 둔 모습
에서 변화를 한 것임을 의미하였다. 이 시점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평가 기준을 바탕
으로 회원학회가 지향해야 할 활동을 명시하였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회는 정기
총회에서 의학학회 대상을 수여함으로써 학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
으로 발전하였다. 2003년에 적용한 정기보고서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2003년 당시 “학술 활동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르면 학술 활동 평가의 총점을
200점 만점으로 하였으며, 이중 『학술활동』 항목이 115점으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세부적으로 국내 활동은 100점, 국제 활동은 15점을 부여하였다. 이처럼 학술활동
점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 시기의 학회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역할을 학술활동으로 본 것이다. 두 번째 비중이 큰 것이 『학회지
발간』이었다. 점수는 70점이 부여되었으며, 학회의 학술활동 수준을 높이고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회지를 활용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회운영』이 15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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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2003년 정기보고서 평가 항목
학회운영

- 회원 관리의 전산화
- 학회 사무실 보유
- 학회 상근 직원 채용

국내 활동

- 학술대회 발표 연제수
- 발표 논문 심사제도
- 학술대회 참가자수
- 연수교육, 지역별 집담회, 심포지엄, 워크숍, 패널 개최수
- 연구비 지급 제도
- 우수 논문에 대한 포상제도
- 전국적인 조사연구 실시

국제 활동

- 외국 연자 초청 강의
- 국제학술대회 유치 및 개최

학술활동

학회지 발간

- 연간 발간 횟수
- 게재 논문 심사제도
- 코리아메드 등재
- Index, Medicus, SCI, SCI-E 등재
- 학회지 투고 규정에 대한의사협회 발간용어집을 준용한다는 것을 명기

차지하였다.
이렇듯 정기보고서에 따른 학회 학술 활동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우수한
성적의 학회는 상을 수여하였는데 2003년 당시에는 평가 평점이 180점 이상이면서
최고점 학회를 “의학학회 대상”의 대상으로 정하고, 그 다음 점수를 받은 학회를
“의학학회 대상”의 우수상으로 정하였다. 첫 수상학회로는 대한영상의학회가 대상을
받았으며, 대한신장학회가 우수상을 받았다.
정기보고서에 의한 학술 활동 평가는 지속적으로 매년 진행하다가 평가 기준의 부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도에 작업을 시작하였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항목과 추가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기본항목의 적용은 기본항목 총점이 60%
미만인 경우 학술활동이 미흡하다는 의미의 학술진흥 경고로 활용하며, 기본항목과
추가항목을 합산한 점수는 의학학회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2008년도에 개정
한 평가 기준은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2년간 유예를 거쳤으며, 이후 2010년부터
개정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정기보고서를 통한 학회활동의 영향으로
2016년 현재 회원학회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2010년
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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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2010년 정기보고서 평가 항목
학회운영 및
사회기여

기본항목

- 학회 상근 직원 채용
- 학회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

추가항목

- 학회 사무실 보유
- 의학발전과 사회기여 활동실적

기본항목

- 학술대회 발표연제수
- 학술대회 참가자수
- 발표 논문 심사제도
- 연수교육, 지역별 집담회, 심포지엄, 워크숍, 패널 개최수

추가항목

- 연구비 지급 제도
- 학술상 시상 및 우수 논문에 대한 포상제도
- 전국적인 조사연구 실시

기본항목

- 영문 홈페이지 운영
- 영문 잡지 발간

추가항목

- 국제 학술대회 개최
- 영어 진행 / 연구 결과 영어 발표 세션
- 외국학자 초청 강연

기본항목

- 연간 발간 횟수
- 연간 게재 논문편수
- 게재 논문 심사제도
- 의편협 발간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준용 명기
- 학회지 투고 규정에 대한의사협회 발간 최신 용어집을
준용한다는 것을 명기

추가항목

- 코리아메드 등재
- Index, Medicus, SCI, SCI-E, Scopus 등 등재

국내 학술활동

국제 학술활동 및
국제활동 역량강화

학술지 발간

학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포럼

대한의학회는 회원 학회가 서로의 활동을 벤치마킹하여 개선점을 발견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포럼은 1995
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개최되었는데, 포럼을 통하여 전문의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국·영문 논문 초록 작성법, 학문세분화 시대의 기간(基幹) 학회 운영, 개원의협
의회와 학회, 학회 조직과 운영의 활성화, 세부전문의 인증제도, 학회분류체계연구,
의과대학 학습목표 등 수련·교육을 포함한 학회의 활성화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었다.
2002년 후반기부터는 학회의 신임 이사장, 회장 등 학회운영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학회 임원 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고, 모든 회원학회의 회칙을 모아 발간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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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수행하였다. 학회 임원 아카데미와 학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는 학회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특히 각 학회의 회무 수준을 의학회가
발굴하여 바람직한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사례토의는 학술대회 개최, 분과
학문의 수용, 임원제도의 운영 등의 주제에 따라 세분화되고, 각각의 논의에 도움이
되는 학회 예를 들면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비뇨기과
학회, 대한대장항문병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기생충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
회의 사례 등이었다.
표 20. 학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포럼의 주제
1) 1차 : 1995.06.09

<대한의학회의 발전><학회의 조직과 운영><학회 학술 활동 활성화>

2) 2차 : 1996.06.25

<학회와 연구회><학회 대표의 선발과 역할><학회 업무>

3) 3차 : 1998.02.11

<의과대학 학습목표의 개선><학회 분류 체계 연구><국내외 학술대회 현황>

4) 4차 : 1999.02.10

<학회 분류 체계><Cyber 학술대회><전문의 인력 수급 심포지엄>

5) 5차 : 2000.02.09

<재단법인 한국의학원 안내><학술지 및 학술발표의 질적 향상>
<개원의협의회 및 세부학회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6) 6차 : 2001.03.09

<의학 관련 학술단체 센서스 결과><학술단체 영문 명칭의 개념적 차이와 학회
임원의 영문 직명에 대한 고찰><학회 조직과 운영의 활성화>

7) 7차 : 2002.03.22

<의학 관련 학술단체 회칙의 현황과 바람직한 보완 방향>
<세부전문의 인증 제도의 추진 경과 및 안내>

학회 임원 아카데미 개최 및 확대

회원학회 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회의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된
“학회 임원 아카데미”는 2002년에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첫 번째 개최인 만큼 학회의
기원과 의학 관련 단체의 역할을 설명하고, 학회의 주요 사업인 학술지 발간과 운영에
대한 강의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의료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학회의 역할을 고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국제화를 위한 강의가 이어졌다.
이렇게 2002년에 개최한 제1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는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수
많은 학회 참석자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얻어 매년 개최하는 대한의학회의 핵심 사업
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학회 임원 아카데미는 학회의 현안 공유와 임원의 리더십 함양이라는 목표로 개최
하면서 2013년부터 운영의 변화를 주게 되었다. 2013년에는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첫째 날 1부는 【학회 운영과 조직 관리】를 주제로 「학회와

81

50 년사

조직 관리」, 「조직진단 경험을 통한 학회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대한의학회 이진우
기획조정이사, 대한내과학회 이동기 총무이사, 대한대장항문학회 엄준원 총무이사,
대한병리학회 최기영 총무이사, 대한영상의학회 도경현 홍보이사가 패널로 참여
하여 회원학회 운영 사례를 발표하면서 심층적인 토의가 진행되었다. 2부는 【의학/
의료와 미디어】를 주제로 「신문과 방송에서의 과학적 의료보도」, 「인터넷, SNS 등
뉴미디어에서 의료정보의 건강성」, 「Peer Review를 통한 의료 보도의 활성화」를
강의하고 대한의학회 조경희 보건교육이사,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박기수 부대변인이 패널토의에 참여하였다.
첫째 날 말미에는 특강으로 「소통능력 향상 비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듯
첫째 날 프로그램은 학회의 현안에 도움을 주는 방향에 집중하였고, 둘째 날 프로그
램은 기존 방식에서 큰 변화를 주었다. 둘째 날 프로그램을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3개 세션을 개최하였다. 오전에는 「세부전문의제도」, 「임상진료지침1」, 「학술」을
개최하고, 오후에는 「간행」, 「임상진료지침2」, 「수련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변
화는 학회의 회장/이사장에 국한된 참석자 범위를 소관 이사 및 위원까지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대한의학회의 주요 사업을 종합하는 학술 행사로서의 기능이
부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부터 변화된 학회 임원 아카데미는 매년 세션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으며, 회원
학회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으로 평가되며, 이를 계기로 학회 임원
아카데미 본연의 취지인 학회 임원의 역량 강화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한 기회를 제공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2015년에는 건강정보 세션을 신설하여 회원학회 임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강
정보 개발 및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교육 수료
표 21. 학회 임원 아카데미 개최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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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

장소

1기

2002.11.14(목)-11.15(금)

춘천 두산리조트

2기

2003.12.04(목)-12.05(금)

3기

구분

개최일

장소

8기

2009.11.24(화)-11.25(수)

춘천 라데나리조트

춘천 두산리조트

9기

2010.11.30(화)-12.01(수)

춘천 라데나리조트

2004.12.02(목)-12.03(금)

춘천 두산리조트

10기

2011.11.29(화)-11.30(수)

춘천 라데나리조트

4기

2005.11.24(목)-11.25(금)

춘천 두산리조트

11기

2012.11.22(목)-11.23(금)

곤지암리조트

5기

2006.11.09(목)-11.10(금)

춘천 두산리조트

12기

2013.11.28(목)-11.29(금)

곤지암리조트

6기

2007.11.20(화)-11.21(수)

춘천 라데나리조트

13기

2014.11.27(목)-11.28(금)

블룸비스타

7기

2008.11.18(화)-11.19(수)

춘천 라데나리조트

14기

2015.12.03(목)-12.04(금)

불룸비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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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하여는 ‘대한의학회 건강정보심의위원단’위원으로 위촉하고 건강정보 개발
및 심의 활동을 수행 중에 있다.
회원학회의 학술활동 지원 사업

대한의학회는 회원학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워크
숍(1989년, 1991년 등)을 개최하고 회원단체 학술지 ISSN 부여 작업 지원, 회원단체
학술지 정기간행물 등록 작업 지원을 하는 등 회원학회가 학술지를 통한 학술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였다. 이 워크숍을 통하여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창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이 협의회의 활동을 통한 KoreaMed와 대한
의학회가 직접 관장하는 KoMCI와 같은 의학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교류: CIOMS 가입, APAME 창설 주도

2007년에는 CIOMS (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Medical Science) National Member에 한국 대표로 대한의학회가 가입되었다. CIOMS는
1949년 WHO와 UNESCO가 인체에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
어진 국제의학학술단체협의회로서 세계의사협회를 비롯한 47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2014년 11월 20일 세계보건기구(WHO,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2013년도
CIOMS 총회에서는 대한의학회가 CIOMS의 새로운 집행이사단체로 선출되었다.
손명세(연세의대 예방의학) 교수가 대한의학회를 대표하는 집행이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IOMS와 WHO/WPRO를 통해 한국의학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 전염병을 비롯한 국제적인 의료 문제에 대해 한국의학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편집인협의회(APAME) 창설을
주도하여 한국이 아시아지역의 의학지식 유통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
하였다.
그리고 대한의학회가 국제화 촉진을 통해 국제 학술 영역에서 우리의 역량을 늘리기
위해 2013년에 대한의학회 국제협력 체계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대한의학회와 유사한 세계 각국의 의학학술 단체의 기능 및 정체성을 탐색
하고, 국제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광열의학상 제정과 시상

윤광열의학상은 한국의학 연구의 수준 향상을 위해 2008년 대한의학회와 가송재단이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제정 당시 상의 명칭이 가송의학상이었으나, 2016년 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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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요청으로 창업자인 故 윤광열 명예회장의 사회봉사와 학술연구지원에 대한
뜻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상의 명칭이 윤광열의학상으로 변경되었다. 이 상은 지난
10년간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여 우리나라의
의학 연구 수준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가장 기여한 저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윤광열의학상 역대 수상자는 표 22에 정리하였다.
의학학술지 데이터베이스 작성: KoMCI, KoreaMed, KoreaMed Synapse의 작성과 정보 제공

한국의학학술지인용색인(KoMCI)과 KoreaMed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대한의학회의 지원을 통해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KoreaMed (http://koreamed.org)는 국내 의학학술지가 국제적으로 진출하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 소속된 등재학술
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KoreaMed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
된다. 1996년 3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년에 가까운 준비기간을 거쳐 1997년 12월 KoreaMed 서비스 제공을

표 22. 윤광열의학상 역대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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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수상자

소속

논문

1회
(2009년)

김형지

단국의대
비뇨기과학

The proteomics approach to find biomarkers in gastric cancer.
J Korean Med Sci. 2003 AUG;18(4):505-509.

2회
(2010년)

박종완

서울의대
약리학

Oxygen-dependent and -independent regulation of HIF-1alpha
J Korean Med Sci. 2002 OCT;17(5):581-588.

3회
(2011년)

이효석

서울의대
내과학

Association between polymorphisms of ethanol-metabolizing enzymes and
susceptibility to alcoholic cirrhosis in a Korean male population
J Korean Med Sci. 2001 DEC;16(6):745-750.

4회
(2013년)

고정민

울산의대
내과학

Association between bone mineral density and LDL receptor-related protein 5
gene polymorphisms in young Korean men
J Korean Med Sci. 2004 JUN;19(3):407-412.

5회
(2014년)

정규원

국립암센터

Cancer Statistics in Korea: Incidence, Mortality and Survival in 2006-2007.
J Korean Med Sci. 2010 AUG;25(8):1113-1121

6회
(2015년)

양동원

가톨릭의대
신경과학

Abnormal integrity of corticocortical tracts in mild cognitive impairment:
A diffusion tensor imaging study
J Korean Med Sci. 2008 AUG;23(3):447-483

7회
(2016년)

나덕렬

성균관의대
신경과학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Dementia Version (SNSB-D): A Useful
Tool for Assessing and Monitoring Cognitive Impairments in Dementia Patients
J Korean Med Sci. 2010 JUL;25(7):1071-1076

대한의학회 50년 발자취

시작했다. 현재 KoreaMed는 논문서지뿐 아니라 ‘국내 의학학술지평가’ 과정을 통과
한 국내 의학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영문 서지정보, 초록, 학술지의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KoreaMed Synapse (http://synapse.koreamed.org)는 전문을 공개하는 회원 학술지
platform으로 DOI를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한국의학학술지인용색인(KoMCI, http://www.komci.org)은 매년 KoreaMed에 등
재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전체에서 인용한 국내 참고문헌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정보로 인용문헌 분석자료 및 인용정보, 인용도 그리고 한국의학학술지의 서지
정보를 매년 제공하고 있다. KoMCI는 2000년부터 연 1회 책자로 발간하고 웹에도
올리는 작업을 하였다. 또 인용색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KoMCI
Web은 국내 유일의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이며, 검색을 통해 자신의 논문이 어느
연구자에게 인용되고 있는지, 자신의 논문의 참고문헌 수, 참고문헌 중 우리나라
학술논문 수, 인용된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일부 자신의 논문을 인용한 논문으로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KoMCI 사업은 「KoMCI 2000」을 시작으로 대한의학회에서 주도하였으나 대한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KoreaMed를 운영하는 등 국내 의학학술지 데이터
베이스 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2012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로 사업을 이관하였다.
대국민 사회적 활동의 강화: 건강자료에 대한 평가, 표준설명동의서식 개발, 학술 심포지엄

대한의학회는 1999년 “건강보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공중파 TV를 통한 건강정보의 적절성 평가 연구” 보고서를 발간(1999년)하는
등 건강정보와 관련된 언론의 행태를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인터넷 의학
정보 웹사이트 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의학정보 유통을 권장하고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인증제도는 건강관련 모든 웹사이트 또는 검색
엔진에 등록된 일부사이트를 대상으로 형식, 내용을 평가하여 인증/권고/불합격
으로 판정하여 결과를 홍보하도록 하는 사업이었으며 후속작업으로 인터넷 건강정보
토론회(2001년), 국내 인터넷 건강정보의 실태와 평가기준 개발 보고서(2002년)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대한의학회는 2005년 건강자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정보를 평가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 건강정보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0년 건강정보 심의 인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현재까지 건강정보 심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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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는 건강정보를 평가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국민에게 과학적이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2007년 10월, 소비자건강
정보 1단계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10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1,300여 종의 광범위한 건강정보를 개발하여 2011년부터는 웹기반 건강
정보 제공사이트인 국가건강정보포털(http://health.mw.go.kr)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털 콘텐츠 내에 일러
스트 3,600여 개, 애니메이션 400여 개 등을 구현하고 있고 콘텐츠의 최신성 유지를
위하여 3년마다 건강정보 재심의를 통해 콘텐츠 질 관리를 수행 중에 있다. 한편,
2015년부터 ‘건강정보포럼’을 개최하여 의료소비자들의 ‘현명한 건강선택’을 지원
하는 건강정보 제공을 교육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고 소비자, 언론가,
심리학 전문가, 홍보 전문가, 일차진료의사로 구성된 보건교육위원회를 조직하여 대
국민 대상의 건강정보제공 및 보건교육사업을 위한 자문 기구 기능을 수행 중에 있다.
대한의학회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사의 의업 수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의 발생과 이로 인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설명동의 표준

표 23. 대한의학회 개최 심포지엄 주제목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작업
의료보장 개혁과제 추진방안 토론회
양한방협진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남북한 통일의료제도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의료환경 선진화를 위한 대토론회
연명치료 중단의 법·정책적 대토론회-보라매 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Evidence-based Medicine 토론회 및 워크숍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 초청 합동 토론회
안락사·존엄사에 관한 심포지엄 종합보고서 발간
한국의료윤리심의기구협의회 출범식 및 공청회
디지털시대 의학학술 DB 및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관한 세미나
의료기술 기술수준 조사
CAM (보완의학/대체의학) 관련 대책 회의
보건복지부 서브인턴제 도입 시안 검토 의견 제출
건강보험 심사자료 활용을 통한 의학연구 활성화 심포지엄
건강정보 아카데미

86

대한의학회 50년 발자취

서식”을 개발하였다. 동의서식은 우선 각 진료과목별로 의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
되는 질환을 선별하여 질환별, 진료내용에 따라 작성되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18개과에 걸쳐 182개 항목에 관한 표준설명동의서식을 제공하였다.
대한의학회는 의학계의 관심사 중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보건정책을 통
해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주제에 관한 학술심포지엄을 다양
하게 개최하였다. 대한의학회가 개최한 심포지엄 주제는 표 23과 같다.
홍보 활동 : e-뉴스레터, 명예의전당 운영, 의학회 회장상 시상

1983년부터 발간을 시작한 회보를 2009년 8월부터 <e-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온 ·
오프라인으로 동시 발행하기 시작했다. 인쇄용 회보는 28년간 총 107호가 발행된
뒤 2011년 11월 종간했다. 그리고 e-뉴스레터를 대한의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방문
자들의 구독을 유도하고, 내용을 상시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e뉴스레터의 콘텐츠 구성은 홍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월 시의성 있는 의료계 주요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주요 행사나 위원회 동정 등 의학회 내부 소식과 회원
학회 관련 소식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이와 함께 회원학회 소식과 홍보 내용을 수시
접수를 통해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의료계 현안 및 이슈에 대한 가치중립적인 시각
에서 정보 전달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은 의학발전의 기반이 되는 학회의 육성과 발전에 헌신
하고 봉사하신 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8년 11월에 당시 김건상 회장이 창안
한 사업이다. 그동안 학회의 창립자, 대표자 혹은 임원으로서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과 학술 교류 그리고 후진
양성의 튼튼한 밑바탕이 마련될 수 있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봉사해 오신 분들의 노
고를 치하하고 업적을 기리고자 오랜 논의 끝에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 심사는 학회에서 추천한 인사와 운영위원회 자체 발굴을 통해 매년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학술단체의 활동과 업적을 우선적인
선정 기준으로 삼고, 명예의 전당에 손색이 없는 인물을 심사숙고하여 선정한다.
그러나 학회에 따라서는 훌륭한 분들이 많아 등재 시기와 등재 순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또 설립 취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엄정하게 심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09년도 명예의 전당 제
1호 헌정자로 故 윤일선 교수를 선정하여 2016년까지 총 77분의 교수님들이 헌정되
었다. 헌정되신 분들의 관련 업적은 대한의학회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을 통해 소개
하고 있으며, 매년 대한의학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그해 등재자를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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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회장상은 의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정진하는 의학도를 격려
하기 위하여 1998년에 제정되었다. 대한의학회 회장상 수상후보자는 각 의과대학
에서 우수 졸업생을 추천받아 매년 각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모범적으로 학업에 전념
한 졸업생에게 수여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제정

대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장애평가기준을 만드는 일을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9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해설과 사례 연구)을
출판하였다. 2013년 6월 일부 항목에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관련 학회로
부터 개정 작업에 참여할 위원들을 추천받아 근골격계 분야와 뇌신경계 분야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하여 2016년 6월 최종기준을 마련하여 2016년 10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과 활용을 출판하였다.
새로운 기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대한의
학회 주관의 장애평가기준 연수교육을 통해 새 기준을 홍보하고,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의 문제점이나 개선안에 대한 지속
적인 연구와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위원회 구성 및 임상진료지침 평가 사업

대한의학회는 2008년 임상진료지침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상
진료지침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임상진료지침위원회는 임상진료지침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산하에 실행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2007년 9월 임상진료지침개발연구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표 24. 임상진료지침 관련 출판
일자

88

출판 목록

1

2011.11.28

한국형 임상진료지침의 개발·교육·보급 모형 개발 및 웹 기반 진료지침 평가
시스템(AGREE 2.0)

2

2011.12.01

한국형 진료지침 수용개발 방법의 이해와 활용

3

2012.11.29

2012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평가방법론 워크숍

4

2012.12.01

임상진료지침 질 평가체계 구축 및 개발된 진료지침의 확대 보급 전략 수립

5

2016.07.02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개발 워크숍

6

2016.09.09

2016년 임상진료지침 평가위원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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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으며, 2009년 4월에는 임상진료지침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실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2011년 5월 임상진료지침
표 25. 다학제 임상진료지침
일자

다학제 임상진료지침

1

2010.07

부인암진료권고안 v.2.0

2

2012.10

대장암진료권고안 v.1.0

3

2012.08

위암표준진료권고안

4

2014.12

일차 의료용 고혈압 임상진료지침

5

2014.12

일차 의료용 당뇨병 임상진료지침

6

2016.01

일차 의료용 이상지질혈증 임상진료지침

표 26. 임상진료지침 관련 연구사업
사업연도 주관기관

사업명

예산(원)

사업기간

수행기관

1

2006

보건복지부가족부

임상진료지침 개발 정책모형 수립 및 사례
지침 개발 연구

97,000,000

2006.06.09-2007.01.08

대한의학회

2

2007

보건복지부가족부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정보체계 구축

97,000,000

2007.06.27-2008.01.25

대한의학회

3

2007

국립암센터

유방암 진료권고안 개발 및 관리 개발에
관한 연구

80,000,000

2007.12.01-2008.11.30

대한의학회

4

2008

보건복지부가족부

임상진료지침 보급 및 정보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87,500,000

2008.07.31-2009.01.30

대한의학회

5

2009

보건복지부가족부

근거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학회 확산시스템 개발

87,000,000

2009.04.30-2009.12.29

대한의학회

6

2009

국립암센터

주요 여성암(자궁경부암 및 유방암) 근거
중심의 진료지침 개발과 보급과정의 표준화 100,000,000
모형 구축

2009.08.01-2010.07.31

대한의학회

7

2010

보건복지부

임상진료지침의 질관리 체계 및 중재기반
개발지원 모형 구축

2010.05.03-2010.12.02

대한의학회

8

2010

국립암센터

소화기계 주요 암종(대장암 및 위암)에 대한
100,000,000
다학제적 진료지침과 지침작성 매뉴얼 개발

2010.09.01-2011.06.30
(2010.09.01-2011.08.31)

대한의학회

9

2011

보건복지부

한국형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교육, 보급
모형 개발 및 웹 기반 진료지침 평가 시스템
(AGREE 2.0) 구축

83,000,000

2011.07.29-2011.11.28

대한의학회

10

2012

보건복지부

임상진료지침 질 평가체계 구축 및 개발된
지침의 확대 보급전략 수립

83,000,000

2012.06.29-2012.12.10

대한의학회

87,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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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고, 2011년 6월 전문과목학회 추천 대표와 실행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임상진료지침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임상진료지침 담당 이사는 19
대와 20대에 이화의대 이선희 의료정책이사가 처음 시작하였으며, 21대 강원의대
조희숙 정책이사가 바톤을 이어받았고 현재는 중앙의대 김재규 정책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진료지침관련 서적을 발간하였고(표 24) 대한의학회 주도의 다학
제 중심의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였다(표 25).
또한 다양한 연구사업(표 26)을 수행하여 임상진료지침 중심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2013년 이후에는 임상진료지침 연구 사업단에서 계속된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실행위원회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급, 실행에 관련된 업무 및 임상
진료지침 관련 사업의 정책방향 설정, 정부지원 확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
위원회는 임상진료지침 평가, 교육,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임상진료지침 평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임상진료
지침 평가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평가 및 재평가, 의뢰절차, 평가팀 및 평가
방법 등을 규정하고 평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를 신청하여 우수 진료지침
으로 인정을 받은 지침은 아래와 같다(표 27).
표 27. 대한의학회 평가 우수 진료지침
번호

연도

진료지침명

개발기관

1

2014

담낭암 외과적 치료권고안

한국간담췌외과학회

2

2014

다리동맥 인터벤션 재개통술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3

2014

COPD 진료지침 2014 개정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4

2014

천식 진료지침 2014 개정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5

2015

전립선비대증 진료권고안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연구사업단 발족

대한의학회는 2013년 4월 대한의학회 내에 연구센터(KAMS Research Center)를
설치하고, 임상진료지침 연구사업단(Research Agency for Clinical Practice Guidelines)을 발족하였으며, 초대 단장으로 장성구 교수를 임명했다. 용산구에 위치한
KT용산빌딩 사무실에서 2013년 4월 9일 연구센터 개소식을 갖고, 몇일 뒤인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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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에는 현판식을 가졌으며, 2015년 1월 현재 위치하고 있는 우면동 사무실로
이전을 하였다. 임상진료지침 연구사업단은 2013년부터 만성질환 예방관리 가이드
라인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임상진료
지침을 다학제로 개발하였다. 또한, 만성질환(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환자
용 가이드 및 일반인용 예방관리 생활수칙 보급 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사업단은 연 4회 웹진을 발행하고 있으며, 웹진을 통하여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관련 동향 및 최신지견을 소개하고, 국내외 관련 워크숍, 심포지엄 일정(G-I-N:
Guideline International Network, Cochrane 등) 등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타 다학제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 개발 지원, 활용협의체 조직 및 운영, 가이드
라인 사용자(개원의) 패널의 구성 및 운영 등도 수행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국가건강정보 연구사업단 발족

대한의학회는 2013년 4월 대한의학회 연구센터(KAMS Research Center) 내에 국가
건강정보연구사업단(Research Agency for National Health Information)을 두었다.
건강정보연구사업단은 담당 부회장을 사업단장, 보건교육이사를 부단장으로 임명
하고 2명의 상근 연구원을 두고 있다. 사업단의 주요 업무는 국가건강정보포털 콘텐
츠의 개발 및 심의 업무이며 이외에도 소비자들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제고하고
건강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과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사업단 산하에 국가
건강정보포털 운영위원회를 두고 정부, 의학회, 연구진, 소비자, 미디어개발자, 언론
홍보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국가건강정보포털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가
건강정보포털 연구사업의 기획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수행 중에 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콘텐츠는 정부3.0 시책에 의해 소비자와 기관에 무료로 제공
한다. 건강정보 이용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모든 콘텐츠를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형태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서비스 및 콘텐츠 간
융합을 가능하게 하여 공공재로서의 건강정보의 활용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대한의학회 국가건강정보연구사업단은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와 함께 협력하여 과학
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개발하는 콘텐츠 코디네이터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하고자 한다.
대한의사협회 학술활동 지원 : 종합학술대회,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대한의사협회에서 3년 마다 개최되는 종합학술대회에 대한의학회장이 조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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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맡아 학술대회의 주제를 결정하고 새로운 학문을 소개하며, 사회의 변화를 반영
한 의학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협 학술대회는 1961년
제13차 대회에서부터 각 분과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로 ‘종합학술대회’
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학술
모임인 의협 종합학술대회가 1947년 1회 대회 이후 34차례 개최되는 동안 우리나라
의학의 눈부신 발전이 있었고, 의료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0년 하반기에 시행된 의료법 쌍벌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
규약』(규약)이 의학계의 큰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 규약에는 학회의 학술활동을 제약
할 수 있는 많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대한의학회 학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2011년부터 대한의학회는 학회(회원·비회원학회 · 연구회 포함)에 한해 공정
경쟁규약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학회 인정 업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위
임을 받아 규약에 의거하여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국제학회”, “국내학회”의
인정 심사를 하고 있다. 또한 3개의 사업자단체에 각각 설치된 공정경쟁규약심의
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 추천 몫으로 대한의학회 학술위원이 한 명씩 각 위원회에
참여하여 학회에서 시행하는 학술대회나 학술상을 비롯한 학회지원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0명으로 구성
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협회에서 추천한 인사 5명, 소비자보호
원에서 추천한 인사 2명,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한 인사 1명, 의협에서 추천한 인사
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의사출신 위원들의 비중이 적어 위원회에서 학회 업무와
학회의 특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리베이트를 방지하고 정상
적인 의약품 거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규약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규약에
학회 학술대회를 비롯한 통상적인 학회 활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회원학회의 학술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5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사업자단체가 추진 중인 ‘공정경쟁규약 4차 개정
안’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 의학회는 현행 국제학술대회 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함께
회원학회 간담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규약의 합리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규약과 관련된 사안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대한병원협회의 병원 신임업무 참여

전공의 정원 책정을 결정하는 전문과목별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책정은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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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한병원협회에 설치된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대한
의학회는 각 회원학회가 수행하는 수련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병원 신임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위원회에 전문과목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의
수련의 질적인 측면을 보장하며 정원책정에서 보다 많은 전공의를 확보하려는 병
원의 입장과 수련의 질을 유지하려는 학회의 입장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수의 활동은 여명기를 거쳐 발전기에 이르는 기간에 일한 역대 회장단과
이사진의 노력과 대한의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시키려 한 각 회원학회의 노력이
맺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회원학회의 증가

대한의학회의 회원을 개인이 아니라 각 학회로 규정함으로써 학회의 결성을 촉진
하는 기능을 하였다. 학회를 결성하고 그 학회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연구자
들이 학문 영역에 진입하는 방식이다. 학회는 광복 이전부터 구성되었으며 특히 광복
이후 적극적으로 구성되었으며, 학회들의 기능과 존재를 인정해 주고 지원하는 사업
(학회 조성금 지급사업)을 통해 학회가 창립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대한의학회를
통하여 개별 연구자들 사이의 학술활동 교류를 체계화하고 다른 학문분야의 발전 및
장·단점을 경험하면서 개별 학문 영역에도 벤치마킹함으로써 학문의 체계화와
발전이 촉진되었다. 학문의 체계화는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을 통해 촉진되는
데 이러한 발전 요소들은 대한의학회의 회원가입 기준인 학술 활동 평가항목에 반영
되어 있어 회원학회가 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더욱 촉진되어 왔다. 최근 10년간의
대한의학회 회원가입 신청현황과 회원학회 수의 증가를 살펴보면 표 28, 29와 같다
예산의 증가

대한의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금과 연회비 및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표 28. 회원가입 신청 현황(1994년 이후)
학회수

연도

가입 신청
학회수

연도

가입 신청

1994

1995

1996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9

6

11

21

9

15

10

13

11

14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3

14

9

10

7

11

10

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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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회원학회 수 변동(1966-2016년)
연도

정회원학회

준회원학회

연도

정회원학회

준회원학회

1966

32

-

1998-1999

53

54

1967-1968

33

-

2000

54

62

1969-1977

35

-

2001

121

1978

36

-

2002

128

1979-1980

37

-

2003

131

1981-1982

40

3

2004

136

1983

43

4

2005

137

1984

43

7

2006

138

1985

46

11

2007

143

1986

49

14

2008

143

1987

49

16

2009

146

1988-1989

49

17

2010

148

1990

51

19

2011

150

1991

51

21

2012

152

1992

51

26

2013

154

1993

51

35

2014

158

1994

51

41

2015

160

1995

51

46

2016

1996-1997

52

54

166 (165)

※ 2001년 6월, 정회원학회, 준회원학회 구분 없이 회원학회로 통합함.
※※ 2016년 7월, 회원학회를 다시 정회원학회와 준회원학회로 구분함.

구성되며, 2013년에는 연구센터 개소와 함께 연구사업 예산이 증가하고, 2014년에는
수련·평가센터가 개소하여 전문의자격시험 응시료 예산이 추가되었다. 2015년
부터는 예산을 고유사업, 공익사업, 연구사업, 전문의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관리
하고 있으며, 연구사업과 전문의자격시험 회계가 예산에 포함됨에 따라 예산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정부 지원으로 “메르스 코호트 연구”를 수주
하여 연간 25억 원씩 2년간 지원을 받아 연구사업 예산이 증가하였다.
대한의학회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경직성 예산의 비중이
크고, 특히 공익사업, 연구사업, 전문의자격시험의 경우 해당 사업의 수입을 모두
해당 사업에만 지출해야 하며,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동 예산의 비중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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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대한의학회의 연간 예산의 변동을 보면 표 30과 같다.
활동영역의 확대

대한의학회 발전에서 주목할 점은 활동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한 점이다. 우리나라
의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그때그때 수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한
의학회의 활동영역은 평의원회와 이사회 등을 통해 회원단체 사이의 교류를 증진한
것과 회원 단체들을 대표하는 대한의학협회의 전공의 교육과 전문의 고시 및 전문
적인 학술분야를 지원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 기능은 점차 확대되어 의학
연구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 기초의학과 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과 연구 결
과를 제시하였으며, 대한의학회가 영문학술지를 발간하고 의학정보망을 구축하는
작업 등으로 국제 교류에까지 확대되었다. 이제 대한의학회는 산하 학술 지원 단체
들의 결성을 지원하고 이들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인력 등을 지원함으로써

표 30. 예산 변동(1966-2016년)
연도

예산(원)

연도

예산(원)

연도

예산(원)

1966

192,500

1983

45,972,819

2000

840,218,929

1967

294,100

1984

58,011,099

2001

806,231,244

1968

339,300

1985

101,207,479

2002

869,229,462

1969

379,100

1986

97,772,886

2003

904,591,887

1970

416,600

1987

131,124,495

2004

924,423,064

1971

561,990

1988

142,532,088

2005

1,017,049,648

1972

395,261

1989

175,985,662

2006

1,243,145,331

1973

378,008

1990

222,383,917

2007

1,408,486,241

1974

3,427,849

1991

315,042,084

2008

1,401,096,947

1975

7,626,442

1992

342,204,178

2009

1,550,111,561

1976

5,457,842

1993

420,534,916

2010

1,756,448,382

1977

9,415,546

1994

477,177,974

2011

1,806,148,544

1978

16,352,134

1995

545,260,586

2012

1,820,961,119

1979

17,740,142

1996

667,993,726

2013

1,858,340,432

1980

27,064,255

1997

814,575,749

2014

1,942,166,160

1981

21,295,949

1998

822,189,779

2015

4,034,319,040

1982

36,776,499

1999

846,541,409

2016

6,857,7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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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대한의학회의 활동은 의학전문성을 기초로 정부 각 기관에 정책 자문과 제안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최근 이 기능의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의료인력 수급
이나 교육 정책,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대체의학 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의학 연구자의 입장을 의학회가 대표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책 기능 외에도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폭발적으로 증가
하는 의학정보의 질을 평가해 소비자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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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대한의학회 역대회장 초청 좌담회
일시 | 2016. 7. 5 (화) 오후 7시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 | 조선호텔 1층 Ninth Gate

40년사를 볼 때는 초창기에는 협의회 같은 성격이라는

참석 | 김영명 15대 회장, 고윤웅 18대 회장, 김건상 19대

느낌을 받았으며, 학회들은 1945년부터 창립한 학회들

회장, 이윤성 회장, 홍성태 간행이사, 도경현 정책

이 많이 있고, 또 각 전문과목들이 있고 한데 뭔가 필요

이사, 최영학 사무국장

성이 있어서 이런 협의체를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
래서 그때 어떤 창립하신 목적이 있고 그 후에 지금 현

이윤성

재까지 발전해오면서 지금 의학회의 역할에 있어서 어

의학회는 올해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0년간의 역사

떤 방향이 적절한 건지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

를 정리하고 있으며, 역대회장님들께 회고담을 부탁드

고 아니면 꾸준히 생각하고 계신 역할이 있으시면 말

렸습니다. 회고담과 더불어 역대회장님들을 모시고

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50년간 의학회가 창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여

이윤성

왔는지, 앞으로 대한의학회와 의학 관련 학회가 미래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에는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

지금은 학술을 진흥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지금 저희

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학회가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각 학회
들이 워낙 뭐 이 방향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활발

도경현

하게 활동하고 있고 학술지도 지금 의편협에서 그냥

오늘 토론 주제는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주제랑 비슷

가이드해주는 정도지 각 학회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하게 잡았는데 어쨌든 저희 의학회가 지금까지 어떤

초창기에 비해서는 아마 의학회가 크게 기여해서 자리

발자취를 남겨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

를 잡게 한 학술하고 학술지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오

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침을 많이 주시면 될 것 같

히려 걱정하는 부분은 리베이트 때문에 학술대회 지원

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하도

하는 것에 지금 자꾸 제동이 걸리는 것. 그런 것을 어떻

록 하겠습니다.

게 다 같이 좀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이 좀 걱정

오늘 준비한 자료는 말씀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준비한

이고요. 나머지는 각 학회들이 워낙 잘하고 그러니

내용이며, 연혁을 보시면 최근에 엄청 많은 변화가 있

까요. 지금 제일 큰 이슈는 전공의 특별법 이후에 전공

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학회가 어떻게 변해왔고

의 교육에 관한 것. 그게 지금 제일 저한테 닥친 이슈

초창기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말씀을

중엔 제일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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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상

면서 그 쪽으로 이관한 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군요.

회의 자료 맨 첫줄에 나와 있는 의학연구의 기반이 뭘

나중에 만든 분쉬의학상도 의학 전반에 기반 조성과

까요. 어떤 게 기반이 되는 걸까요.

관련이 깊은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경현

홍성태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연구사업단도 있고요. 그래서

분쉬는 언제 생겼죠? 90년이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용

어떤 다학제적인 그런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정책

어집도 만들고 통계사업 하는 거 그런 게 다 학술 기반

연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동안 저희 의학회

에 들어가죠. 학술지. JKMS 롤모델을 통해서 각 학회

가 그러한 연구. 연구를 하는데 어떤 서포트나 아니면

학술지들이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간 것도 해당되죠.

저희 자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
서는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아니면 그게 미진했는지

김건상

좀 그런 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학회에 초기 사업 중에 전국 규모의 연구를 할 때 연
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는 그 당시

김건상

연구가 주로 병원에 오는 환자의 기록을 찾아 통계를

초기의 의학회는 의학학술 발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내는 것들에 머물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을 많이 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각 분야가 공

시행한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연령 감정하는 데 필요

통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의학회가

한 한국의 bone age standard를 만드는 연구 같은 게 있

솔선해서 풀어 나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자청하여 노

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력했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학회가 학술
지를 만들고 있는데 지제근 선생님이나 조승열 선생님

홍성태

같은 분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기초의학도 그런 면에선 처음에는 의학회에서 기초의

된 학술지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그 해결

학 진흥에 관한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그 협의회 생

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노하우를 각 학회

기면서 이제 그리 분화돼서 나갔죠. 그래서 기초의학

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의학회를 통해 많은 발전을

진흥기금도 모으고 그랬었잖아요. 의협을 통해서 했지

이룰 수 있었지만, 의학회에서 발족을 도운 의편협이

만요.

자리를 잡은 후에는 그 일을 의편협(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에 이관한 것이 좋은 예가 되겠고 다른

김영명

예로서 의과대학 학습목표제정 사업이 있습니다. 학습

의학회 정관상에 사업은 몇 가지가 있나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전해서 여기까지 온 건 좋은

할 단체가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판단하에 의학

데 이제는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가지는

회서 학습목표를 제정하고 또 개선하고 하는 일을 맡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있는 정

아서 하다가 학장협의회와 의학교육학회가 활성화 되

관상의 사업하고 거기에 누락된 것이 무엇이 있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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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강조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의학회가 생긴

여섯 번째가 의학 학문성과의 국제 교류. 좀 비슷한 얘

것은 이게 저 분과학회협의회에서 시작되는데 분과학

기인 것 같은데요. 회원의 지원 및 교류 이런 식으로 의

회협의회의 주업무가 전문의고시 업무였다가 자꾸 발

학 정보라든지 전반적인 발전과 교류에 대해서 모호한

전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가 해야 될 전

얘기가 있고요. 특별히 8번에 보면 전공의의 과별 수련

체적인 사업이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될 거 같다. 그래야

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9번이 회원의 교육에

지 거기서 의학회가 할 수 있는 거하고 병원협회가 할

관한 사항이고 10번이 기타 의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 있는 거 의협이 할 수 있는 거. 그 산하에 있는 모든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학교육이니 뭐 이런 것들 또 기초의학. 이거 언젠가
는 좀 정리가 돼야겠고, 그 다음에 지금 아무도 안하고

김영명

있는 빠진 분야가 꽤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진

그러면 지금까지 의학회에서 한 사업이나 활동 중에

국이 되어 간다고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외국의 의학

그걸 그 카테고리별로 대입하면 아마 별로 안 한데도

관련 단체들이 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조금 비교해볼

있고.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재설정하는 것도 아주 중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의료 보험제도로

요하죠.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방만하기 한이 없고 그 다음
에 지금 불필요한 그것들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많은데

도경현

이런 것들도 한번 어느 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병원협회가 관심 가져도 안 될 거고 의협도 그것 참 어

이게 카테고리 잡기도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약

렵고 요새 가이드라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간 여러 군데 겹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정

가이드라인이 뭘 만들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

관 개정이 있었으며, 비슷한 내용은 통합하고 나열 순

는지. 그런데 미국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발전

서를 변경하였으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과 비슷

되어 있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합니다. 아직 복지부 승인이 안 나서 이전 정관으로 말

하여튼 이렇게 리뷰하고 넘어가는 건 참 잘하신 것 같

씀을 드렸습니다.

아요. 그런데 의학회 자체가 연구 기금을 마련할 수는
없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거 외에는.

고윤웅

사실 “의학회의 회원은 학회”라는 개념을, 일반 의료인
도경현

사회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

저희 지금 정관에 사업은 10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해온 일들은

요. 첫 번째가 새로운 학문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

지금 거의 모든 학회(정의 그대로 회원)의 활동을 위해

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등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이

서 해온 일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특히

고요. 두 번째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연구 활동. 세 번

학회를 위한 모임(현재의 임원 아카데미)을 만들면서

째가 의학정보의 평가 및 제공. 네 번째가 의학 연구자

학회들의 구성과 운영을 안내하고, 학회 간의 조직과

의 지원 및 교류. 다섯 번째가 의학계의 발전과 교류.

활동 등을 상호 비교검토하는 등 의견의 교환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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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친목도모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지요.

영명 선생님 때 처음으로 만들고 애쓴 게 소위 전공의

임원 아카데미의 처음 목적은 각 학회의 현 임원을 모

수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의 고시에 대한 전반적

시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임원이 될 사람들

운영개요, 출제 방법, 문항분석 등등을 전부 기술해서

의 보다 많은 참여를 권유하였었지요.

책으로 만든 게 그게 처음이었죠. 그리고 그때 욕심은
전공의 편람 비슷한 책자로서, 각 병원들의 전공의 TO

김건상

뿐만 아니라, 당해 병원의 수련규정과 수련목표, 휴가,

김영명 선생님 회장하실 때 학회 학술활동 활성화 포

봉급, 숙소 등 지원시설 등등까지 모든 것을 공개적으

럼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각 학회들에 던져지는

로 기재해보자 하는 욕심까지 냈었죠. 지난 얘기지만

문제들 중에 여러 학회가 공통적으로 겪어야 할 일 등

그래서 레지던트를 지망할 때 이 병원의 상태가 어떻

의 해결책을 함께 풀어 보는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안내해보자! 이런 통 큰 욕심을

당시에 새로 도입된 금융실명제에 학회가 어떻게 대처

냈었는데, 그게 다 요즘도 유행하는 업무상 비밀에 속

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비롯한 많은 공통 사안에 대한

하는 거라는 등 반대의견과 시간의 제약 탓에 추진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많은 학회의 호응을 받았다고

못했죠.

기억합니다. 나중에 이 모임이 발전하여 임원 아카데
미가 되어 원래 구상하였던 틀보다 더 나은 형태로 운

이윤성

영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일본은 의과대학 졸업 후 임상수련 그
래서 2년을 해야지 개원을 할 수 있는데 2년 수련받기

김영명

위한 시스템을 전국에서 access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큰 기여를 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 전문의 고시만 생각

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병원은 그 병원

하다가 이렇게 변신을 한 게 그거를 실제 하신 분이 저

이 혼자서 오퍼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좀 작은 병원하고

분이에요. 그때 참 그 잘했는데 요새 그런 게 있는지 모

큰 병원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오퍼할 수도 있고 작은

르겠는데 미국의 AAMC를 보면 우리로 말하는 학장

병원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으로 오퍼할 수도 있고 그런

협의회가 있는데 학장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수련을

시스템이 있는데 맨 처음에 조금 버벅거렸다가 지금은

하더라고요. 의학회도 그 학회의 책임을 맡으려는 그

잘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영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런 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

합니다. 영국은 레지던트의 커리어를 거기다가 입력을

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트레이닝을 영국은 기본적으로 어느 병원에서 4년을

고윤웅

보낸다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외과 전문의가 되려면

그리고 사실은 지금 병원협회가 따로 떨어져 나가있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멘토

만 그 병원협회가 하는 일의 대부분을 의학회가 담당

와 미리 컨텍을 해서 몇 개월 동안 거기서 내가 뭘좀 하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레지던트들 TO 정하

겠다 해서 오케이하면 거기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

는 것에서부터 수련과정 결정하는 것까지. 그리고 김

까 자기 프로파일이 입력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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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웅

계없는 단체가 되는데 의사 종주단체가 학술을 외면하

그리고 사실 지금은 완전히 우리 손으로 넘어오긴 했

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고 조금

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각 학회들이 전문의 시험에 어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져갈 거면

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절대로 그냥 더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생각했

많이 했죠. 각 대학마다 방문하면서 소위 출제 방법과

던 건 그런 거예요. 의협 종합학술대회 하는 예산의 한

문항 평가 방법의 실제까지 강의와 평가를 도와드렸고

90% 정도를 숙제보고를 시켜서 정책이면 정책, 의학

그 후로는 원하는 학회가 있으면 원하는 학회의 요청

이면 의학회에서 그거를 3년 동안 연구를 시키고 발표

에 따랐었는데 이젠 원하는 학회가 없는 거 같아요.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는 연수교육 덜 받았던 사람들을
그때 가서 점수 따게 해서 한번 페스티벌처럼 모이는

김영명

거 그런 정도면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학회들 모아서 연

의학회가 성격상 무슨 규제하고 통제하고 이런 게 아

합 학술대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니고 공동이익, 공동관심사를 개발해서 share하게 만

이제 뭔가 내가 나서지도 못하고 저 사람이 나서지도

들고 같이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못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의논해 봐야 할 문제는 분명

하나 내가 의학회에서 하는, 나도 하면서 좀 이상하게

히 있다고요. 그런 걸 한 10개나 7개나 해서 3년 동안

생각했던 건 종합학술대회예요. 그건 의협의 사업이면

돈을 주고 연구를 시키는 게 난 종합학술대회가 유지

서 지금 같은 세대에 종합학술대회를 그대로 하는 게

가 되면서도 지금 같은 non productive한 일은 줄어들

좋은가 아니면 공동 주최를 학회들을 모아 가지고 몇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스코프하곤 관계가 없

가지를 내놓고서 공동으로 한번 좀 다루는 게, 하여튼

어요. 의협 걱정이니까.

뭔가 좀 변해야지 예산 때문에 의협에서 받아야 되니
까 그걸 또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김영명

의료계의 단체들이 다 재정립해야 될 단체들이 너무
이윤성

많은데 그거를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일을 의학회가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2017년 내년 종합학술대

선도해서 본보기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병협이나 의

회는 하고요. 내년에 정관 개정을 하자고 해서 종합학

협이나 개원의협의회 등등...

술대회를 없애자고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게 의협 회
원들이 3년 동안 회비에 얹어져 학술대회 경비를 만들

김건상

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또 하게 되는 것 같

저는 의학회가 꾸준히 해온 일 중에 김광우 선생님이

습니다.

그때 아마 주동적으로 시작하셨을 텐데 학회 학술활동
평가하는 거 그게 학술지를 제때 내느냐, 학술대회하

김건상

면 회원의 몇 퍼센트가 참석하느냐, 해마다 논문 수가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이 회장 같은 생각 한두 번

얼마나 변하느냐 그거를 열심히 해왔던 게 우리 학회

한 게 아닌데 그러면 의협은 정말 학술하고는 전혀 관

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줬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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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난 그 공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수(20대 의학회장)하고 상의했더니 영어도 썩 잘하는

인증원에 적을 걸고 있지만 무슨 인증제도니 평가제도

사람이니 지금 고윤웅 회장께서 언급하신 그 일을 맡

니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발상이 굉장히 좋았던 거

기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같아요. 그걸 또 결과를 잘 원용해서 학회 회원 멤버들
일 때 그런 걸 평가하고 그랬던 것들이 참 좋았던 거 같

김영명

아요.

처음에는 의학교육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도경현

그거는 조금 저희가 예전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윤성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있어서 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

지금은 떼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김건상 선생님 계실

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 아카데미 때도 회원학

때 의학교육협의회를 만들어서 인증평가 하는 거 시작

회 세션을 했는데요. 의외로 보고서 그런 거를 각 학회

해서 그게 결국은 의평원이 됐고요. 또 의학교육학회

이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잘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열심

그리고 지금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됐

히 기록만 하셔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는데

는데 학장협회였고, 그렇게 세단체가 있고 거기다 국

그런 게 좀 누락이 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되

시원까지 있어서요. 지금은 학부 교육은 그 네 단체가

게 관심 많으셔 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셨어요.

하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는 전공의 교육에 집
중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윤웅

김영명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의학회가 각 학회(회원)

김건상

에 압력을 가한 게 사실 없죠. 부탁은 드렸지만. 언젠가

그때에는 교육, 학술 이런 것들이 분화가 이렇게 안 돼

는 의학 학회를 포함한 학술단체들의 영문을 포함한

있는 상태가 돼서 누군가 맡을 사람이 없는데 그걸 의

명칭의 사용 현황과 작성에 대한 고찰 결과를 제공했

학회가 다 맡은 거죠.

었지요. 심지어 학회 이름을 영문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등도 외국 현황과 함께 발표했었죠. Associa-

김영명

tion이냐 Society냐 Academy...

잘한 거죠. 그런데 의료보험도 행위별 수가 도입시 의
학회가 관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행위별 수가 매길

김건상

때 의학회가 그걸 책임을 지고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영문 명칭 등과 관련하여 애를 쓰셨던 분이 당시 서울

그 당시에 팔래스에서 같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교수였는데 의학회에 와서 함께 일해보자고 했
더니 무슨 프로젝트 하나 정도는 해드리겠는데 풀타임

고윤웅

으로는 이미 맡은 일이 많아 함께 하기가 어렵다는 대

제가 회장 때 의료보험에 학문적으로 관여를 할 필요

답이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추천한 김성덕 교

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현 심평원 발족 이전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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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료보험 진료사항 심사관계자와의 모임을 가졌었

근데 거기서 끝이고 그 이상 못했어요. 그 이상 더 어떻

는데 잘 안됐어요. 그후로도 의료보험공단의 진료비

게 보험공단에 들어갈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심사를 위한 각 분야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

은 각 학회들더러 또는 각 병원에게 보험심사위원회에

학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하는 공식적 절차 설정의 당

위촉을 받으면, 제발 해당 심사회의에 열심히 참석하

위성을 고취하는 쪽으로 꽤 신호를 보냈는데 끝내 이

도록 분위기 조성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만, 안 나가요!

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회의에서 보험으로 인정할거냐
말거냐 하는 일부 진료사항이 보험예산개념에 묻혀서

김영명

편의 내지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의학회가 의료에는 깊이 관여안하는 게 좋을지도 몰

꽤 신호를 보냈는데 역시나 성과를 얻지 못했지요.

라요. 원칙에 대한 거는 좀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이윤성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일이 심평원으로 넘어
김건상

왔고요. 심평원장은 심평원이 너무 원칙 없이 일이 진

선생님.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의협

행이 되고, 그리고 너무 오래된 거를 크게 개편을 해야

과 병협이 건강보험과 의료제도, 의료정책에 더 깊은

되는데 개편을 못한답니다. 그걸 좀 개혁을 해 달라 바

관심을 갖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하는 데 실제로는

꿔달라고 그러는데 의학회가 좀 나서서 하려고 그러면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의 발전보

의협의 상대가치위원회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는 내부의 반대를 더 걱정하느라 옳다고 믿고 있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의사들이 하는 의료행위 분류체계

일도 신념을 가지고 임하지 못하는 현상이 더러 나타

가 있는데 그게 아주 오래된 거고 그걸 크게 바꿔야 되

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회장이 약속하고 들어 온

는데 그걸 좀 의학회가 맡아서 하려고 그랬더니 의협

일도 상임이사회에서 지지를 못 받기도 했다는 말이

상대가치위원회에서 왜 의학회가 하느냐 하지 마라.

돌기도 합니다. 의학회가 학술적인 일에 전념해야겠지

그럼 의협에서 해라. 상대가치위원회에서 하라고 그랬

만 어떤 부분은 완전히 외면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

더니 심평원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어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렇게 하면 결국 말려들어가고 의사들한테 손해가 된
대요. 그러면서 안 해요. 안하고 남도 못하게 하고 자기

김영명

네들이 원하는 대로 연구를 발주하라고 그러는데. 내

누가 책임지건 처음에 길을 닦아 주는 건 의학회가 해

가 가운데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 한번 실행은 해보고

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너무 왜곡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상대가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다. 그러면 비평을 해라. 그래서 그게 정말 형편

고윤웅

없는 걸로 판단이 되면 그럼 연구 한번 한 것으로 마무

그래서 그때 대외비라는 당시의 의료보험공단 각 분야

리 하면 되는 건데. 연구라는 게 다 implication이 되는

별 심사위원 명단을 한번 알아보고자 한적도 있어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것도 안 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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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명

참 부럽구나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의료계에 중요한 문제가 생
겼을 때 권위 있는 발언은 어디서... 미국 같은 경우는

김건상

서전제너럴 보통 그러는데 메르스 생겼을 때도 누구

그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야 됩니다. 선생님. 인도네

말인지 누가 책임지고 권위 있는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시아에서는 최근 네덜란드의 필립스하고 임산부 대상

없고. 그러고 또 지나가고 말았고.

으로 원격진료 사업을 시행하여 산모 사망률이 확 줄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의학회 안에 그런 부서가

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를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걸 분석해서 객관적으로 국민에

비교할 수 없지만 원격진료를 적용하는 수많은 방안

게 아 이거구나 하고 좀 믿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으면

중에서 반드시 우리나라 의사도, 국민도 모두 만족할

좋겠는데.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도 중
요하다고 봅니다.

이윤성

그거 관련해서 의협에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가 비

김영명

슷한 게 있고요. 의학회도 사실은 몇 번 시도를 했습

근데 도입만 해가지고 될게 아니고 모니터링 하면서

니다. 그래서 김동익 회장 때 조경희 선생이 맡고 제가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줘야 되는데 그

담당 부회장으로 했던 건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선

래도 누가 들어도 의학회라는 게 병원협회보다는 좀

생님. 타이밍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그 두 가지가 제일

나을 거예요. 문제는 원격진료 같은 것도 이렇게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하니까 타이밍 맞추

하고 저렇게 할 때하고 그 효과는 무슨 파장이나 이런

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몇 가지는 보도 자료를 냈는데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격진료 자체를 반대

별로 큰 이슈가 없어서 크게 반향은 안됐는데 하나는

하는 거죠. 원격진료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한 게 일

을 내주면 딱 좋은 시점이거든요.

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의 방사능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국민들은 일본산 수산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

이윤성

으면 안 되느냐 근데 그게요 핵의학하고 레디올로지

제가 들은 반대이유는 이거였습니다. IT는 삼성 현대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그랬고요. 환경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가 세니까 삼성하고 현대에 원격진료 담당 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합의가 안됐어요.

수를 구해서 모니터를 쫙 깔아놓고 전화 오는 거 다 해
서 보고서 처방해주고 보고서 처방해주고 그래서 개원

김영명

의들에게 오는 만성질환자들이 거기로 다 간다는 거

앞으로는 지금 장관이 관심 가지고 있다는 원격진료

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떼어서

그것도 원칙적으로 보면 해야 될 거 같은데 나는 그 옛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건 하게 해야지 아

날에 호주 갔는데 레디오로 원격진료를 하더라고. 그

니 국민들한테 도서지방에 있는 사람들 백령도에 있는

거 며칠을 가야되는데 어떻게 환자를 볼 거야. 그래서

사람을 지금 맹장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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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떻

교육과정, 전공의가 훈련을 적정하게 받았는지에 대한

게 하냐 그게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나 그랬더니 그

평가문제 요거는 그냥 의학회가 하고요. 병협은 각 병

건 해야겠는데 그래도 그거 봐줬다가는 결국 이것까지

원에 전공의를 배분하는 문제 이거는 병협이 그걸 놓

터진다고.

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거는 병협
에 일정 부분을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명

개별학회가 의학회가 한 거에 대해서 제일 고맙게 생

고윤웅

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전공의 TO결정하는 것도 전문의 숫자 대 전공의 수를
배정하는 “N-n” 시스템을 처음 만든 주체도 의학회

이윤성

인데, 그런 거 결정하는 최종단계에 “심판위원회”가

지금 별로 고맙게 생각하는 건 없고 일을 같이 해야 된

있었죠.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

부분들이 많다는 건 인식하는데요. 지금 같이 해야 된

개념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각 분

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공의 특별법 때문이에요. 그게

야별 전문의 수”가 되겠지요. 아직도 주먹구구식이 아

지금 이슈가 큽니다. 전공의 특별법이 전에는 어영부

닌가 싶기도 하고요. 요즘 책을 하나 읽다 보니까 영국

영 병협이 했는데 그걸 법이 바뀌면서 수련환경평가위

도 레지던트들의 1주일 근무시간이 80시간으로 되어

원회라는 데가 그 전권을 휘두르게 되었어요. 수련환

있는 거 같더라고. 영국의 어느 신경외과 의사가 쓴 책

경평가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인데 병협, 의협, 의학

원제는 히포크라테스선서처럼 “Do No Harm”이며,

회, 전공의협의회, 그리고 복지부, 전문가 이렇게 6군

국문으로는 “참 괜찮은 죽음”인데 실제 진료현장에서

데가 있는데 복지부는 1명만 들어오겠다고 했고요. 나

느끼는 상념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행간에는 안락사

머지에서 파견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일의 순서로

의 필요성도 고집스럽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보면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전문의가 1년에 몇 명쯤 나

중간에, 어떤 레지던트가 왔다 가는지도 모르는 경우

와야지 좋은가, 그리고 영상의학은 몇 명 필요하고, 이

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레지던트는 지켜야만 하는 근

비인후과는 몇 명이 나와야 되고, 내과는 몇 명이 나와

무시간과 법적 당직규정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

야 되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러면 이제 내과가 예컨대

기서 일하고 저기 가서 몇 시간 채우고선 사라지는 문

200명이면 200명을 어느 병원에 몇 명 나눠 주느냐 이

제가 있어서라고 슬쩍 비추고 있지요. 수련교육문제는

거는 병협에 신임평가 업무를 그대로 둬서 그쪽에서

논외인듯 싶고요.

하도록 하고요. 그 전 단계 까지는 의학회가 하려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여러 학회가 공동으로

이윤성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전에 저

전공의 수련시간은 80시간으로 고정이 됐고요. 특별한

희 정관에는 있고 구성은 안됐던 전문의제협의회를 가

교육목적이 있을 경우에 8시간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걸

동을 시키기로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 전문

로 88시간이고, 80시간을 어떻게 카운트 하느냐가 지

의가 어느 정도 배출되어야 하느냐 문제하고 전공의의

금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게 시행령, 시행규칙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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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되는데 병협에서는 슬쩍 논문을 쓰는 시간을 80

하셨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딱 한번 밖에 안하셨어요.

시간에서 제외한다 요렇게 그런 걸 넣고 싶은 모양입
니다. 그럼 논문만 쓰고 앉아 있는지 논문 쓰는 시간에

김영명

너 잠깐 가서 드레싱 좀 해 그러면... 그래서 결국 미국

능력의 차이지. 나만 한텀 했나 봤더니 그 다음에도 없

처럼 병원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걸로 해야지요.

더라고.

도경현

이윤성

전공의들이 논문을 교수를 위해 쓰는 걸로 그렇게 생

그러면 차기 회장이라는 걸 만들고 선생님은 그냥 회

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면 사실

장이 되셨고 그 다음부터는 차기 회장을 1년 전에 뽑아

그건 일이 맞고요. 본인을 위해서 쓰는 거면 그건 어떻

놓으니 한 번 더 하겠다는 소리를 못하겠군요.

게 보면 일이 아닌데 그게 사실 좀...
김영명
이윤성

차기 회장을 현 회장의 한텀 끝나갈 때 뽑는 거지. 1년

근데 일단 병원에 있으면 구별이 안 돼요. 잡일을 하는

전에지. 3년 전이 아니고. 그래서 차기 회장 1년 정도는

건지 자기 위해서 하는 건지.

마음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 거죠.

고윤웅

고윤웅

어느 일간지 기사에선가 근무시간 외에 전화 카톡으로

근데 다행스럽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 후부

업무지시를 해도 이젠 안 된다는 내용을 읽은 것 같은

터는 대게 차기 회장이란 분을 1년간, 현 회장 임원진

데, 영국도 수술 의사들이나 레지던트들이 지금처럼

에 가급적 포함하잖아요. 게다가 수년간 임원진 범위

쉬고, 머물고 하는 공간의 필요성이 없어 졌다는 거

그 안에서 함께 일을 해온 분들이 지명되는 경우가 많

지요. 왜냐면 정해진 시간만 와서 근무하고 가면되니

잖아요.

까요. 우리로 치면 의국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김영명
이윤성

그렇게 되니까 의학회에 관여 안하는 학회 임원들이

영국은 제가 얼핏 본거는 우리는 의국에 들어가면 한

볼 때는 끼리끼리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요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인거죠. 그 안에서 딱. 그런데

새 학교마다 그렇지만 총장이 연임하는 데가 쉽지 않

거기는 워낙 돌아다니면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무슨 의

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죠.

국 개념 의국 선배 이런 개념이 없대요.

총장이건 뭐건 장이 연임을 못하는 것이 좋으냐. 연임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생각인데 우린 모든 것이 과반

이윤성

수면은 결정된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총장을 했

그게 궁금했어요. 이문호 선생님이 22년 동안 회장을

는데 여러 사람이 볼 땐 참 아깝단 말이야. 그러면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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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는 예를 들어서 80% 이상 얻으면 된다던가 그렇

석률은 좋은데 출석률 지키기 위해서 만만치 않습니다.

게 해서 참 명예스럽게 연임하는 사람도 좀 나오면 안
되냐 말이야.

김영명

우리나라 의학회가 일본의학회나 미국의학회하고 차
이윤성

이 많아요?

김동익 회장이 회장 때 끝나면서 근데 차기 회장을 1년
전에 뽑는 건 정해놨는데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는

김건상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냥 평의원회에서 뽑았거

일본의학회. 의학회라는 이름은 일본 걸 따온 거 같은

든요. 요번에 정관을 바꾼 게. 아무튼 그 정관 개정안에

데 예전에는 분과학회협의회였잖아요. 근데 하는 짓을

는 차기회장선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우리하고 그쪽하고는 영 달라요. 그쪽은 하는 일

래서 거기서 구성해서 거기서 평의원회로 추천을 하는

이 없어요.

거지요. 그래서 평의원회에서 선거해서 뽑는 걸로. 김

예전에 우리 이사 몇 분을 보냈죠. 돈 주고 가서 알아보

동익 회장이 그렇게 바꿔놔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문

라고 했는데 그쪽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호 회장님이 22년간을 하셔서 앞으로 몇 번은 더 단임
으로 가다가.

도경현

제가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대충 제가 생각하기에 결
김영명

국은 저희가 대한민국 의학에서는 약간 가이드도 되면

근데 이문호 선생님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는

서 앵커가 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온 것 같고요.

사람도 없고 의학회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도 없고

아까 처음에 의료에 대해서는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

업무 자체가 전문의고시 1년에 한번하면 되는 거였으

셨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듣다보니까 의료에 있어서도

니까.

저희가 어떤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그런 일을
해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저

고윤웅

희가 사실 회원학회가 한 160여 개 이렇게 있는데 너무

거의 맨파워가 없었지요. 서포트해주는 맨파워도 그렇

나 다양하고요. 되게 이질적인 학회도 많고 또 주로 모

게 넉넉지 않았고.

든 활동은 기초학회 플러스 전문과목학회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 외 학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텐

이윤성

스를 갖고 가는 지랑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회들이

지금은 일이 많아요. 제가 임상이 아니니까 임상 일은

의학회에 바라는 것이 무언지도 사실 저는 조금 모호

대게 부회장 중에 임상하신 분들한테 많이 나눠주고서

한 것 같아요. 의학회가 당연히 있으니까 머 어떻게

저는 그렇게 관여를 안 한 데도 제가 기초에서 법의학

보면 당연히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있는 것 같은 그런

도 이제 뒷방이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다 하고

느낌.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

있어서 학교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래도 여기저기 출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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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상

이윤성

학회가 의학회에 바란다 이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스

임원 아카데미가 그게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맨

스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학회가 도와주는데 좋

처음에 임원 아카데미 참석하라고 하면은 지들이 뭔데

으면 그냥 수용하고 그런 거지 의학회한테 의지해서

나보고 바빠 죽겠는데 오라 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

무얼 바랍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와서 보고 프로그램이 괜찮으
면 그러면 아 오길 잘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고윤웅

지금 임원 아카데미가 쭉 그나마 상당히 많은 학회에

아마 제가 받은 인상은 일부 학회장님들 중에는 의학

서 참석하는 거는 내 생각에는 임원 아카데미 참석 안

회가 어떤 행사 예를 들면 임원 아카데미 개최 등에의

한다고 패널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프로그램이

참여 내지 참석 요청을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도 조금

좋아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오는 그게 전달되고 전달

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되고 해서 참석률이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김건상

이윤성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 학회를 운영하시는 분

지금 한림원이 법정 단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tubular vision이기도 하고 어

는 한림원 회장하고 얘기할 때가 있으면 업무 분담을

떤 의미에서는 자부심이 아주 강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IOM 그것처럼 한림원이

최고로 잘하고 있는데 뭐 남의 도움이 필요가 있겠느

의학회가 그전에 맡았던 것 중에 중장기적인 것. 이런

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나보면. 그런

거는 한림원에서 좀 맡아주시면 그렇게 좀 떼고. 우리

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의학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는 주로 학술 활동 그리고 레지던트 트레이닝 그 부분

금방 느끼긴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전혀 아

에 집중을 하고 뭐 필요하면 단기적인 정책적인 일은

쉬워하지 않아요. 그래도 학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맡아서 하겠지만 업무 분담도 좀 나눠서 하고

의욕이 있는 학회장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학술지가

했으면 합니다.

좀 처진다 그러면 찾아요. 운영 조직이 나쁘다 그러면
의학회를 또 찾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김건상

쪽에 크게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지만 더러더러 가치를

거기도 누가 이문호 선생님 같은 분이 한 20년 하셔야

인정받고 있기는 해요. 그런 정도일 것 같아요. 내가 보

돼요. 난 이문호 선생님이 남기신 유산 중에 제일 큰 게

기에는.

뭐 바라지 않고 그냥 와서 봉사만 하고 즐거워해라
그런 이문호 선생님 어디든지 가시면 그러셨거든. 이

도경현

문호 선생님이 장을 하신 데 그러니까 헤드를 하신 데

저희가 도와줄 방법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찾아야

가면 배고파. 이사들이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무슨 단체

되겠네요.

에 차도 별로 없고 이문호 선생님이 내차 쓰면 돼 그러
니까. 그렇지만 정말 좋은 정신을 물려 주신거야.

108

대한의학회 50년 발자취

이윤성

생각하신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난립하는 의료정보.

국시원도 이문호 선생님이 복지부 고시과에서 하던 의

여기도 정보. 여기도 정보인데 이걸 믿을지 저걸 믿을

사시험을 떼어 가지고 의사국가시험원으로 시작을

지 모르는 걸 정리한 그런 또 노력을 했어요. 그건 아마

해서 몇 년해서 잘 되니까 아예 복지부에서 보건의료

국민 때문에 봐도 될 거 같은데.

인을 다하는 걸로. 그때 다 반대하셨죠. 백상호 선생님
하고 이런 분들이 다른 직종 맡는 것은 하지 말자고 하

김영명

셨어요. 의사국시만 하자고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담당이사들이 있고 위원회가 있잖

근데 제가 그때도 거기서 뭘 좀 했는데 이문호 선생님

아요. 그건 스탠딩 committee고, 정책적인 거, 돌발적

이 알았다고 하면서 얘기 다 듣고 가셔서 하루 만에 오

인 거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확실한

셔서 안 되겠다. 맡아야 되겠다. 논의 끝이다. 얘기는

컨센서스, 아카데믹한 베이스가 있는 그거를 내놓을 수

다 들으셨어요. 백상호 선생님 얘기. 김건상 선생님

있어야지. 뭐든지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

얘기. 다 들으시고 그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아시고

인데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도 국회는 뭐

그리고 복지부하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러고 하시다가

말할 것도 없지만 컨센서스를 모을 줄 모르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맡아야 되겠다고.
김건상
김건상

네. 근데 선생님 그동안 의학회가 열심히 한 보람이 있

그때 안 맡고 그럼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시험

어서요. 최소한 주요 언론기관에 의학전문 기자들은

원을 복지부에서 만들었으면요. 의사는 완전히 찬밥이

의학회에 물어보면 뭔가 확실한 답이 나온다는 인식을

에요. 그래도 그걸 다 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뭘 자꾸 발표하

위상이 높아진 거지.

고 그러해서 얻는 것보다는 그런 위상을 더 강화한 연
후에 그런 활동에 뛰어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

도경현

이 듭니다.

사실 말씀을 다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의학회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정책적인 정부와의 관계에

고윤웅

서 우리가 어떤 위상이 되어야 되는지 사실 그리고 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가 의학회가 해야 되지

금 빠진 거는 국민들은 사실 저희가 그럴 필요가 있는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의협에 생긴 대국민지식향상위원

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학회라는게 있는지도 모

회의 처음 기초가 의학회의 어떤 위원회로 있었었던

르고 그런데 과연 그게 그러면 앞으로 변해야 되는지.

것 같은데, 그게 발전해서 완성된 것으로 압니다. 근데
아직도 잘 안되잖아요? 뭘 만들겠다 그러고 윤리 무슨

김건상

선언 같은 거 하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

앞에 김영명 회장님 말씀이 큰 이슈 같은 거 얼른 권위

금 소위 텔레닥터, 쇼닥터 등등의 용어들을 제안하였

있게 정리해 주는 역할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국민을

고, 국회회관에서 컨퍼런스도 열었죠. 그래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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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노력했었지만, 공식

대의원 자격이 있는 학회와 아닌 학회 문제인 듯 싶어요.

적으로 나온 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김동익 선생님

앞으로 욕심 같아서는 자주 남발되는 학회들을 어떻게

때 만든 “굿닥터”는 여러가지 비의학적 사실에 대한 올

할 것인지, 그냥 규정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바른 지식을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활용이 안

인정해준다 아니다 하는 시야를 넘어서 그렇게 좀 어

되고 있는 것 같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학회가

떻게 관리,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숙제인거 같아요.

만든 것 중의 하나가 소위 제3의 의학(?)의 효용성의 진

이상한(?) 학회가 마구 계속 생기고 있는데. 아직도...

실에 대한 스터디를 한참 하여, 나름의 성과를 얻었다
고 자부했는데,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이윤성

이상한 학회를 인정 안 해주는 건 괜찮은데 저는 지금
김건상

굉장히 큰 문제가 정형외과 척추외과하고요. 신경외과

아 그거 제가 연구비 받아서. 보완대체의학. 그거 종합학

척추외과를 어떻게 좀 합쳤으면 좋겠는데. 잘 안돼요.

술대회에 발표했다가 경호원들이 출동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사한 게. 노인의학, 그거는 세부전문의 때문

그리고 이제 아까 이윤성 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에 지금 눈치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과에서는 노인

한림원이 위상이 자꾸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정한 역할

의학을 내과의 분과전문의로 하려고 그러고 분과전문

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무슨 동호인 같

의는 배타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의학도 들어오고

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학회가 맡고 있는 일중에 옛

뭐 이렇게 하려면 세부전문의가 되어야 되니까 내과에

날에 무슨 의과대학 교육 목표까지도 우리가 했다가

서 지금 분과전문의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

전문단체가 생겼으니까 나눠준 것처럼 의학회가 지금

매 때문에 정신과의 노인정신의학회가 주로 치매를 하

관장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한림원이 했으면 격에 더 맞

거든요. 그런데 신경과 치매학회가 있어요. 둘이 또 합

는 일 같은 거는 다 협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전하는

치지 않아요. 그래서 치매학회가 입회원서를 냈는데 저

것도 앞으로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희가 지금 팬딩 상태거든요. 합쳐서 해라. 그런데 저희
가 무슨 칼이 없으니까 당근하고 채찍이 없으니까.

도경현

그리고 저희 조직 자체 의학회 자체에 대해서도 혹시

김영명

운영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평의원회, 이사회하고 회장

근데 앞으로도 그런 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

님 아래 부회장제 이렇게 업무 분담은 잘되고 있는 것

어요. 근데 그러면은 의학회가 뭐를 해야 되느냐. 컨센

같은데요. 그런 거 라든지. 아니면 사무국 운영이라든

서스를 모으는 테크닉을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요. 위

지 그런 건 혹시 선생님들 말씀주실 건 없으신지.

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회에서
다수결하기 전에 요샌 뭐 발달된 SNS 가지고서 그걸

고윤웅

이름을 이것이 좋냐 저것이 좋냐가 아니고 디테일하게

사무국 운영이야 직접 운영에 참가를 안 해서 잘 모르

이거를 했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런 것을 자

겠지만, 아직도 계속 숙제로 남아있는 사안의 하나가

꾸 모아가지고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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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내가 잘 모르지만 의학회 안에도 위원회가 있

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없는 사람의 넋두리일 수도 있

을 텐데. 위원회가 우리는 대게 다 fixed member라고

어요.

위원이. fish bowl technic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8명
은 fixed인데 2명은 fish bowl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김영명

관심이 있고 또 누가 추천하고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의학회가 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실력이 있는 게 첫

말하자면 의학회 운영을 오픈하는 거야. 위원들끼리

째야. 이 실력을 집결해서 남도 인정하고 꼼짝 못하게

하면은 closed meeting이거든. 그 오픈은 어디로 나갈

만드는 것이 축적된 노하우하고 그런 거지. 결국은 의

지 모르니까 개방하는 거지. 하여튼 국회도 마찬가지

학회가 조금 더 발전해야 되고 조금 더 합리화되고 그

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양보도 하고 합의도 하

러려고 노력해야지 돈 어디서 안 생길까 뭐 권력이 우

고 이번엔 참고 다음엔 주장하고 이러한 훈련이 필요

리한테 어떻게 할까 그건 안 되죠.

한데 의학회는 뭐 아마 앞으로도 계속 골치 아픈 일만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왔지만 의학회장을

생길 거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는 진짜 여러 사람이 존경할 수 있고 실
력 있는 사람을 뽑겠냐를 조금 더 신경 쓰면 더 좋지.

김건상

어느 학교 아니면 안 되고 서울 아니면 안 되고 지방은

근데 의학회가 어떤 때는 피해있으면 좋겠다. 돈이 막

안 되고 이제 웬만한 학회 이사장들은 지방 대학들이

있어서 무슨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거나 아까 채찍 얘기

다 해요.

했지만 채찍이 확실하게 있어서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이윤성

하면 우린 그동안 파워도 없고 돈도 없고 채찍도 없고

선생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김동익 회장하고도 얘기를

50년을 잘 버텨오고 존경은 20년 전보다 훨씬 더 받고

많이 했고요. 그래서 기왕에 있었던 뭐 명문화 되지는

있다고 저는 봐요. 의학회가 비유하자면 어떤 단체나

않았지만 어쨌든 있던 묘한 관례 같은 거를 좀 깨자. 그

어떤 위상이 비슷한가 UN 같은 거예요. UN. 서양의

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로마제국. 거긴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거
든요. 아니면 지금 로마 교황 같은. 그런 오히려 그게

김영명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여간 의학회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 생겨서 우리가 뭘 생기니까 이

고, 이제 앞으로 있을 생각을 하면 뭔가 변모를 해야 될

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안 생

텐데 시스템이 변하던 운영체계가 변하던. 운영체계도

겨도 옳은 소리만 하고 다닌다. 그런 인정을 받는 것도

우리가 꼭 회의를 모아야만 무슨 결정을 하는 것. 그것

하나의 goal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 꼭 좋은 방법은 아닐 거야.

현실적으로는 파워가 있으면 정말 우린 일할 수 있겠
지만 일이 꼭 효율만 가지고 성공하는 거냐. 그거 아니

이윤성

면 더 차원이 높은 그런 단계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

예. 사실 사무직원들이 좀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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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임원들이 오더하면 그거나 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

이 다 분야별 전문가에요. 우리나라도 병원이 진짜 좋

이 되어서는 의학회가 언제까지 이런 단계가 되어서는

아지려면 일반 직원에 대한 회장님 같은 그런 생각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직원들도 나이도 먹고 일도 오

가져야 되요.

래하고 그러면 예컨대 작은 분야라도 하나씩 전문분야
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건상

글쎄 회장 몇 대를 지나가면서 좀 회장들이 의지를 보

정사에는 안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회장할 때 한의

여줘야지 직원들도 믿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왜냐면 바

학회하고 같이 만나서 우선 우리끼리 진솔한 이야기를

쁜 교수들이 와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는 없고 이를테

해보자하고 의기투합된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WHO

면 전문성을 좀 길러 놓고 직원들이 기안해서 오면 이

서태평야지역 본부의 관심과 협조를 얻을 수 있어 마

사나 회장이 보고 최종 승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닐라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듬해에도 또 그 다음

야지 왜냐하면 김동익 회장했을 때 제가 자꾸 김동익

해에서 만나서 교육, 연구, 진료 등에 대하여 많은 대화

회장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캐나다의 ROYAL

를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은 없었지만, 계속 만

COLLEGE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교수나 이런 사람들

났으면 지금쯤이면 무언가 이루었을 것이라는 확신은

이 일하는 사람은 몇 명 없고 나머지 조직은 lawyer도

있었는데 분위기가 변하여 더 진전이 없었음을 매우

있고 accountant도 있고 이런 전문가들이 그걸 움직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 큰 정책적인 결정만 의사들하고 아주 전문가 이사
이런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우리 기구가 좀 잘 되려면

이윤성

거의 모든 임원들이 파트 타임 아닙니까. 파트 타임인

지금은 의학회장, 한의학회장, 치의학회장, 약학회장

사람들이 잠깐 잠깐 시간 내서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렇게 네 사람이 만나고 있어요. 4개 학술단체가 학술

결국 임원들도 몇몇 사람은 풀타임으로 일하고 물론

적인 면에서 교류를 해보자 하는 취지예요.

파트 타임으로 일할 분들도 좀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그쪽으로 가야되는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도경현

오늘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감사드립니다. 오
김영명

늘 주신 말씀들을 정리해서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약간

그거 좋은 말씀인데 의사들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

편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고가 나오면 미리 보내

고 책임지는 그게 직업으로 몸에 배서 그런데 일본의

드려서 확인을 받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병원협회에 가봤더니 원무과 직원은 원무과 직원끼리

합니다.

나와서 학회를 하고 토론하고 그러는데 병원의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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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회장으로서의 경험을 회고하며
대한의학회 제15대 회장 김 영 명

의학회의 발자취를 회고하려고 하니 참으로 생생한 기억이 너무나 많다.
사실 나는 15대 회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4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1대의 김성환 회장
이나 2대의 전종휘 회장님은 각각 3년씩 하시고 3대인 이문호 회장님은 14대까지 무려 22
년간을 회장으로 의학회를 이끌어오셨고 강한 지도력이나 의학회에 대한 사명감이나 일에
대한 열정이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고 대신 할 수도 없는 대단한 분이셨다. 나도 그 밑에서
당시 분과학회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의고시이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데 난데없이 총회를 열어 이문호 회장님이 회장직을 사임하신다고 한다.
그리하여 차기회장을 선출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의 이름도 오르게 되고 뜻밖에도 당시
수석부회장님이신 “S” 대학의 “K”교수와 결선 투표에서 내가 회장으로 당선되게 되었다.
아무 준비 없이 참석했다가 그야말로 벼락감투를 쓰게 되니 앞이 캄캄했다. 의학회의 상징
이요 전부였던 이문호 회장님에 이어 젊은 나이에 회장이 된다니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막중
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어떻게 하여야 할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이렇다 할 경력도 카리스마도 없고 내가 할 일은 별로 없어 보였다. 그러나 의학회의 구성이
서로 전문을 달리하는 학회들의 연합체이고 기라성 같은 유능한 회원들이 많은 단체이니
틀림 없이 찾아보면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과, 이들이 성심껏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기회만 만들어 주면 너무나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어 수소문하여 인재를 모으니 참으로 훌륭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성화시켰더니 너무나도 일이 잘 되고 재미가 있을 정도였다.
즉 위대한 지도자 중심에서 분야별로 자율적인 발전을 기하도록 조직과 협의 중심의 운영을
하다 보니 걱정하던 일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겼다. 특히 기획이사의 번득이는 구상과
추진력으로 새로운 일들을 많이 도모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의학회가 고시업무위주의 사업
에서 탈피하여 여러 가지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해보고자 신설한 의료
제도이사의 역할이 활발해지다 보니 새로운 지경도 열리게 되고 회원학회들의 자격관리와
개별학회의 발전을 진작할 방안들을 강구하다보니 지금도 기억에 남고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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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어느새 3년이 지나 회장 임기가 다하게 되었다. 나는 전임 회장님이 20년 이상
오랫동안 학회를 이끌어 오셨으니 나도 한 텀은 더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
는데 회장선거에서 참패하고 단임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연임한 회장이
한 분도 없음을 볼 때 역시 우리 사회도 이제는 특별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지도자 중심의
운영보다는 지식과 정보의 공유화로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하고 합의와 협력 위주로 조직의
운영이 바뀌어야 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의학계의 발전과 변화가 눈부신 세대에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경험을 하면서 만약 내가 이제 새롭게 의학회를 다시 맞는다면 가장 하고싶은 일이 무엇일
까를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의학계를 포함한 의료계의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예측을 불허하며
이제는 더 이상 의료가 의사들에 의한 시혜적인 개념을 훨씬 넘어섬을 감안할 때에 그리고
의료에 대한 욕구와 불만이 집단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하여감을 감안할 때에 이제라도 서둘러
조직을 다양화하고 세분화하며 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능동적으로 변모하여 세계적인 변
화에 앞장서는 선진 의학과 의료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주장과
강요보다는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고 추진력 있는 집단적 노력을 쉬지 않고 전개
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집단으로 발전되어 권위와 신의를 바탕으로 존경
받는 단체로 더욱 발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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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온 50년보다 더 보람 있는 앞날을 기원하며
대한의학회 제19대 회장 김 건 상

시작하는 말
대한의학회 40년사를 편찬하느라 동분서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10년이 지나
50년사를 편찬하고 있다고 한다.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다. 따져보니 필자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에 고시수련위원으로 부름을 받아 의학회와 함께 하기 시작한 것이 1988년의 일이니
그 세월도 50년의 반을 넘어 28년이나 된 셈이다.
의사로서의 공생활(公生活)을 영상의학회 고시이사로 출발하였는데, 의학회와의 첫
인연도 고시수련으로 시작되었고 그 때부터 매년 두번 씩 여름과 겨울에 실시하는 전문의
고시를 위한 작업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왔을 뿐 아니라 제19대 대한의학회장 임기가 끝나
고도 국가시험원장에 피선되어 봉사하였으니 필자에게는 ‘시험’이 인생의 중요한 keyword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가끔 의학회는 착한 줄기세포 같은 단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의학 관련 학회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라서 학회들을 지원하는 일이 주 역할이지만, 반드시 회원학회 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일이 아니라도 의학 발전과 관련하여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당할
주체가 아직 마땅치 않으면, 일단 의학회가 먼저 해결하고 관련 주체의 설립이나 성장을 지
원하여 해당 업무를 이관하곤 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들은 학회 발전
지원 사업들과 함께 50년사에서 잘 조명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면 관계로 이번 글에서는
필자가 의학회 활동을 하면서 얻은 몇 가지 개인적인 기억을 기술함으로써 50년을 맞는
소회를 피력하고자 한다.

힘들었던 일 1: 전문의인력수급 프로젝트
필자가 수련교육이사 임기를 시작하면서 ‘전문의인력수급’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방면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어 막막하였지만 전임이사 때 이미 확정된 사업이라 물릴
수도 없고, 이사회 때마다 이문호 회장님의 시선을 피하는 일도 쉽지 않아 많은 시간을 불편
하게 지내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나 이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배운 것도 많아서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 인력의 수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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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균형의 중요성을 조금이나마 깨우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더 값진 수확은 의료
계에는 출중한 인재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일이든 성심껏 노력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재들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해야 할까?)

힘들었던 일 2: 대의원회 부의장
지제근 회장님 임기 초 첫 의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였을 때이다. 소속이 법정관 위원회
여서 배정된 회의실에 참석하여 개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 회장께서 오셔서 위원장
직을 맡아야 한다고 통보하시는 게 아닌가? 무슨 안건이 다루어질지는 미리 보내준 유인물과
책자로 대충 파악하고 있었지만 회의를 주제해야 한다니... 몽둥이로 머리를 크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회의를 진행하느라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사연인즉슨 지회장께서 법정관위원장으로 미리 추천하셨던 분이 대의원 신분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바람에 재 추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의학회 부회장인 필자가
해당 분과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짧은 시간의 해프닝이었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는 사건이다. 의학회장 추천 몫의 대의원회 부의장 겸 법정관 위원장은 의학회 부회
장이 맡게 되는 관례가 생겨난 사건이기도 하다. 또 의학회 부회장 중의 한사람이 의협 부회
장을 맡게 되는 관례도 필자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첨언하는 바이다.

어려웠던 결단 : 의학회의 법인화
필자의 의학회 활동 중에 가장 어려운 결단이 필요했던 사안은 의학회의 사단법인화라고
생각한다. 의학 발전을 위해서 의학회가 국가나 사회로부터 기대되는 또는 요구받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때 임의단체의 자격만으로는 그 격이 약해서 애로를 겪는 일이 허다한 실정
이었지만, 의학회의 법인화를 의협과 의료계에 등을 돌리는 행위쯤으로 매도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아 법인격을 얻는 일은 적절한 시기를 잘 선택하고 악의적 여론을 효과
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논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법인화에 성공하였고 그 덕에 연구센터나 수련 평가센터 그리고 임상진료지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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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등을 설치 운영하는 등 보다 능동적으로 의학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대한의학회 40년사를 펴내면서 자문위원 좌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자문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의학회의 사단법인화에 대하여 용기를 갖고 임하도록 주문하신 것이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법인화를 결심하고 또 이뤄낼 수 있도록 큰 힘으로 작용하였다고 믿고 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1: 학회 임원 아카데미
김영명 회장님 때에는 기획이사에 선임되어 일하였는데,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시 회원학
회의 수준이, 단체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천차만별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의학회가 잘 하고 있는 학회의 노하우가 배울 것이 많은 학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자리만 마련해줘도 여러 학회가 스스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학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하면서 공통의 사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
기로 하여 ‘학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가 호평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학회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어, 필자가 부회장으로 선임된 지제근
회장님 때에 이르러서는 ‘임원 아카데미’로 승격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수준 높은 학
회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꼭 필요한 주제들을 다루는 한편, 동시대 학회 리더들의 소통의
장으로서도 역할을 하도록 한 일이다.
필자는 이를 통하여 학회 운영,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국제 학회 참여 등에서 각 학회
들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노하우를 교환할 수 있었고 또 동시대 의학계 리더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2: 의학한림원, 명예의 전당 그리고 시상제도
의학한림원이 발족되면서 입회 권유가 있었는데 스스로 판단하건대 대학교수로서 최소
한의 학술 연구는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한림원 정회원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
하다고 생각하여 사양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믿고 있다. 한림원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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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되려면 최소한 필자보다는 더 나은 업적을 쌓아야 할 것이다. 비록 필자는 한림원에
소속되지는 못했지만 한림원이 권위 있는 단체가 되기를 크게 바라면서 새로 출범한 한림
원이 자리 잡느라고 많은 애를 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침 의학회장이
관례적으로 운영위원장을 맡고 한국화이자가 후원하던 화이자 의학상이 주관 기관을 의학
신문에서 의학회로 바꾸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오기에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서 의학회 이관
보다 더 좋은 안이 있음을 설득하고 전 주관사의 양해도 구한 다음, 한림원을 주관기관을 하
도록 애를 써서 잘 마무리를 하였는데, 화이자 의학상 쪽에서는 상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
었고 한림원도 새롭고 가치 있는 사업을 하나 확보하였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말이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의학회에 명예의 전당 제도를 만들었는데, 학문에 정진하여 많은 업적을 이루시는 분들
에게는 각종 학술상이 있고 또 한림원 회원으로 선출되어 명예를 얻기도 하는데 학회 활동
이나 학술 관련 유관 단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대우 받지 못하고 있
다는 데 생각이 미쳐, 학회 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
들을 기리는 명예의 전당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해마다 의학회 총회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실린 이분들의 공적 사항을 읽
으면 우리나라 의학 발전의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의학회에 정리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정말 잘한 일이구나 하고 스스로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또 지금은 바이엘 임상의학상이라고 하지만 원래 쉐링 임상의학상으로 출발한 시상제도가
있다. 당시 국내 굴지의 영상의학 조영제 회사인 한국쉐링의 후원으로 시작하였지만 제약
사의 합병 등으로 상의 명칭에는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만 우리나라 임상의학의 발전에 몸
바쳐 헌신하신 분들께 주어지는 상의 정신은 변함없이 잘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상의 시상식
참석자들로부터 어떤 시상식보다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된다는 평을 들을 때마다 이 시상제
도의 제안자로서는 자신이 해온 일 중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라 자평하고 있다.

큰 보람과 기쁨을 얻은 일들 1: 수많은 인재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얻은 일
무엇보다 의학회와 같이 넓은 시야를 갖고 의학 발전을 위한 큰 바탕을 건강하게 구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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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단체의 중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필자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고 보람이라 믿고 있다.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고 옳은 일이라고 믿는 일에만 전념
할 수 있는 단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은 의학회에서 여러 스승들과 또 의학계의 수많은 인재
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점이다. 이런 분들과 회원 학회 지원을 통한 의학의 발전이라는 공동선
(公同善)을 위해 함께 일하면서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때로 겸손해져야 한
다는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낸 것은 필자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 남아 있을
것이다.

큰 보람과 기쁨을 얻은 일들 2: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의학회장은 3년마다 개최하는 종합학술대회의 조직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어, 어느 회장
이라도 한 번씩은 이 일을 맡게 되지만, 필자가 의학회장으로 재임한 시기에는 종합학술
대회 개최 연도가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과 일치하게 되어 조직위원장으로서는 운이
좋게도 더 이상의 영광이 없을 경사를 책임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직전 종합학술
대회를 주관하였던 고윤웅 전 의학회장께서 차기대회가 100주년 기념대회라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하여 행사를 줄이고 이월금을 많이 남겨주시는 등 배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학술 행사도 보다 규모 있게 기획하였고 부대 행사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잘 진행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학술대회를 의과대학생도 포함하여 모든 의사의 축제로 승화
하기 위해 전국의과대학생이 모여 상식 겨루기를 하는 “골든 벨을 울려라” 행사를 개최(종합
학술대회 사상 최초로 학생 참여)하였고,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정 (대부
분 주부가 동남아 출신으로 간염에 무방비인 것에 착안하여) 간염백신 접종 사업도 전국적
으로 시행하였다. 백신은 고맙게도 녹십자 약품에서 후원하였고 또 실제 대상자를 선별하여
백신을 접종하는 수고는 전국 각처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협 회원들이 해주었으니 고맙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다시 머리 숙여 감사드려야 할 일이다. 그리고 각 학회의 협조를 얻어
일반 가정 비치용으로 응급상황 대처 방안을 자세히 설명한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라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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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발간과 무료 배포 등의 사업이 학술 외적인 사업으로 기억에 남는다. 비록 인터넷에
의학정보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손쉽게 참고할 작은 서적이 가정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나쁠 리 없으니 의협에서 계속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큰 보람과 기쁨을 얻은 일들 3: 소수정예의 헌신적인 직원들과의 만남
필자가 의학회에 처음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의학회는 독립된 사무국을 둘 형편이 아니어서
의협 학술국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현재 의협 사무총장 안승정 씨도 학술
국에서 의학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분이고, 상당기간 학술국장으로 재직하시던 홍한표
씨는 의학회를 너무 도와준다고 오해를 받아 보직 좌천을 당하면서도 의학회 발전에 힘을
써주기도 했었다고 알고 있다.
초기의 이런 좋은 전통이 유전자로 남았는지, 자체적으로 처음 선발한 최 국장이나 그 뒤를
이은 장 부장, 이 팀장, 김 팀장 모두 현명하고 성실하게 의학회 살림을 잘하고 있어 임원들이
편안하게 사명을 다 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 그리고 매주 목
요일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때가 문득 문득 그리워질 때가 있음을 고백한다.

맺는 말
창립 50주년을 맞는 대한의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현재와 미래에 의학회를 위
하여 일하시는 분들께도 미리 치하의 말씀드리며 앞으로의 50년이 더 보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의학회를 움직이는 힘은 예산도 아니고 권한도 아니고 오로지 의학회를 위하여, 나아가
의학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분들의 의지와 자세라고 믿고 있다.
의학회에 계속 봉사하시는 분들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의학회 정신을 잊지 않는 한 우리
나라의 의학은 의학회와 함께 나날이 발전할 것이며 이제 곧 세계의 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위치를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면서 졸필을 거둘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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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 역할을 기대하며
대한의학회 제20대 회장 김 성 덕

대한의학회 20대 회장 임기를 마친지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흘러 대한의학회가 올해로
창립 50년을 맞이하였다. 1994년에 대한의학회 고시위원을 시작으로 대한의학회와 인연을
맺어 벌써 2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흔히 학회를 학술적인 분야에만 관심이 있어 교육수련, 학술대회, 용어, 저널 발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또한, 학회를 특별한 단체로 보고 대학교
수만 참여할 수 있는 단체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실제로 학회는 의료정책 수
립에 있어서도 역할을 많이 하며, 모든 의료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단체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가령 의료 인력의 수급이나 양산에 대하여 전문과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과의 침체 현상은 이제 낯설지가 않으며,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단체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은 개원
가의 활성화와 연결하여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학회는 의료 유관단체에 유익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학회가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한의학회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각과개원의협의회와 학회가 혹시라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의학회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가 회장 재임 시 중점을
둔 것이 개원가와의 소통 노력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개원가에서 활동하는 분을 홍보이사로
임명하였다. 또한 회원학회의 운영상의 발전을 위하여 세무 추징을 겪지 않도록 회원학회를
위한 세무가이드라인을 소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원학회의 큰 호응을
얻은 것이 새삼 기억에 남는다.
한가지 더 대한의학회에 바라는 바는 정책개발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비활성화된
전문과목학회의 활성화를 위해 방법을 가르쳐주고 독려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특정과의 영역을 빼앗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래에 대한의학회는 전체 의료계가 발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현재
의료계 내외에서 가장 믿음을 보이는 단체가 대한의학회이며, 이를 토대로 대정부 역할과
의료계 내의 갈등 중재 역할을 함께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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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온 50년의 세월보다 앞으로의 50년이 기대되는 대한의학회를 생각해 본다. 과거부터
이어져 이제는 전통이 되어버린 희생정신을 기반으로 대한의학회를 위해 힘쓰는 모든 분
들의 노력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의학이 세계를 선도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핵심
존재로서 대한의학회가 자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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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회장 재임 시절을 회상하며
대한의학회 제21대 회장 김 동 익

어느덧 3년이란 임기를 마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온 지 1년하고도 반년이 흘러갔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의학회장이라는 임무는 제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엄중한
자리였습니다. 그 동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일깨워 주고, 동고동락해 오신 대한의학회
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현재는 미래의 좌표를 결정하는 등대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의학회장으로 취임하고, 21대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함께 나아갈 방향을
고심하였습니다. 우리의 임기 동안 커다란 추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임기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실현 가능한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분절된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다른 대부분의 학회와 같이 소수의 사무국 직원이 상근하면서, 임원의 활
동을 지원해 주는 조직으로, 매월 한차례 정해진 시간에 이사회를 통해서 회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화된 역량의 축적이나 적시의 회무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
니다. 회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은 업무의 효율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융거래업무의 일원화 관리를 위해서 우리은행의 맞춤형 통합자금
관리서비스를 구축하였고, 임원들의 신속한 결정을 돕기 위하여 전자 결제시스템을 도입
하였습니다.
대한의학회의 정체성에 근거한 역할을 재정립하고 나아갈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직
진단 및 전략수립’과 ‘CI (corporate identity, 기관이미지) 개선’ 컨설팅을 하였으며, 지속 가
능한 운영을 위하여 인사와 급여체계의 개선을 외부 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자문 보고에
근거하여 의학회의 역할과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하 협의회로 기초의학협의회와 대한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를 명문화하도록 정관에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국을 학술진흥부,
수련·평가센터 및 연구센터로 전문화하여 회원학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회계를
고유사업, 공익사업, 연구사업과 전문의자격시험 부문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의 운영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성과에 근거한 연봉제
급여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3년 4월 의학회의 관련 임원들과 소수의 연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대한의학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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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MOU를 맺고 5년
단위의 장기적인 연구비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회원학회들이 보건의료 정보
화 사업, 임상진료지침의 제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센터에
서는 자체 연구 인력을 채용하여 회원학회의 인력 양성교육과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완성된 의료정보와 진료지침의 평가 및 인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자격시험 업무 이관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4년 초부터 대한의학회 수련·평가센터
설립을 준비하였습니다. 수련·평가센터는 의학회의 졸업 후 수련교육, 고시 관련 임원과
5명의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회원학회와 긴밀한 소통과 공유를 위하여 매년 11월 말에 개최되는 학회 임원 아카데미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의 리더십 과정에 더하여 학회의 회무분야별 업무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수련교육, 간행, 학술연구, 임상진료지침 등 별도의 세션을 개설하여, 학회 임원
아카데미가 300명에 가까운 회원학회 임원들이 참여하는 만남의 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어려운 변화를 이끌고 동참하여 주신 임원들과 사무국 직원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의료계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외적 환경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으며, 의료계 내적
으로는 직역과 세대 간 갈등의 양상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때론 이러한 사안들이
실타래 같이 엉켜 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안개 속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원칙에 근거하여 긴 호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의학회는 회원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치유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
하는 데 선한 역할을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의학의 학문적 전문성과 공익
성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의학이 사회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구현하는 데 의학회와 회원학회들이 주축이 되고 다 같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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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간암학회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The Korean Liver Cancer Association

창

립

일 | 1980년 1월 25일

창

립

일 | 1999년 6월 26일

회

원

수 | 9,074명

회

원

수 | 588명

대표자(직위) | 양 윤 준 (이사장)

대표자(직위) | 엄 순 호 (회장)

대한가정의학회는 가정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
상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과거 100여 년 동안 현대의학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였다. 여러 질병의 원인과 기전을 밝혀내었고 치료
방법을 발전시켰고 장기이식과 암정복 등 과거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분야에까지 놀라운 성과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주로 전문화와 세분화로 인한 생의학
의 발전 덕분이었다. 그러나 수명이 연장되면서 각종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각
질병마다 진료과별로 나누어 치료하는 데에 따른 분
절화의 단점이 부각되었다. 인간은 질병의 대상물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유소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이고 통합적으로 건강을 관리하
고 치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가정의학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도입된 전문
분야로 질병의 종류,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초
접촉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고 의료서비스의 통합과 조정을 목표로 하는 전문
과목이다. 가정의학 전문의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일차의료 전문의라
고 할 수 있다.

대한간암학회는 1999년 대한간암연구회로 발족한
다학제 학술 단체로, 간암 연구를 선도하고, 회원들
에게 지식과 정보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며, 간암 정
복을 위한 근거와 지침을 제시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자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창의적인 연구 활동으로 기초 및 중개 연구 발굴
및 지원, 2) 학술 교류를 통한 간암 분야 글로벌 리더
양성, 3) 회원 및 국민에게 근거 중심의 올바른 정보
를 제공, 4) 간암의 진단과 치료의 표준화된 진료 지
침 제시를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방사선 종양학과 등 다학
제 구성의 장점을 살려 여러 유관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하여 간질환 치료
및 연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대한가정의학회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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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대한감염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창

립

일 | 1995년 6월 23일

창

립

일 | 1961년 11월 1일

회

원

수 | 1,700명

회

원

수 | 정회원 1,467명, 일반회원 884명

대표자(직위) | 변 관 수 (이사장)

대표자(직위) | 김 민 자 (이사장)

1995년 설립된 대한간학회는 간질환의 기초 및 임
상연구 결과를 학술대회와 심포지엄을 통하여 교환
하고,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 발전과 국제학술단체
와의 교류 증진, 회원 간의 친목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춘계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하고 있고, 2012년 대한간학회지의 명칭을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로 변경하고
영문화하여 학회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부터 The Liver Week라는 명칭으로 다학
제가 통합된 형태의 세계적 규모의 간질환 연관 국
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10월 20일을 ‘간
의 날’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간질환 공개강
좌 개최 등 대국민 홍보사업 및 국민 보건 향상에 앞
장서고 있다.

대한감염학회는 감염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학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학술대회 및 집
담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회 목
적에 합당한 도서의 발간, 3) 학술 및 보건에 관한 연
구, 4) 연수 교육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 회의 설립
목적에 합당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감염학
회는 수준 높은 학술연구와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류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
도록 감염병 예방과 관리 등 건강증진 활동에 힘쓰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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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갑상선학회

대한견 · 주관절학회

Korean Thyroid Association

Korean Shoulder & Elbow Society

창

립

일 | 2008년 2월 16일

창

립

원

수 | 2,238명

일 | 1993년 6월 17일

회

회

원

수 | 1,041명/4개 지회 및 8개 위원회

대표자(직위) | 김 원 배 (이사장)

대표자(직위) | 변 기 용 (회장)

대한갑상선학회는 갑상선학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
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학술적 교류를 도모하며, 대외적으로 갑상선 관련
회의에서 국가를 대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학술대회, 연수강좌 및 집담
회 개최, 2)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3)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발간 4) 회원의 학술적 발전
을 위한 사업 5) 기타 학술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업
시행을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갑상선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공익
성을 한층 강화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대한견·주관절학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를 모학
회로 하여 어깨 및 팔꿈치의 질환 및 외상과 관련된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의 친목을 목적
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학술 대회 및 기타 학
술 집담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
지 등의 도서 발간 3) 학술 및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4) 국제적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사업
을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견·주관절학회는 앞으로도 어깨 및 팔꿈치 관
절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 국민의 바르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
고, 어깨 및 팔꿈치 관련 질환들을 예방하고 정확히
진단하며 적절히 치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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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고관절학회

The Korean Academy of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The Korean Hip Society
창

립

립

일 | 1953년 11월 6일

일 | 1981년 12월 19일

창

회

원

회

원

수 | 1,430명

수 | 500여 명

대표자(직위) | 이 상 홍 (회장)

대표자(직위) 신 동 호 (이사장)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회원 간 학문적인 교류
및 화합을 중시하는 오랜 정서는 긴 세월동안 버팀
목이 되고 나날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명
실상부 본 학회가 이 분야의 독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본 학회는 1) 산
하 7개 지회와 12개 연구회 활동 2) 학술대회 개최
3) 학술지 발간 4) 결핵과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5)
연구용역사업 수행 6) 대국민 홍보 사업 7) 국제학
술교류 및 국제학술대회 참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본 학회는 대국민 활동과 국가결핵관리사업
을 통한 결핵 퇴치에 앞장설 것이며, 최근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 발생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건강향상 및 호흡기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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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고관절학회는 고관절에 관한 연구 발전과 학문
을 통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학술 대회 개
최, 학술지 발간, 연구활동 기반 조성 및 국제 교류,
2) 골다공증, 진료지침, 골절 심포지엄 등을 통한 학
문 발달에 기여, 3) 보험과 보건정책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견 개발, 4) 건전한 건강 정보 제공을 통한 사
회적 기여, 5) 전문의 취득 이후의 평생 생애 교육 기
회 제공을 통한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중점
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고관절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공익
성을 강화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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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고혈압학회

대한 골관절 종양학회

The Korean Society of Hypertension

The Korean Bone And Joint Tumor Society

창

립

일 | 1994년 3월 17일

창

립

일 | 1990년 8월 24일

회

원

수 3,175명

회

원

수 | 220명

|

(정회원 1,441명, 준회원 1,734명)
대표자(직위) | 이 명 묵 (회장), 김 철 호 (이사장)
대한고혈압학회는 고혈압학의 발전과 회원 간의 친
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 학술대회, 연
수강좌, 집담회 및 강연회 개최 및 후원, 2) 고혈압학
에 관한 연구조성사업, 3) 학회지 및 기타 관련 도서
의 발간,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5)
고혈압의 예방,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관련 사업, 7) 기타 본회 목적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고혈압관리협회와 공조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을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해왔다.
세계고혈압학술대회(International Society of
Hypertension, ISH)를 유치하여, 조직위원회와 함
께 Hypertension Seoul 2016을 9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학회의 국내외적 위상을 높일 것이다.

대표자(직위) | 정 성 택 (회장)

대한골관절종양학회는 1990년 8월 24일 창립하였
으며, 학술 활동으로는 창립총회 후 매년 2회씩의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 2-3회의 증례 토론
회 및 1996년 11월 분과학회로는 처음으로 전공의
를 위한 연수강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적
으로 미국 골관절종양학회(MSTS), 국제사지보존
학회(ISOLS),아시아태평양 근골격계종양학회
(APMSTS)의 일원으로 학술 교류를 활발히 하였으
며, 1998년 APMSTS, 2005년 ISOLS가 서울에서 성
공적으로 개최되었다. 1996년 8월에는 ‘골관절종양
학’ 교과서가 발간되었으며 현재 새로운 교과서가
집필 중이다. 근골격계 암 등록사업을 통한 치료의
표준화, 증례 토론회, 차세대 종양회원을 위한 한중
일 Travelling Fellowship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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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절학회

Kore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

The Korean Fracture Society

창

립

일 | 1989년 6월 28일

창

립

일 | 1985년 6월 24일

회

원

수 | 1,605명

회

원

수 | 1,440명

대표자(직위) | 양 규 현 (회장)

대표자(직위) | 송 석 환 (회장)

대한골대사학회는 국내의 골다공증을 포함한 골대
사 연구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며, 내분비내과, 정
형외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등 골대사 유관단체
의 전문가 및 기초연구자들이 종합적으로 참여하는
대한의학회 산하의 유일한 골 관련 전문연구 학회
로 국내의 골대사 및 골다공증 분야를 대표하는 학
회라 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 골대사와 관련된 모든 질환 연구의 필요성
이 특히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 연구와 지식의 향상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의 설립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연구, 교육,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발간
등의 사업, 국제 학회와의 상호 교류, 내외 학술문헌
교환 등의 국제 교류, 대국민 홍보 등의 활동을 중점
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한골절학회는 근골격계 외상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임상 및 기초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정형외과 외상학의 전문성 강
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 지원을 통해 의학 발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연구활동 기반 조성
및 국제교류, 2) 전문의 및 전공의 교육, 3) 보건 의료
정책 자문 및 지원 4) 건강정보의 평가 및 제공을 중
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골절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공익성
을 한층 강화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
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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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대한기관식도과학회

Korean Association of
Electrodiagnostic Medicine

The Korean Bronchoesophagological Society
창

립

일 | 1966년 5월 15일

원

수 | 약 215명

창

립

일 1996년 12월 7일

회

회

원

수 | 896명

대표자(직위) | 김 호 중 (회장)

|

대표자(직위) | 박 기 덕 (회장)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는 국내 유일의 근전
도 및 전기진단의학 학술 단체로 전기진단의학을
연구 발전시킴으로써 중추 및 말초 신경계, 근골격
계 질환 환자 진료의 질적인 향상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6년 12월 7일 창
립하였다. 학회 창립 후 매년 학술 대회, 워크숍, 연
수강좌를 통해 국내외 석학을 초청하여 최신지견을
듣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1999년부터 학회지를
출간하여 전기진단의학에 대한 정보 교류 및 학문
발전에 힘쓰고 있다. 2002년에는 대한의학회에 정
회원학회로 가입되어 학술활동 및 정보 교류가 보
다 원활하게 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근전도, 전기
진단검사의 표준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Quality certification을 시행
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근전도학 및 전기진
단의학의 발전 및 올바른 임상적용을 이끌어 갈 것
이다.

대한기관식도과학회는 1966년에 창립하여 올해
2016년 창립 50주년이 되는 역사를 가진 학회로서
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소아외과, 방사
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등 다양한 분야에
서 기관식도과학에 관심을 가진 전문의료인들의 학
술모임으로 각종 학술대회 및 연구 활동을 통해 기
관식도과학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본 학회
에서는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기관 및 식도 질환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보제공 및 교류
의 장이 되고, 아울러 환자 치료 및 학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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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대한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arasitology
and Tropical Medicine

Korea Leprosy Bulletin
창

립

일 | 1958년 8월 1일

원

수 | 356명

창

립

일 1959년 1월 15일

회

회

원

수 | 440명

대표자(직위) | 박 석 돈 (회장)

|

대표자(직위) | 이 영 하 (회장)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는 기생충 및 기생충병에
관한 연구와 지식의 향상, 해외학계와의 지식교류,
일반사회에 대한 계몽,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
으로 창립되었으며, 2012년 “대한기생충학·열대
의학회”로 개명 후 새로운 위상정립에 힘쓰고 있다.
학회창립 이후 역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고
와 회원들의 참여로 우리나라 기생충 질환의 퇴치
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는 1963년 창간
된 이후 1990년 Index Medicus에 등재됐고, 2008년
부터 SCIE에 등재되어 저명한 국제전문 학술지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학회는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
하고, 인류 공영 및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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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나학회는 한센병 학술적 연구 및 의료활동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 간
의 지식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1958년 8월에
창립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1) 한센병에
관한 연구, 조사 및 의료활동, 2)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3) 학술지 발간, 4) 학술상 및 봉사상을 제정,
우수 논문 및 한센사업에 공헌한 자를 선정하여 수
여하는 등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
행하고 있다.
대한나학회는 앞으로도 한센병의 학술적 연구와 의
료활동에 매진하여 의료 발전과 한센병 조기 퇴치
로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회원학회 · 협의회 소개

대한남성과학회

대한내과학회

Korean Society for Sexual Medicine
and Androlog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l Medicine
창

립

일 | 1945년 12월 15일

원

수 | 19,100명

창

립

일 | 1982년 1월 7일

회

회

원

수 | 1,600여 명

대표자(직위) | 이 수 곤 (이사장)

대표자(직위) 양 대 열 (회장)
|

대한남성과학회는 남성과학 연구와 지식의 향상을
통한 최선의 진료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
로 1982년 1월 창설된 이래 1984년에 대한의사협회
분과학회로 등록되었고, 1985년 국제남성과학회 회
원으로 가입했다. 기초 및 임상의학 모두 국제적 선
도 역할을 하여 1989년 제2차 및 2007년 10월 제11
차 아시아태평양성의학회를 주최하였고, 2010년 국
제성의학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2003년 이후
남성과학 교과서를, 2008년 이후 남성과학 10대 질
환의 최신 길라잡이를 편찬 및 개정발간하고 있다.
대한남성과학회는 2016년 현재 약 1,600여 명의 정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2016년 4월 한림의대 양대
열 교수가 회장으로 취임하여 여러 학술활동으로
회원들의 지식함양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내과학회는 1945년 12월 광복의 환희와 함께
조선내과학회로 탄생하여,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
립과 더불어 대한내과학회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2015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였다. 창립 당시 50명
의 회원에서 2016년 현재 19,100명의 회원으로 성장
하였으며 내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47년 제1회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춘,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49년 대한
내과학회지를 창간하였고 1986년 영문학회지 창간
후 2014년부터 SCIE에 등재되었다. 1992년 분과전
문의제도 신설 및 한국내과학연구지원재단 설립을
하였고, 2014년에는 5천여 명의 내과의사들이 참석
하는 세계내과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의학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내과학 발전을 위한 다
양한 사업과 연구를 위해 정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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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외과학회

대한내분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Thyroid
and Endocrine Surgeons

Korean Endocrine Society
창

립

일 | 1982년 7월 9일

원

수 | 1,400여 명

창

립

일 1996년 5월 31일

회

회

원

수 | 1,306명

대표자(직위) | 송 영 기 (이사장)

|

대표자(직위) | 윤 정 한 (회장)

대한내분비외과학회(KATES)는 1996년에 창립된
“대한내분비외과연구회”를 모태로 2000년 3월 1일
창립되었다. 창립 이래 20년간 갑상선학 및 내분비
외과학의 연구, 지식 교류, 국내 및 해외 유관학회와
의 교류를 통해 갑상선내분비외과학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이를 위해 1)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2) 학술지 발간, 3) 전공의 수련 및 전문의 교육, 4)
단기 및 중장기 연구과제의 추진 및 지원, 5) 국내
및 해외 유관학회와의 연구지원 및 교류 등의 중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회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여 갑상선내분비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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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는 내분비학 및 이와 관련된 자연과
학 분야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학발전
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학술적 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 학술대회,
강연회 및 집담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
의 발간,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4)
회원의 학술적 발전을 위한 사업, 5) 개원의 및 전공
의 연수교육 등을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
한내분비 학회는 2013년 1회 Seoul 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을 시작
으로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학술지 Endocrinology and
Metabolism을 전격 영문화하여 발간하여 학회의
국제화에 앞장서고 있다.

회원학회 · 협의회 소개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대한노인병학회

The Korean Society of Endoscopic
& Laparoscopic Surgeons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창

립

일 | 1968년 10월 3일

원

수 | 11,756명

창

립

일 1996년 4월 20일

회

회

원

수 | 1,400여 명

대표자(직위) | 장 학 철 (이사장)

|

대표자(직위) | 김 홍 진 (회장) / 김 선 한 (이사장)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는 내시경과 복강경을
사용하여 수술하는 외과 분야의 연구발표 및 지식
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회원 상호 간의 친목
과 국내외 유관학회와의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연구활동 기반 조성 및 해외학회 참가지원, 해
외 학술단체의 연례학술대회에서 Joint symposium
개최 등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는 통증, 흉터 없는 수술
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높여 사회에 공
헌하며 내시경과 복강경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 기
법의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하여 글로벌 리더로 도약
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한노인병학회는 노인의 질병 예방 및 치료,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학술단체
이다. 대한노인병학회의 활동목표는 1) 노화현상과
노인병학에 관한 연구사업, 2) 노인의 질병과 건강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및 계몽사업, 3) 유관 기관 및
단체에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 건의, 4) 양
질의 효율적 노인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협동체계
구축사업, 5) 노인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의사 및
국민 대상의 교육과 연수, 6) 회원 간의 친목에 관한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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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뇌전증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Korean Epilepsy Society

창

립

일 | 1994년 4월 8일

창

립

일 | 1996년 6월 29일

회

원

수 718명

회

원

수 | 1,385명

|

대표자(직위) | 김 도 관 (이사장)

대표자(직위) | 홍 승 봉 (회장)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치매를 포함한 노인정신의
학의 발전,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 및 회원 상호 간의
학술교류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노인정신의학과 관련
된 연구, 2) 학술행사의 개최, 3) 학술지 및 도서의 발
간, 4) 회원 상호 간의 학술교류, 5) 학문의 국제적 교
류, 6)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
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좀더
나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제공함으로써 행복을 가져
다 주며,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노년기에 맞이하는
새로운 과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노화와 더불
어 찾아오는 변화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대한뇌전증학회의 목적은 뇌전증(epilepsy)의 치료,
연구 및 교육에 관여하는 회원들 상호 간의 학술교
류 및 친목을 도모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촉
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학술대회 개최, 보수교육 실시, 학술지 발간, 연구활
동 기반 조성 및 국제교류, 2) 보건의료정책 연구 및
개발, 3) 사회적 계몽을 통한 뇌전증 환자의 권익 향
상, 4) 회원 및 의학 연구자의 교육, 지원 및 교류 등
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뇌전증협회와
공동으로 뇌전증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대한뇌전증학회는 뇌전증 환자에 대한 의학적인 치
료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없애고 환자
들에 대한 편견 및 불이익 등의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뇌전증의 날, 국회 공청회 등 공개
행사도 개최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인 한국뇌전증협
회와 상호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전국적인 뇌전
증 퇴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활발한 국제활
동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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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대한뇌종양학회

Korean Stroke Society

The Korean Brain Tumor Society

창

립

일 | 1998년 12월 1일

창

립

일 | 1991년 5월 17일

회

원

수 2,539명

회

원

수 | 473명

|

대표자(직위) | 허 지 회 (이사장)

대표자(직위) | 이 창 훈 (회장)

대한뇌졸중학회는 뇌졸중과 관련된 영역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를 도모하며 뇌
졸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함으로써 뇌졸중
예방과 치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1) 정기학술대회 및 여타 뇌졸중 관련
학술활동 개최, 2) 뇌졸중 진료지침 개발, 개정 및 보
급 활동 수행, 3) 뇌졸중 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 육성, 연구기금 조성 및 효율적 지원책 마련,
4) 일반인 대상 뇌졸중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수행,
5) 뇌졸중 관련 공공 의료보건 정책개발에 적극 참
여, 6) 활발한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세계화 도모 등
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앞으로도 학
문적인 발전과 교류에 힘쓰고 뇌졸중 예방 및 치료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대한뇌종양학회는 신경계종양질환의 임상 및 기초
연구를 통한 학문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
의 개최 및 주관, 2) 학술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
업추진, 3) 대한뇌종양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저술
및 발간, 4) 회원의 연수교육 실시, 5) 회원 상호 간의
능동적인 유대관계를 도모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중점 사업
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뇌종양학회는 앞으로도 신경계종양의 전문성
과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지향하여 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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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당뇨병학회

Korean Society of Cerebrovascular Surgeons

Korean Diabetes Association

창

립

일 | 1986년 8월 23일

창

립

일 | 1968년 10월 4일

회

원

수 979명

회

원

수 | 3,000명

|

대표자(직위) | 박 현 선 (회장)

대표자(직위) | 이 문 규 (이사장)

대한뇌혈관외과학회(Korean Society of Cerebrovascular Surgeons, 약칭 KSCVS)는 1986년에 창설
된 대한신경외과학회의 한국뇌혈관질환 연구회를
모체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뇌 및 척수 혈관질환의
임상 및 기초연구에 대한 학문발전과 학술교류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학술대회, 연수
교육 및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술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촉진 1. 한국인 뇌 및 척수혈관질환에
대한 전국 통계조사, 2. 뇌 및 척수혈관질환의 임상
및 기초 협동 연구, 3) 뇌 및 척수혈관질환 외과분야
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4)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다. 대한
뇌혈관외과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공익
성을 한층 강화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968년 한국의 당뇨병 연구 관리
및 계몽을 추진하고, 국제학회와의 유대를 긴밀히
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필요성을 인식한 당뇨병 분
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발족하였다. 현재 3,000여 명
의 당뇨병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나라 대표 당뇨병
연구 단체로 끊임 없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한일
당뇨병 심포지엄, 국제당뇨병연맹 회원가입을 통해
국제적인 위상 정립에도 힘쓰고 있다. 매년 정기 학
술대회와 연수강좌, 워크숍 등을 통해 당뇨병 최신
지식을 교류하고, 당뇨병 교육자를 양성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며, 정기 간행물과 각종 당뇨 전문 서
적을 편찬하고, 대국민 홍보 사업 및 세계당뇨병연
맹과의 교류 사업, 환자 교육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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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Korean Cleft Palate-Craniofacial Association

창

립

일 | 1968년 4월 20일

창

립

일 | 1993년 6월 19일

회

원

수 1,947명

회

원

수 | 정회원 632명, 준회원 357명

|

대표자(직위) | 이 두 한 (회장)

대표자(직위) | 이 병 일 (이사장) / 이 영 만 (회장)

대한대장항문학회는 대장항문학 전반에 걸친 연구
와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건강의 향
상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학술
대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 및 학술도서 간행 3)
대장항문학의 발전과 관련되는 의료제도의 자료수
집, 연구 및 조사 4) 대장항문질환의 학술연구 및 최
신치료법의 체계화를 통한 수술요법의 보편화 및
기술적 지도 5) 외국의 대장항문병 학자들과의 제휴
6) 대국민 계몽 등과 관련된 운영을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앞으로도 학회
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두개악안면의 선천기형 재건부터 외상, 종양, 그리
고 미용 관련 수술적 치료 등 관련 학술분야의 발전
을 목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학회로
서, 대한성형외과학회 및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를
비롯한 관련학회들과의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회원
들의 학술적 권리가 보장되고 지식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문학회이다. 이를 위해 연 2회의 학술대
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 두개안면학회를
비롯한 여러 외국학회들과 정기적인 학술교류와 네
트워크로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연 2회의 실
기 워크숍과 3회 이상의 집담회 등을 통해 학회가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있으며, 학술지(Archives of Craniofacial Surgery)를 연 4회 발간하여
학회의 학술전문성 강화에 꾸준히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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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Korean Society of Head and Neck Surgery

The Korean Society for Head & Neck Oncology

창

립

일 | 1990년 6월 1일

창

립

일 | 1984년 11월 3일

회

원

수 279명 (대학병원 180명 / 수련병원 24명

회

원

수 | 484명

|

/ 개원의 74명 / 기타 1명)
대표자(직위) | 이 강 대 (회장)
대한두경부외과학회는 갑상선두경부외과학의 향
상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을 한다. 1) 학술대회, 증례토론회, 강연회, 워크숍
등의 개최, 2) 외국학회와의 교류, 3)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4) 갑상선두경부외과학에 관한 전공의 교
육과 지도, 5) 국내 두경부암 환자의 등록 프로그램
통일,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대한
두경부외과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공익
성을 한층 강화하여 내부적으로는 회원 간의 단합,
외부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더 큰 도약을 하여 궁극
적으로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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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직위) | 안 희 창 (회장)

대한두경부종양학회는 이비인후과, 외과, 성형외
과, 방사선종양학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두경부암의 치료에 관련되는 다학제 학과가 모
여 있는 학회로 5월과 11월에 각각 춘계 및 추계학
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두경부종양학회지와
Essenstials of head and neck oncology 2가지의 잡
지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두경부암 바
로알기 캠페인을 시작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두경
부암의 원인, 치료 및 예방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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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두통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The Korean Headache Society

Korean College of Rheumatology

창

립

일 | 1998년 11월 13일

창

립

일 | 1981년 1월 30일(창립총회 개최일)

회

원

수 1,578명

회

원

수 | 789명

|

대표자(직위) | 김 병 건 (회장)

대표자(직위) | 고 은 미 (이사장)

대한두통학회는 두통, 동통,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질
환에 관한 연구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학술
단체로서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와 연구 결과를 진
료에 활용하고, 최신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환자와 일반인들에게 바른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
하고자 노력한다. 주요한 학회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두통, 동통 그리고 이와 연관된 질환의 학술적 토
론을 위한 모임이나 활동무대를 제공한다. 2) 회원
상호 간의 학술, 정보 교환을 위한 학술지를 발행
한다. 3) 이 분야의 의학교육을 주관한다. 4)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학술단체나 기관과 협력한다. 5)
이 분야의 연구과제를 기획, 지원한다. 6) 환자들의
모임이나 대중홍보, 교육에 참여 및 지원한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류마티스질환에 대한 학술 교
류와 계몽,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
체이다. 본 학회는 1979년 10월 25일 국립의료원 내
에서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 의사들이 함께 모여 창
립을 위한 모임을 가졌으며 1981년 1월 30일 정식으
로 발족하였다. 1981년 창립 이후 매년 춘계와 추계
학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국제심포지엄
을 개최해 오고 있다. 1994년 1월 1일 학술잡지로 대
한류마티스학회지 창간호가 발간되었고 2012년부
터 연 6회(2, 4, 6, 8, 10, 12월)로 증편하여 발간하고
있다. 학회는 류마티스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임
상연구, 의료정책, 보험관련 등 14개 분야로 산하기
구를 두어 국민 건강 및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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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약리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Anesthetic Pharmacology

The 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창

립

일 | 1996년 5월 17일

창

립

일 | 1956년 11월 10일

회

원

수 991명

회

원

수 | 4,824명

|

대표자(직위) | 정 성 욱 (회장)

대표자(직위) | 이 국 현 (이사장)

대한마취약리학회는 마취약리학 분야에 대한 연구
와 교류, 학문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한 교
육프로그램 및 전문가 양성을 통해 마취약리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
행하기 위해 1) 마취약리학, 의학물리, 약리학적 방
법론에 대한 수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2) 세미
나 및 학술회의 개최, 학회지 및 학술도서를 발간하
며, 3) 마취약리학, 의학물리 및 수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며, 4) 의용공학 관련 단체와의 상
호 교류를 통해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하고 연구
자 간 소통을 강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마취약리학회는 향후 안전한 마취 관리를 위해
맞춤약물요법 및 의료기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
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 전쟁 이후 수술환자들의 마취 필요성에 대한
의료인들의 고양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1956년 대한
마취과학회는 마취과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수술환자의
마취뿐 아니라 통증과 중환자 관리가 본 학회의 중
심 분야로 설정됨에 따라, 2002년 마취과학에서 마
취통증의학으로 진료과목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후
2012년에는 학회 명칭도 기존의 대한마취과학회에
서 대한마취통증의학회로 변경되었다. 본 학회는
학술 집회 개최, 학회지 및 학술도서 발간, 회원의 수
련 및 교육, 세부전문분야의 육성 발전,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 회원 간의 정보교환, 마취통증
의학의 홍보 및 연구 증진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들은 환자안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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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면역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Immunologists

Korean Society of Maternal Fetal Medicine

창

립

일 | 1974년 7월 20일

창

립

일 | 1995년 5월 12일

회

원

수 978명

회

원

수 | 600명

|

대표자(직위) | 박 영 민 (회장)

대표자(직위) | 이 필 량 (회장)

대한면역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
여 기초 및 임상 면역학 분야의 학술발전에 기여함
으로써 과학기술의 진흥과 인류 건강 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학술대회, 심포지엄 및 학술집담회의 개최, 2) 학
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3) 교육프로그램
의 개발 및 보급, 4) 학술의 국제교류를 중점 사업으
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면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감에 따라 현재 978명의 등록 회원을 갖는 학회로
발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한면역학회는
앞으로 젊은 과학도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한 교
육프로그램 개설, 임상의학자를 위한 학술강좌를
개발하여 저변확대 및 의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
력해 나갈 것이다.

1995년 창립된 대한 모체-태아 의학회는 태아와 임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교육하며 연구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학회로, 국내 모체태아
의학의 연구,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
며, 유관 국제학회와의 교류 및 유대 증진을 목적으
로 한다. 현재 매년 학술대회 및 전공의와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와 산과 전임의 교육 강좌를 매년 개
최하고 있다. 중점사업으로는 1) 연구발표회 및 학
술강연회의 개최 2) 학술지 및 도서 등의 발행 3) 내외
학술문헌의 교환 4) 국내외 태아의학관련학회와의
교류 5) 국내외 모체태아의학 연구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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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생물학회

대한미세수술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Microbiology

The Korean Society for Microsurgery

창

립

일 | 1946년 5월 1일

창

립

일 | 1980년 10월 29일

회

원

수 500여 명

회

원

수 | 806명

|

대표자(직위) | 정 상 인 (회장)

대표자(직위) | 최 수 중 (회장)

우리학회는 병원성 미생물 및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과 산업을 지키고, 국내 주요 병원성 세균의 유
전체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다가오는 생물산
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회원 상호 간에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최신 정보들
의 교류가 이뤄지도록 연 3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
하고 있으며,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학술교류를 위
해 하계 네트워킹 세미나를 2004년부터 매년 개최
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는 일본세균학회와 공동
으로 한일국제미생물학 심포지엄을 2년마다 개최
하고 있다.
학회지는 1957년 6월 대한미생물학회지로 창간되
어 발행을 하였고, 2001년부터는 Journal of Bacteriology and Virology (JBV)를 대한바이러스학회
(The Korean Society of Virology)와 공동으로 연 4
회 발행하고 있다.

대한미세수술학회는 미세수술외과학의 연구와 발
전을 도모하며, 학문을 통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상기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1) 학술대회, 강연회 및 연수교
육 등의 개최, 2) 미세수술학의 교육, 홍보를 위한 학
회지, 도서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학술 교류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관한 계획과 연구, 4) 국제 학술교
류의 주관 및 지원, 5)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위한
제반 행사,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을 중점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미세수술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공
익성을 한층 강화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
록 노력할 예정이다.

146

회원학회 · 협의회 소개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Aesthetic Plastic Surgery

The Korean Society of Virology

창

립

일 | 1985년 5월 2일

창

립

일 | 1971년 3월 1일

회

원

수 2,215명

회

원

수 | 300여 명

|

대표자(직위) | 한 승 규 (이사장)

대표자(직위) | 황 응 수 (회장)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는 성형외과학 중 미용성형
분야의 연구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1) 학술대회 개최
및 기타학술활동의 후원, 2)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학술 및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
구, 4) 미용성형외과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학문의
연구 및 지원, 5)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교류 및 친목,
6)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경조 등의 사업을 한다.
Aesthetic Plastic Surgery 국제학술대회 개최, 미용
성형외과학 교과서 출판, 영문학회지 Archives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발간, 북미 · 유럽 · 아시아
미용성형외과학회와의 MOU 체결을 통해 국제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대한바이러스학회는 바이러스의 학술적 연구와 국
내 및 국제적인 지식교류를 도모할 목적으로 1971
년에 이호왕 초대회장님을 중심으로 설립된 우리나
라 바이러스학자들의 학술단체이다.
학회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고 회원 상호 간의 교류
협력을 더욱 진작시키고자 봄 가을로 관련 학회와
연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여름에는 독자적으
로 대규모 연구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학술지는 대한미생물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Journal of Bacteriology and Virology (JBV)’가 있
으며, 현재 한국연구재단과 SCOPUS에 등재 관리
되고 있다. 우리 학회는 학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
집하여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고 학회가 마땅히 감
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 노력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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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Radiation Oncology (KOSRO)

Korean Continence Society
창

립

일 | 1991년 11월 23일

원

수 | 1,052명

창

립

일 1982년 10월 8일

회

회

원

수 | 492명

대표자(직위) | 오 승 준 (회장)

|

대표자(직위) | 최 두 호 (회장)

대한방사선종양학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
하며 방사선 종양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관련
도서의 발간 3) 회원의 학문 향상을 위한 사업 4)
방사선종양학의 국제교류 및 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방사선종양학회는 앞으로도 방사선치료
품질 관리의 지속적인 향상과 연구와 국제적인 교류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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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는 신경인성방광, 전립선
비대증, 만성전립선염, 여성요실금으로 인한 배뇨
장애 질환의 진단,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학문적 발전
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전문적인 학
회 활동을 통하여 배뇨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을 일
반인과 일선 의료진에게 정보를 주고 교육을 하며
정부의 보건정책수립에 자문을 할 수 있는 학회로
의 활동이 목표이다. 본 학회는 비뇨기과뿐만 아니
라 재활의학과, 신경과, 산부인과 의사들은 물론 이
분야와 유관한 간호사, 재활치료사 등에게도 개방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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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의학회

대한병리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Medicine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창

립

일 | 1976년 11월 27일

창

립

일 | 1946년 10월 1일

회

원

수 135명

회

원

수 | 1,132명

|

대표자(직위) | 최 영 식 (회장)

대표자(직위) | 유 은 실 (이사장)

대한법의학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지식 교환
을 도모하며 법의학 연구와 보급을 촉진시키며 이
분야를 전공하는 이들의 학문적 또는 사회적 품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정기 학술대회, 연수강좌, 학술지 및 도서의 발간,
국제교류, 학문 및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
구, 법의학 관련 수련 계획 및 자격 인정 관련제도의
수립 및 시행, 검시제도 발전을 위한 계획 및 연구
등을 사업으로 추진한다. 대한법의학회 회원들은
각종 사건들에 관련된 변사자들에 대하여 부검 및
검안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대량재해에서의 개인
식별, 법의혈청학, 법치의학, 법의곤충학, 법의영상
학 등의 세부 전문분야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룩
하였다.

본 학회는 의학 발전을 위하여 병리학과 이와 관련
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함으로
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봄, 가
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상을 통해 젊은 병리
의사들에게 학술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 병
리학회와 학술교류를 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아
시아 태평양 병리학회(APIAP)를 개최하였다. 저개
발 국가의 병리학 보급을 위하여 몽고 및 마다카스
카르 병리의사를 대상으로 병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병리전문의 양성을 위하여 수련교과과정을
제정하고, 졸업 후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리검
사 정도관리 및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암등록사업
을 통하여 조기 암검진사업과 기타 국가에서 요청
하는 용역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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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비과학회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The Korean Rhinologic Society

창

립

일 | 1984년 11월 30일

창

립

일 | 1990년 9월 22일

회

원

수 602명

회

원

수 | 1,010명

|

대표자(직위) | 배 덕 수 (회장)

대표자(직위) | 이 흥 만 (회장)

대한부인종양학회는 부인종양학과 관련된 여성생
식기관의 종양병변에 관한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부인종양에 관한 진료와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예
방을 위한 계몽 및 홍보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교
류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연구발표 및 학술 강연회 개최 및 연구 활동 지원, 2)
학회지, 기타 학술 도서 제작 및 대국민 홍보물 제작,
3) 관련 국내, 외 학회와의 상호 교류 및 유대 증진,
4) 국내 관리 기준 설정, 5) 국내 전국적 실태 조사 및
관리 기준 개발, 6)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비과학회는 1990년 9월 22일 비과학에 관심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에 의해 비과학 관련 임
상 및 기초학문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
적으로 설립되었다. 코질환에 대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미션 하에 1)
국민에게 신뢰받은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2) 뛰
어난 자질과 인성을 갖춘 의료전문가 양성, 3)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창의적인 연구선도, 4) 소통과 존
중으로 회원이 행복한 학회를 만들자는 비전을 가
지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매년 2차례 춘추계 정
기학술대회와 rhinology open forum, 격년제로 연
구분과 심포지엄과 학술심포지엄 등과 같은 친목
및 학술발전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 2회
에 걸쳐 공식학술지인 대한비과학회지(Journal of
rhinology)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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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The Korean Urological Association

The Korean Urological Oncology Society

창

립

일 | 1945년 10월 27일

창

립

일 | 1991년 2월 23일

회

원

수 2,893명

회

원

수 | 693명

|

대표자(직위) | 주 명 수 (회장)

대표자(직위) | 김 형 진 (회장)

대한비뇨기과학회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는 학회
로 비뇨기과학 및 그와 관련된 과학을 조사, 연구하
고 회원 상호 간의 의료정보교환과 친목도모를 목
적으로 한다.
그동안 본 학회는 비뇨기계 질환의 진료를 담당하
는 전문의 양성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전
공의 수련 및 교육 외에 내실 있는 학술대회 개최 및
정기학회지 발간, 유수 해외학회와의 교류 등을 통
해 국내 비뇨기과학의 학술 연구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대국민 질환 홍보를 통해 국
민 건강에 기여하였고, 국제학회 개최 및 젊은 연구
자 해외연수 지원 등을 통해 회원들의 국제적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본 학회의 설립목적은 비뇨기 종양 환자의 진단,
치료 및 예방 등의 임상 분야 및 기초 연구 분야의 학
문적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전문적인
학회 활동을 통하여 비뇨기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
을 일반인과 일선 의료진에게 정보를 주고 교육을
하며 정부의 보건정책수립에 자문을 할 수 있는 학
회로의 활동이 목표이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2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한비뇨기과학회 산하 가장 많은 회원 수
를 가지고 있는 분과학회이다. 비뇨기학에서 차지
하는 비율에 비해 그리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체계
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
었다. 대한민국 남성 10대 암 중 전립선암, 방광암
및 신장암의 치료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본
학회는 앞으로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 교육, 대국민
계몽 활동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
러 회원들의 노력과 열정을 모아 앞으로 더욱 매진
하여 국제적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학회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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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만학회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KSSO)

The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Endoscopy
and Minimally Invasive Surgery

창

립

일 | 1992년 7월 10일

회

원

수 | 9,716명

대표자(직위) | 김 현 수 (회장) / 유 순 집 (이사장)

창

립

일 | 1988년 12월 1일

회

원

수 | 908명

대표자(직위) | 김 탁 (회장)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및 이와 관련된 과학 분야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국민 건강, 과학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학술적 교류를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 학술대회, 강
연회 및 집담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의
발간,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4) 회
원의 학술적 발전을 위한 사업, 5) 개원의 및 전공의
연수교육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 아울러 국제 학술
대회 ICOMES의 개최와 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비만 학술 수준
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
및 산하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비만 정책의 방향과
틀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국민 보건, 건강을 위하
는 정책학회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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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 내시경학회는 내시경 및 최소 침습수
술의 질적 발전과 더불어 학회의 규모와 학회 활동
의 꾸준한 양적증가를 이루어 내고 있다. 이러한 괄
목할만한 성과는 역대 회장단과 여러 임원들의 헌
신적인 노고와 학회 회원분들의 관심, 그리고 도움
이 이뤄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반세기를 바
라보는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내시경 및 최초 침습수술 관한 연구와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회의 역량을 모
아야 할 때이므로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격려
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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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Korean College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창

립

일 | 1947년 5월 10일

회

원

수 | 4,713명

창

립

일 | 1997년 2월 28일

대표자(직위) | 배 덕 수 (이사장)

회

원

수 | 523명

대표자(직위) | 김 재 준 (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대한민국 산부인과학의 학문
적 발전과 모자보건 향상, 의학교육 및 연구활동의
장려를 도모하고자 1947년 5월에 설립되었다.
본 학회는 이사회를 비롯한 15개 분과위원회 활동
을 통해 학술활동, 모자 보건정책 및 의료법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중반까지
전 의료계의 난제였던 모성사망과 영아사망을 획기
적으로 감소시키고 불임치료 및 부인암 치료를 세
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의학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앞으로도 학문적인 성장과 함
께 진료현장에서 산부인과 분야가 활성화되고 저출
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는 1997년에 창립
된 이후 상부위장관 질환과 헬리코박터에 관련된 학
문적 연구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외국학술단체와의 국제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학술대회, 집담회, 강연
회, 국제 학술대회와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회원들
이 관련 질환의 최신 지견을 습득하고 환자 진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질환의 학문 발전
과 국민 건강보건 향상에 관한 연구를 계획하고 연구
비 조성, 연구자 지원, 전국 단위의 연구를 진행하여
우수한 연구성과들을 내고 있다. 이러한 국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
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국내 진료 지침을 개정, 보
급하여 진료현장에 적정진료를 위한 의사 결정에 도
움을 주고 있다. 대한위암학회 및 유럽헬리코박터연
구회(European Helicobacter Study Group)와의 긴밀
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일본
헬리코박터학회(Japanese Society for Helicobacter
Research)와 공동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는 등 상부
위장관 질환과 헬리코박터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대
표하여 일본, 유럽, 미국, 동아시아 국가들과 국내 연
구 실적을 발표하며 활발한 학술 교류를 통해 국제사
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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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립

대한생리학회

대한생물정신의학회

The Korean Physiological Society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Psychiatry

일 | 1945년 11월 30일(조선생리학회,

1948년 대한생리학회로 개칭)
회 원 수 | 450명
대표자(직위) | 박 병 림 (회장) / 방 효 원 (이사장)
본회는 생리학의 학술적 연구와 국내 및 국제 교류
를 통하여 인류의 복지 향상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강습회의를 개최하고, 2) 학
회지 및 학술간행물, 도서를 발간하고, 3)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한다. 본회에는 3
개의 분과학회(한국이온통로연구회 및 한국평활근
학회, 한국피지옴연구회)가 소속되어 있으며, 분과
학회별로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본회는 시
대의 흐름에 맞추어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해 나가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인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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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립

일 | 1985년 5월 3일

회

원

수 | 263명

대표자(직위) | 김 용 구 (이사장)

대한생물정신의학회는 생물정신의학의 발전을 위
한 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5년 창립
이래,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개최, 생물
정신의학회지 창간, 세계생물정신의학회 아시아-태
평양 학술대회 개최,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
workshop 등을 진행하며 신경정신과학 분야를 선
도하는 연구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며 인간의 정신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의사로서 환자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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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식의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창

립

일 | 1972년 7월 24일

회

원

수 | 약 2,000명

대표자(직위) | 서 주 태 (회장)

창

립

일 | 1966년 5월 15일

회

원

수 | 2,474명

대표자(직위) | 안 희 창 (회장) / 조 병 채 (이사장)

대한생식의학회는 인간 생식에 관한 기초 및 임상
학문의 발전과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1972년에 창립되었다. 현재 약 2,000여 명 규
모로 생식의학과 관련된 비뇨기과, 산부인과 임상
의 및 기초의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현재
산하에 4개의 자학회(PCOS 연구회, 배아 전문가 협
의회, 생식 면역 학회, 자궁 내막증 연구회)를 두고
있다. 정기 학술대회(연 2회) 및 학회지 발간(연 4
회)을 통한 다양한 연구 활동 및 종사자 교육을 시행
하고 있으며, 국가적 정책자문 역할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당면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추적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대한민국 성형외과학의 연구
와 본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의 권익과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1) 학술대회 및 집담회, 강연회 개최, 2) 학술지 도서
및 기타 간행물 등의 발간, 3) 학술·교육 및 국민보
건 향상과 계몽지도에 계획 및 연구, 4) 성형외과 전
공의 수련과정 및 전문 시험에 관한 연구계획·심
사 및 시행, 5) 국제학술교류의 주관 및 지원, 6)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위한 제반행사, 7) 기타 본회의 목
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여 의료
계 발전에 공헌함은 물론이고 국제화시대를 이끌어
나아가는 선봉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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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세포병리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Cytopathology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창

립

일 | 1986년 5월 24일

회

원

수 | 1,556명

대표자(직위) | 진 소 영 (회장)

창

립

일 | 1993년 6월 17일

회

원

수 | 647명

대표자(직위) | 김 경 효 (회장)

세포병리학이란 인체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오
거나 흡인과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검체를 세포학
적으로 분석하여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진단
하는 학문으로, 대한세포병리학회는 세포병리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 및 교육을 통해 회원 간의 학
문적 교류를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1986년 창립되
어 병리전문의, 병리전공의 그리고 세포병리사 회
원들로 구성된 학술단체이다. 본 학회는 설립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학술대회, 슬라이드
세미나 및 연수교육 개최, 학술지 발간 및 연구 지원
등의 학술적 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정
도관리 사업을 통해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병리의사와 세포병리사를 위한 세포병
리교육과 세포병리지도의 및 세포병리사 자격인정
에 관한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더하여 우리나라 암
정복 사업의 조기암 검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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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감염학회는 소아청소년의 감염병과 예방
접종에 관한 학문의 발전과 연구, 정보 교환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소아청소년 감염학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성과발
표, 2) 아시아 및 세계 소아감염 학회의 상임위원국
으로서 국제적 학술 교류, 3) 정기 학술지 및 소아청
소년 감염 및 백신 관련 도서의 간행, 4) 분과 전문의
양성 및 회원의 친목, 자질 향상 등의 여러 활동과 더
불어 5) 질병관리본부, 결핵협회 등의 국가기관들에
서의 활동으로 국가 감염병 관련 정책결정에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아청소년 감염병의 성공적인
관리와 퇴치, 새롭게 등장하는 감염병의 진단과 치
료 및 예방 연구를 위해 정부, 국민, 언론과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국가와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
고자 한다.

회원학회 · 협의회 소개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Korean Society of Pediatric Endocrinology

창

립

일 | 1945년 10월 6일

창

립

일 | 1995년 10월 18일

회

원

수 7,600여 명

회

원

수 | 288명

|

대표자(직위) | 양 세 원 (이사장)

대표자(직위) | 이 기 형 (회장)

대한소아과학회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건강증
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소아과의 학문적 발달과 향상된
진료환경을 도모하는 것을 추구한다. 학회와 산하 9
개 분과학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회원들의 학술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소아청소년들의 향상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회와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의사
회, 학회 산하 지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나은
진료환경을 마련토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학회
의 활동 내용을 국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활
동 또한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통일 후 북한
어린이 건강 문제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하고 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소아내분비학 및 관련된 자
연과학분야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정기적
인 학술대회 및 집담회 개최, 2) 연구자들의 연구활
동 기반 조성, 3) 소아과 및 타과 전문의에게 교육시
행, 4) 소아내분비 질환의 유병률 및 발생률 조사를
통해 질병의 통계자료 획득, 5) 소아내분비 질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 6) 국내외 유관학회 참가 및 정보
교류 창구 마련, 7) 세부·분과전문의 운영을 포함
한 졸업 후 의학교육과 관련된 제도 운영을 중점 사
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여 의료 발전 기여 및 환자들
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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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and Nutrition

The Korean Society for Pediatric Neurosurgery
창

립

일 | 1987년 4월 4일

원

수 | 155명

창

립

일 1998년 4월 18일

회

회

원

수 | 1,376명

대표자(직위) | 문 재 곤 (회장)

|

대표자(직위) | 김 경 모 (회장)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소아소화기학과 영양
학에 대한 연구 활동과 회원의 학술활동을 지원하
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개발을 통해 소
아소화기학과 영양학에 대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소아 소화
기 질환과 영양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발표, 2) 학술
대회 개최와 국제 학술교류, 3) 학회지 및 도서의 간
행, 4) 회원의 교육과 자질 향상, 5)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과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의 운영을 포함한 의
학교육과 관련된 제도 운영을 중점 사업으로 수행
하고 있다.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
성과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158

본 학회는 소아신경외과학의 임상 및 기초 연구를
통한 학문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
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정기적 학술대회, 증례 집담회 및 연수
교육, 소아신경외과학의 학술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소아신경외과학 분야 학회지 및 도서
발간, 수익사업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그리고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
업을 한다.

회원학회 · 협의회 소개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Korean Child Neurology Society

Korean Society of Pediatric Nephrology

창

립

일 | 1993년 7월 15일

창

립

일 | 1994년 10월 22일

회

원

수 220명

회

원

수 | 100명

|

대표자(직위) | 김 동 욱 (회장)

대표자(직위) | 박 영 서 (회장)

대한소아신경학회는 소아신경학의 발전과 교육 및
학술연구에 기여함과 동시에 소아신경학을 전공하
는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 의사를 양성하
여 환자진료, 교육 및 연구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소아신경학의 발전과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소
아신경학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발표, 2) 교육에 관
한 계획 및 연구, 3) 회원의 친목 및 자질 향상을 위
한 사업, 4) 국내외 관련학회와의 협력활동, 5) 학술
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6) 국민 보건 증진 및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행한다.

대한소아신장학회는 소아신장학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발전시키고, 국내외 학술 교류를 증진함으
로써 콩팥과 요로 질환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 수준과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4년 10월
22일 창립된 학술단체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
하여 연 2회 학술대회 개최, 연 2회 영문 학술지 발
간, 연 1회 한중일소아신장학회 공동개최, 연 2회
병리집담회 개최, 연 14회 소아신장세미나, 연 1회
소아신장학 연수교육 등을 하고 있다. 국가 경제와
의료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는 소아청소년
콩팥 질환의 유병률 변화를 파악하고, 대한소아신
장학회 회원의 활동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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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The Korean Academy of Pediatric Allergy
and Respiratory Disease

The Korean Pediatric Heart Society
창

립

일 | 2001년 5월 9일

원

수 | 411명(2014년 현재)

창

립

일 1987년 4월 17일

회

회

원

수 | 945명

대표자(직위) | 박 영 환 (이사장)

|

대표자(직위) | 김 진 택 (이사장)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는 소아 호흡기질환
과 소아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
기 비염,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
적인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 ‘소아알레
르기 연구회’로 시작된 이래 임상연구와 기초연구
모두에서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세계적 수
준의 영문학회지와 국문학회지를 각각 발행하고
있다. 또한 본 학회는 1) 춘계, 추계 학술대회와 월례
집담회를 정기 개최하여 회원들의 학술연구와 회원
간 활발한 교류를 증진하고 있고, 2) 동계, 하계 연수
강좌와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여 회원들의 의료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3) 전 세계적으로 알
레르기 질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알레르기 질환의 관리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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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아심장학회는 선천성 심장병 및 소아 및 청
소년기 심혈관계에 관한 학문 연구와 회원 상호 간
의 교류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선천성 심장병 및 소
아 청소년기 심혈관계질환의 학술적 연구와 발표,
2) 국제 학술 교류, 3) 회지 및 도서의 간행, 4) 학술
교육 행사 개최 및 지원, 5) 회원 간의 친목 도모, 6)
그 밖의 본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한다.
대한 소아심장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공
익성을 한층 강화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
록 노력할 예정이다.

회원학회 · 협의회 소개

대한소아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ediatric Surgeons

Kore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창

립

일 | 1985년 1월 8일

회

원

수 | 137명(정회원 63명, 준회원 74명)

대표자(직위) | 홍 정 (회장)

창

립

일 | 1983년 11월 29일

회

원

수 | 460명

대표자(직위) | 정 유 숙 (이사장)

대한소아외과학회는 소아외과학의 학술적인 연구
와 국내 및 국제적인 지식 교류를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술대회는 연 2회이나 춘계학술대회는 별도로 개
최하고, 추계학술대회는 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와
동시에 개최한다.
주요 간행사업은 학술지 발간으로 1995년 1월 5일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2015년 12월 31일 21권 2호
까지 발간하였다.
소아외과는 독립된 전문영역으로 완전히 뿌리 내렸
으며, 소아외과 세부전문의 제도가 정착되었다. 이에
대한 소아외과학회는 그 영역의 범위를 개발하고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983년 발족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그동
안 여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발전을 거
듭하여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소아청소년 정신건
강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학회로 자리매김을 하
였다. 앞으로 본 학회는 그동안의 활동들을 더욱 다
지는 한편 바쁘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새롭게 주
어지는 당면과제에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
요하겠다. 그러기 위해 학회는 회원들 간에 더욱 소
통하고 학회활동에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매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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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 · 운동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Hematology-Oncology

The Korean Society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창

립

일 | 1993년 9월 10일

창

립

일 | 1993년 4월 30일

회

원

수 | 494명(정회원 191명, 준회원 303명)

회

원

수 | 646명

대표자(직위) | 박 병 규 (회장), 유 철 주 (이사장)

대표자(직위) | 이 풍 렬 (이사장)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는 소아 혈액질환과 암에
대하여 진료하고 연구하며 이 질환들로 고생하는
환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창립되
었다.
각종 소아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 방침을 발전시켰
고 조혈모세포이식, 특히 제대혈 이식을 표준 치료
방침으로 정착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2008년부터
는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제도를 도입하여 더욱 전문
화된 인력의 양성과 연구 및 이를 통한 더욱 공격적
인 소아혈액종양 정복에 정진하고 있으며, 치료 성
적의 향상과 장기생존 환아들의 급증에 따른 후기
합병증의 예방과 조기 진단 및 치료에 관하여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아혈액종양
환아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혈액종양 가족
을 치료하는 포괄적 치료 개념을 확립하고 있다.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는 소화기 기능성
질환에 관한 최고 수준의 학술 교류와 연구를 지향
하고 진료와 보건의료에 관한 최상의 지침을 제시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이러한 목적 달
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 학술대회, 연수강좌, 국제심포지엄 등 학술모임
개최 및 영문학회지 발간, 2) 학술 및 보건향상에 관
한 계획과 연구,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락
및 제휴, 4) 회원 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연구 주관, 5)
연구비 조성 및 연구지원. 등 관련된 소화기 질환에
대한 의료인과 국민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세계 최
고 수준의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의료정책에 대해
최상의 방안을 제공하며 세계학술지로 도약하기 위
해 노력하는 학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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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소화기학회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창

립

일 | 1976년 8월 14일

창

립

일 | 1961년 10월 12일

회

원

수 6,846명

회

원

수 | 2,598명

|

대표자(직위) | 김 용 태 (이사장)

대표자(직위) | 이 상 우 (이사장)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소화기내시경학 분야의
학문적 연구, 교육 및 내시경기기와 수기의 개발로
의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 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하고, 2)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3) 학술 및 보
건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4) 연구비 조성 및 연구
지원, 5) 소화기내시경 전문의사의 양성과 교육, 6)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자격 인정 제도, 7) 보험의무
정책 개발, 8) 내시경 소독 관련 교육, 9) 윤리 및 내
시경질관리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대한소화기학회는 ‘소화기병 및 이에 관련된 분야
의 진료연구에 종사하는 회원 간의 연구발표경험과
지식의 교환 및 친목, 외국의 학술단체와 교류’를 목
적으로 창립되었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1) 학술대회 및 국문 영문 학술지 발간을 통한 학술
교류와 창의적인 연구 선도, 2) SIDDS 및 KDDW
개최를 통한 연구와 진료의 국제화, 3) 올바른 교육
과 홍보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4) 연수교육 개최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전문가 양성, 5) 소화기연
관학회 보험정책단 등을 통한 정책 수립 등 다각적
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소화기학회는 지속적으로 소화기학의 발전과
소화기 질환에 대한 최상의 교육과 진료를 추구함
으로써 국민과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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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면의학회

대한수부외과학회

Korean Academy of Sleep Medicine; KASMED

Korean Society for Surgery of the Hand

창

립

일 | 1993년 7월 2일

창

립

일 | 1982년 10월 29일

회

원

수 221명

회

원

수 | 1,100명

|

대표자(직위) | 이 상 학 (이사장)

대표자(직위) | 백 구 현 (이사장)

수면의학 및 연관분야의 학문적 교류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학술대회, 연구집담회를 1
년에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학술지 발간, 국내
외 관련단체와의 협력 조성, 회원 및 의학 연구자의
지원 및 교류,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수면의학회는 앞으로도 수면의학 및 연관 분야
의 발전을 주목적으로 하여 수면의학을 교육 및 수
련시키고 수면 관련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자 하며, 궁극적으로 수면 관련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학문에 근
거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대한수부외과학회는 수부외과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국제적 학술교류 및 회원 간의 상호 친목
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년
11월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를 개최하며, 매년 봄에
대한미세수술학회와 함께 춘계합동심포지엄을 개
최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하
는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제도를 시행하여, 복잡한
수부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진료가 가
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전문학술지로 대한수부외
과학회지를 매년 4차례 발간하고 있고, 2014년에는
수부외과 교과서를 발간하였다. 2004년에는 아시아
수부외과학회를, 2010년에는 세계수부외과학회 학
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대한수부외과학
회는 앞으로도 세계수부외과를 선도하고 후진 양성
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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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혈학회

대한스포츠의학회

The Korean Society of Blood Transfusion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Medicine

창

립

일 | 1982년 4월 30일

창

립

일 | 1983년 3월 15일

회

원

수 1,384명

회

원

수 | 약 2,300여 명

|

대표자(직위) | 구 홍 회 (회장)

대표자(직위) | 김 영 규 (회장)

대한수혈학회는 수혈 및 그 연관 학문에 관한 학술
적 교류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혈요법을 정
착시키기 위하여 회원 상호 간에 지식을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
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한수혈학
회지를 발행하고 있다. 국내 혈액사업의 학문적인
기초를 마련하였고, 수혈로 인한 감염질환을 예방
하기 위해 B형, C형 간염, AIDS 검사 등의 도입을
선도하였으며, 혈액관리 및 수혈업무를 표준화하
였다. 대한수혈학회는 앞으로도 수혈의학 및 세포
치료의학 발전을 위해 학문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
이며, 모든 국민이 안전한 수혈을 받고, 최상의 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회로서 국가의 혈액관리
업무 등 관련 정책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대한스포츠의학회는 융복합 분야인 스포츠의학의
취지에 맞게 스포츠의학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전
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스포츠의학
의 발전 향상과 회원 상호 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
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스포츠의학
정보의 수집 및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정기
학술대회 개최, 2) 다양한 사례들의 연구 결과 및 최
신 정보 교류를 위한 정기 학술지 발간, 3) 국제스포
츠의학 관련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 4)
스포츠의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를
위한 연수교육 및 분과전문의 제도 운영 등의 사업
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스포츠의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여 스포츠의
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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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슬관절학회

대한신경과학회

Korean Knee Society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창

립

일 | 1983년 3월 19일

창

립

일 | 1982년 8월 26일

회

원

수 1,207명

회

원

수 | 2,059명

|

대표자(직위) | 빈 성 일 (회장)

대표자(직위) | 이 병 철 (이사장)

대한슬관절학회는 스포츠나 사고로 초래된 외상으
로 인한 슬관절 인대 및 반월상 연골 손상 그리고 관
절연골 손상 및 슬관절 주위골절, 그리고 슬관절에
발생하는 각종 관절염의 치료의 향상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1) 정기학술대회, 추계 심포지엄 및 연
수강좌 개최, 2) 연 4회의 영문 학술지(KSRR) 발간,
3) 슬관절학 교과서 발간, 4) 슬관절 질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 및 건강 정보 제공, 5)
연구활동 기반 조성 및 국제교류, 6) 온/오프라인 회
원 교육을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슬관
절학회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공익성을 강화하여 의
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신경학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
호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달성
을 위하여 1) 신경학의 학문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과 추진, 학술대회 및 집담회 개최, 학술지와 도서의
발간, 2) 회원 학문발전을 위한 보수교육 업무, 전공
의 수련, 전문의 자격시험 업무, 3) 회원의 권익 옹
호에 관한 사업과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및 경조업무,
4) 대외적인 연락사무 및 각 단체와의 상호 조정 업
무, 5) 학회 산하 지회, 자학회 또는 연구회 지원과
감독 업무 등을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국내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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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창

립

일 | 1961년 3월 11일

창

립

일 | 1945년 9월 7일

회

원

수 정회원 2,970명

회

원

수 | 4,371명

|

대표자(직위) | 임 영 진 (이사장)

대표자(직위) | 정 한 용 (이사장)

대한신경외과학회(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는 대한민국 의료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유
일한 신경외과 학술단체로서 신경외과학 발전을 위
한 부단한 노력, 적절하고도 헌신적인 의술을 실천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양성 및 국제적 학문교
류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대한신경
외과학회는 현실적으로 가장 보편타당한 이 분야
의학지식을 보전하고 모든 회원에 숙지시키며 발전
되어 가는 학문의 임상적용에 합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적절한 의료
행위를 수행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회
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회원 상호 간의 학문교류와
친목을 도모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945년 9월 7일 조선정신신
경학회로 창립되어 10년 후인 1955년 6월 4일 학회
명칭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
르고 있다. 2016년 현재 4,371명의 회원, 22개의 지
부학회, 23개의 전문학회, 신경정신의학정책연구
소, 그리고 1개의 연구재단의 규모로 성장하고 발전
하였다. 본 학회는 신경정신의학을 발전시키고 회
원들의 친목 도모 및 권익 신장을 위하여 ‘신경정신
의학’, ‘Psychiatry Investigation’ 등의 학회지를 발간
하고, 춘·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와 개발, 전공의 수련, 교육, 국제교류를 수
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
여 1996년부터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정
신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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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신생아학회

Korean Society of Interventional Neuroradiology

The Korean Society of Neonatology

창

립

일 | 1994년 8월 30일

창

립

일 | 1993년 10월 23일

회

원

수 307명

회

원

수 | 418명

|

대표자(직위) | 백 승 국 (회장)

대표자(직위) | 김 병 일 (회장)

신경중재치료의학회는 첨단영상의학기기와 함께
다양한 신경중재의료기구를 사용하여 비침습적, 비
수술적 방법으로 뇌혈관질환 및 관련신경계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다 더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
로 치료하는 학문이며 이러한 치료 방법은 병변의
완치, 안정화, 보조적 치료효과 등을 얻음으로써 기
존의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질환들의 치
료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
면서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건강 및 복지향상을 추
구하는 학문이다. 본 학회는 뇌신경계질환, 두경부
질환, 척추질환의 혈관 내 치료와 경피적 치료, 뇌졸
중 예방 치료, 뇌혈관 질환 및 관련 의학분야의 학술
교류, 연구조사 및 그 결과의 발간, 관련 분야 의료인
의 교육, 관련 의료의 홍보, 관련 분야의 국제 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대한신생아학회는 새 생명의 존엄성을 기본으로 하
여 신생아학에 관한 학술연구 및 신생아 의료보건
관리의 향상과 회원의 친목 및 권익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신생아
학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기획, 2) 신생아 의료 보건
관리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3) 국내외 관련 학회와
의 학술적 교류, 4) 학회지 및 진료지침 발행, 5) 전문
성과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는 이른둥이 희망찾기
캠페인을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신생아학회는 앞으로도 헌신과 열정으로 화합
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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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

대한심장학회

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The Korean Society of Cardiology

창

립

일 | 1980년 7월 12일

창

립

일 | 1957년 3월 12일

회

원

수 1,405명

회

원

수 | 2,014명

|

대표자(직위) | 최 규 복 (이사장)

대표자(직위) | 오 병 희 (이사장)

대한신장학회는 신장학 분야의 진료, 교육, 연구활
동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지식 교류를 통한 학문
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1980년 창립되어 1981년 창립학술
대회 및 총회를 개최한 이래 2016년 36주년을 맞이
하였다. 1982년부터 발간된 정기 학회지는 2012년
영문학술지 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KRCP)로 발간. 현재 SCOPUS, PubMed Central
에 등재되었다. 매년 춘·추계 2회의 정기학술대회
를 통하여 신장학 분야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심
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Nephrology
Board Review Course 개최, ‘세계 콩팥의 날’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심장학회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로서 심혈관
학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연2회 국내개최 국제학회를 개최
하여 약 2,000여 명의 심혈관 분야의 국내외 의료인
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집담회 및 세미나 등을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다. 학
회 내에는 총 11개의 연구회 및 5개 지회가 있고, 각
연구회 및 지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세미나, 심
포지엄, 집담회,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왕성한 활
동을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연6회 학회지(KCJ) 발
간, 대국민홍보캠페인 진행, 연구사업 지원 등 끊임
없는 노력으로 심혈관학의 발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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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

대한암학회

The Korean Ophthalmological Society

Korean Cancer Association

창

립

일 | 1947년 11월 1일

창

립

일 | 1974년 3월 2일

회

원

수 | 3,644명

회

원

수 | 1,726 명

대표자(직위) | 김 만 수 (이사장)

대표자(직위) | 이 승 훈 (회장)

대한안과학회는 안과학의 향상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1)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 도서 발행, 3) 학회 발전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관한 계획 및 추진, 4)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 사업, 5) 안과전
공의 수련 과정에 관한 연구 및 심사와 이의 향상을
위한 계획 연구, 6) 안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안과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공익성
을 강화하여 안과학의 발전과 회원 권익 옹호에 기
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대한암학회는 1958년 11월 설립된 대한암연구회를
모체로 하여 1974년 대한암학회로 개편 창립되
었다. 약 1,700여 명의 기초 및 임상암연구자들이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암관련학회의 모
학회로서 다학제 공동연구와 진료를 지향하고, 매
년 연례 학술대회에서 암관련학회와 공동 심포지엄
을 개최하여 공동 임상연구의 협력을 도모하고 교
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대외적
으로는 UICC, APFOCC, ACOS 등 국제암기구와
연합하여 암 치료법 향상과, 암 퇴치를 위한 국제활
동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암학회, 한국임상암학회,
폐암학회 통합학술지인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는 SCI 등재학술지로 2014년 SCI IF가
3.318로 발표되어 국제학술지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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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harmacology

Korean Society of Radiology

창

립

일 | 1947년 5월 5일

창

립

일 | 1945년 10월

회

원

수 674명

회

원

수 | 3,450명

|

대표자(직위) | 김 종 근 (이사장)

대표자(직위) | 김 승 협 (회장)

대한약리학회는 많은 약리학자들을 배출하여, 약리
학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들을 내는 데 있어서 커다
란 토대가 되어 왔다. 1997년에 ‘학회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03년에는 ‘제9회 아시아-서태평양 약리학회’를
유치하여 국제학회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
였다. 2007년에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약
리학회 60년사’를 발간하였고, 대외적으로 개방적
인 자세를 견지하여, 대한생리학회와 공동으로 대
한생리·약리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회원 간의
활발한 학술정보 교류를 위해 춘계심포지엄, 추계
학술대회, 동계학술모임 등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영상의학 관련 학문과 의료 발전
을 추구하며,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
행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회
원의 권익을 옹호하여 전문의로서 충실한 진료활동
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정기학술대회(KCR)와 춘계
종합심포지엄(KSSR)을 개최하고 영문 SCI 저널인
Korean Journal of Radiology와 대한영상의학회지
를 발간하며 회원들의 학술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관련 각종 회의에 참여
하고 자문 요청에 응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외 학회
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며 국제화를 위해 노
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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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Korean Surgical Society

창

립

일 | 1947년 5월 10일

창

립

일 | 1947년 5월 10일

회

원

수 995명

회

원

수 | 7,000여 명

|

대표자(직위) | 전 진 호 (이사장)

대표자(직위) | 김 영 진 (회장) / 노 성 훈 (이사장)

대한예방의학회는 예방의학의 학문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 학회는
1947년 조선보건학회 창립으로 시작하여 1953년
대한위생학회로 개칭한 후, 1958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2017년에는 학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
게 된다. 1963년 예방의학 전문의를 채택한 이래
2016년 현재 835명의 예방의학 전문의를 배출하
였다. 1968년부터 학술지인 대한예방의학회지를 발
간하였고, 2011년(44권 3호)부터는 완전 영문 학술
지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Medline, Scopus, Pubmed
등에 등재되어 있다. 우리 학회 회원들은 의학 교육
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1세기 국
민건강의 주요 화두인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학술연구, 정책 및 사업개발 등에서 핵심적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외과학회는 외과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학술·연구 활동의 발전 추구, 분과학
회 및 유관단체에 대한 학술, 교육, 연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1) 전공의, 전임의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환경 처우 개선, 2) 외과 진료
수준의 질적 표준화, 3) 분과전문의 관리, 4) 외과 교
육을 위한 학회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5) 외과 개
원의 교육과 지원, 6) 외과의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
개발, 7) 외과의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1년도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한국외과연
구재단 법인을 설립하였다. 재단은 회원과 단체에
기부금을 받아 학회를 지원함으로써 외과 관련한
의료 기술을 도모하며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도 대한외과학회는 한국 의
료를 선도하며 세계 속의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
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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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상학회

대한우울 · 조울병학회

The Korean Soclety of Traumatology

Korean Society for Affective Disorders

창

립

일 | 1985년 5월 3일

창

립

일 | 2001년 6월 23일

회

원

수 1,181명

회

원

수 | 299명

|

대표자(직위) | 한 호 성 (회장)

대표자(직위) | 민 경 준 (이사장)

외상학회는 중증 외상 환자의 치료를 위한 학술적
인 교류를 함과 동시에, 국가 외상 정책의 수립 및 운
영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학회이다.
외상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여러 외과 계열의 임상
과뿐만 아니라, 응급의학과, 진단 방사선과 등 여러
임상과가 함께 하고 있는 학회로, 다학제적 접근법
을 통하여 환자의 생명뿐 아니라, 최종적인 기능 회
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한우울·조울병학회는 기분장애와 관련 분야의 학
문적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더불어 교
육, 계몽 등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기분장애와 관련 분
야에 관한 연구, 학술 및 교육, 2) 기분장애와 관련
장애에 관한 교육, 계몽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3) 관
련단체 또는 기관과의 협조 및 교류, 4) 회원 상호 간
의 친목 및 교류 등을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우울·조울병학회는 앞으로도 기존 사업의 지속
뿐만 아니라 기분장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
도 있는 기초 및 임상 연구의 활성화, 전국적인 기분
장애에 대한 시스템 구축, 신진연구자 양성 및 지원,
해외 교류 활성화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분장애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학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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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위암학회

대한응급의학회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창

립

일 | 1996년 11월 9일

창

립

일 | 1989년 12월 1일

회

원

수 1,386명

회

원

수 | 2,156명

|

대표자(직위) | 양 한 광 (이사장)

대표자(직위) | 민 용 일 (회장)

대한위암학회는 1993년 대한위암연구회의 업적을
계승하여 위암 및 위장관 질환에 관한 학술,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1996년 정식 학회로
설립되어 1)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 2) 학술활동,
3) 학술지 발간, 4) 학술연구 지원, 5) 국내·외 연관
학회와의 협력, 6) 전국적인 자료 수집, 7)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중점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4
년부터는 매년 정기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
(KINGCA)로 개최하고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위암
치료에 대한 외연을 넓히고 있다. 위암 교과서, 가이
드라인을 발간해왔고 다양한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선도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
성과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여 다국가, 다기관적인
위암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과 발전을 위해 설립하여, 응급의료 인재양성, 학술
연구, 정책개발을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회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제공하는 미
션과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의 응급
의료, 국민과 교감하며 가슴으로 펼치는 응급의료
의 비전을 지향한다. 1)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2) 연구활동 지원 및 국내·외 교류, 3) 응급의
료정책 연구 및 개발, 4) 전공의 수련 및 전문의 제도
운영 및 관리, 5) 응급의료교육 사업, 6) 국가 재난대
응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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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공익
성을 강화하여 국내 응급의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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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Korean Society for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KOSHIC)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Informatics
창

립

일 | 1987년 9월 25일

원

수 | 403명

창

립

일 1995년 11월 15일

회

회

원

수 | 2,198명

대표자(직위) | 백 롱 민 (회장)

|

대표자(직위) | 유 진 홍 (회장)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국내에서 체계적인
병원감염관리와 예방을 목적으로 1995년 11월에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로 창립하였고, 병원에 입원
하여 발생한 감염에 국한된 ‘병원감염’이라는 용어
대신에 포괄적인 의미의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을 포함하여 2015년에 대
한 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본 학회는 국내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의료관련
감염관리를 위하여 감염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감염
관리 지침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전국
병원감염감시체계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년
정기 학술대회와 정기 연수강좌를 개최하여 국내
감염관리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포럼
및 민관협의체를 진행해 오고 있다.

대한의료정보학회는 1987년 정보화사회로 지향하
자는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뜻을 함께하는 의
료계, 학계, 산업계 인사들이 한데 모여 창립되었다.
본 학회는 의료정보학에 관한 연구와 응용을 도모
함으로써 의학 및 의료정보의 발전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의료정보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2)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연구, 3) 기술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한 사업, 4)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
반 조성 및 교육연수 사업, 5)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부터 위탁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의료정보학회는 앞으로도 의료계의 변화를 이
끌고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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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대한의사학회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
창

립

일 | 1947년 4월 30일

원

수 | 332명

창

립

일 2006년 9월 29일

회

회

원

수 | 487명

대표자(직위) | 서 홍 관 (회장)

|

대표자(직위) | 이 현 석 (회장)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는 의료에서의 바람직
한 커뮤니케이션과 관계형성에 대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의 진작을 위해 결성된 전문학회로서 효과적인
환자중심, 근거중심의 의료커뮤니케이션 연구와 교
육을 통해 의료 발전과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학술
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연구 및 학술활동 기반 조성,
2) 의료커뮤니케이션 연구 및 학술활동 증진, 3) 의료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관련 사회활동 수행, 4) 의료
전문가, 연구자, 교육자 간의 네크워크 형성 등의 사
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의료커뮤니케
이션학회는 학회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강화하여 바
람직한 의료커뮤니케이션과 인간중심의 관계형성
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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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학회는 국내 의학사 분야 학술활동의 중심
이 되는 학술단체이다. 1947년 4월 30일에 창립하고
1980년까지 이어오다 1991년에 이르러 재창립되
었다. 1992년 학회지 [醫史學]을 창간, 연 2회 발간
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도부터는 국제적 인문학
논문인용색인인 A&HCI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에 등재되어 의학학술지이자 인문학
학술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현재 대한의사
학회는 의학계 내부에서 성장한 연구자와 역사학계
에서도 의학사를 연구하는 전문연구자들이 함께 학
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1) 의학사 분야 교육 및 연구
촉진, 2) 의학계 및 역사학계 내 의학사 분야 위상 강
화, 3)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간, 국제 교류 등을 담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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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용생체공학회

대한의진균학회

Korean Society of Med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KOSOMBE)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Mycology
창

립

일 | 1994년 3월 19일

원

수 | 133명

창

립

일 1979년 7월 21일

회

회

원

수 | 4,800명

대표자(직위) | 최 종 수 (회장)

|

대표자(직위) | 차 은 종 (회장)

대한의용생체공학회는 의학, 생물학에 대한 공학적
방법과 공학에 대한 의학, 생물학적 지식 응용에 관
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지식의 교류, 사회에 대한
사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
적 달성을 하기 위하여, 1) 정기연구 발표회, 전문별
연구회, 강연회, 토론회, 견학회, 강습회, 위원회 등
의 개최, 2) 학술지, 도서 및 기술 정보지의 발간, 3)
조사 및 연구, 4)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연구,
5) 연구의 장려 및 연구 업적의 표창, 6) 내외의 관련
학회의 연결 및 협력활동, 7) 이외에 법인이 목적 달
성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으로 한다. 대한의용생체
공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
정이다.

대한의진균학회는 의진균과 관련된 여러 학과(피부
과,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미생물학과, 수의학
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진균 및 진균성
질환에 관한 연구 기반조성과 회원의 학술활동을
지원하여 의진균학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간의 친
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발간, 3)
의진균학의 연구, 교육, 응용 등 제 문제에 관한 사
업,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 5) 건
강 정보 제공 등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
업을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의진균학회는 앞으로도 의진균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의진균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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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레이저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Korea Society for Laser Medicine and Surgery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Genetics

창

립

일 | 1983년 6월 13일

창

립

일 | 1981년 12월 12일

회

원

수 약 450명

회

원

수 | 9개 분과 위원회 /1,200여 명 회원

|

대표자(직위) | 박 승 하 (이사장)

대표자(직위) | 이 동 환 (회장)

대한의학레이저학회는 레이저를 의학 영역에 적용
함에 있어 학문적인 연구를 하고, 이의 임상 적용에
있어 회원 교육과 상호 간의 지식 교환 및 협조(산학-연-관 협동을 통한 의학 분야 레이저 발전을 도
모)를 도모함으로써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
을 위하여 1) 의학 레이저에 관한 연구, 조사, 2) 학
술강연회, 회원연수교육 및 각종 학술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3) 대한의학레이저 영문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발행, 4) 외국의 레이저 의학회와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연계,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하
여 필요한 사업을 중점 수행하고 있다. 대한의학레
이저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한
층 강화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대한의학유전학회는 1981년부터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였던 유전학 분야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하
여왔다. 인체에서 나타나는 유전 현상에 대한 의학
적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며, 유전성 질환에 대한 진
단, 치료, 유전상담 및 예방적 측면에서의 학문 수준
의 향상을 추구한다. 아울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며, 의료 또는 비 의료 전문 인
력 간의 정보 및 인적 자원의 교류 증진을 추진하고,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나아가서는 일반
인들의 유전성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도
모함으로써 유전성 질환에 대한 선진 수준의 진료
및 연구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의학유
전학회는 향후 학회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강화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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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Korean Otological Society

Korean Society of Otorhinolaryngology-Head
& Neck Surgery

창

립

일 | 1990년 6월 1일

회

원

수 | 470명

창

립

일 | 1947년 8월 30일

대표자(직위) | 오 승 하 (회장)

회

원

수 | 4,443명

대표자(직위) | 노 환 중 (이사장)

1990년 대한이과연구회라는 이름으로 귀질환 연구의
학술교류와 연구활성화를 위해 창립되었다. 2004년
대한이과학회로 개칭하며 대국민 홍보 활동을 포
함, 사업분야를 넓혔으며, 2007년 대한의학회에 가
입되었다. 대한이과학회의 미션은 ‘인류의 귀건강
을 위해 헌신한다’이며, 다음 5개의 비전 달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1) 창의적인 연구선도, 2) 학술교류
로 최상의 의료공유, 3) 보건정책개발로 사회발전에
기여, 4)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귀전문가를 양성,
5) 올바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국민의 귀건강을
증진, 이를 위해 정기학술대회, 보청기워크숍, 기초
연구세미나, 신의료기술 세미나, 임상이과학세미나
를 개최하고, 임상 및 기초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9월 9일 귀의 날을 통해 귀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
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이과학회는 이과학 학문의 발전과 국
민의 귀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이비인후과학 및 갑상선·
두경부 외과학의 발전과 귀, 코, 얼굴, 목 분야의 건
강을 위하여 헌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1)
국민이 신뢰하는 이비인후과 의료전문가를 양성
한다. 2) 귀, 코, 얼굴, 목 분야의 신의료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진료영역을 확대한다. 3) 국민건강을 위
하여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안한다. 4) 회원 간의 소
통과 화합, 상호존중을 통해 회원의 정당한 권리를
추구한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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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식학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The Korean Society for Transplantation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창

립

일 | 1969년 12월 13일

회

원

수 | 1,234명

대표자(직위) | 조 원 현 (회장)

창

립

일 | 1976년 8월 21일

회

원

수 | 정회원 210명 / 단체회원 1,460기관

대표자(직위) | 민 원 기 (회장)

1969년 창립된 대한이식학회는 장기이식관련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외과, 내과, 소
아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영
상의학과, 면역학 및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학술
단체이다. 국내 장기이식의 수술건수 및 학문적인 발
전을 부흥시키고 국외적으로 학술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6년 추계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화로 추
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장기이식 관련 데이터를 총
괄적으로 관리,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
여 학회차원에서 신장, 간, 심장, 폐, 췌장의 5개 장기이
식 기증자와 수혜자의 현황과 장기이식 관련 합병증
및 장기 생존율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는
Korean Organ Transplantation Registry (KOTRY) 사
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재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혈액형부적합 이식, 교차반응 양성 및 고감작군 등의
고난이도 이식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의료인은
물론 종교계/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와 지원으로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
고 있다. 대한이식학회는 이러한 학문적 교류 지원와
사회사업을 통하여 국내의 수많은 이식 대기 환자들의
고귀한 생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사회에 복
귀시킴으로써 국가에 기여하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
식 학문의 우수성을 알리고 교육하는 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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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는 국민공중보건에 직결
되는 임상병리검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진단검
사의학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를 주축으로 1976년
에 설립된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학회’가 1991년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단체이다. 본 협회는 검사기
구, 장비, 시약 및 검사기술 등에 관한 정도관리를 지
속적으로 연구, 조사, 개선함과 동시에 진단검사의
학(임상병리) 분야의 전문인력의 발전을 꾀함으로
써 임상병리검사의 표준화는 물론 국민보건증진과
의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협회는 2016년부터 협회 주 사업인 신빙도
조사사업을 확대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10개 분과에서 46개 프로그램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빙도조사사업전산시스템을 개발
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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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독성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Toxicology

Korean Society of Clinical Microbiology

창

립

일 | 2003년 4월 11일

창

립

일 | 1998년 9월 19일

회

원

수 172명

회

원

수 | 443명

|

대표자(직위) | 노 형 근 (회장)

대표자(직위) | 서 헌 석 (회장)

대한임상독성학회는 약물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의 독작용, 약물의 오남용, 약화사고, 자살 중독
뿐만 아니라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새롭
게 개발되는 수많은 유해물질로 인한 중독, 성분이
불명확한 생약류와 민간 약초들의 독성, 생화학 무
기의 독성 등에 대하여 예방 지침, 임상 증상과 근거
중심의 치료를 연구하고 보급하는 학술단체이다.
임상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본 학회는 궁극적
으로 환자 진단 및 치료와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으
며, 기초의학 연구자와 응급의학, 내과, 소아과, 정신
과, 신경과, 산업의학 등의 임상연구자와 그리고 산
업계, 법학, 재난사회학 등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들의 협력이 필요한 학술 분야이다.

최근의 MERS 사태와 Zika 바이러스 감염에서도 경
험하였듯이 감염질환의 올바른 진단과 연구는 국민
보건에 매우 중요하며, 본 학회는 최근 국제적 문제
로까지 치닫고 있는 감염질환과 항균제 내성문제의
진단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임상미생물학의 발전
을 통하여 의학 및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해 1) 학술대회
및 학술 집담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 3)
임상미생물학 발전을 위한 연구 지원, 4) 국내외 학
술교류 및 공동연구, 5) 임상 미생물 분야 종사자를
위한 연수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임상미생물
학회는 2013년부터 이사장제를 도입하여 학회의 전
문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
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회원 가입을 시행
하고 있다.
최근 우리 학회는 이사장 제도를 도입하여 학회의 위
상을 높이고 의학발전과 회원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발간, 임상미생물학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국내외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임상 미생물 분야 종
사자를 위한 연수사업, 임상미생물검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활발히 펼침으로써 임상미생물학 분
야에 괄목할 만한 업적과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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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약리학회

대한임상화학회

Korean Society for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Korean Society of Clinical Chemistry
창

립

일 | 1983년 10월 28일

원

수 | 474명

창

립

일 1992년 1월 25일

회

회

원

수 | 550명

대표자(직위) | 권 계 철 (회장)

|

대표자(직위) | 이 일 섭 (회장) / 신 재 국 (이사장)

임상약리학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치료를 위하
여 약물과 인체의 관련성을 다루는 학문으로 의학,
약학, 생명과학 등의 많은 분야가 포함된다. 합리적
인 약물사용을 위하여 일반인뿐 아니라 소아, 노인 등
특수집단에서의 약물치료를 제공하며, 신약평가,
약동약력학, 약물유전학, 약물역학, 약물유해반응
등을 연구하는 임상의학의 한 분야이다. 대한임상
약리학회는 1992년 학회 창립 이래 임상약리학의
정착과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매년 학술
대회를 통하여 신약개발, 임상시험, 적정약물요법,
약물사용평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왔고 국내
임상시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대한임상약
리학회는 적정 약물치료의 발전 및 임상시험 활성
화 등을 통하여 국내 임상약리학을 국제적 수준으
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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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화학회는 진단검사의 가장 포괄적이고 기
초가 되는 임상화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학술 활동
과 교육을 통해 의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학술대회 개
최 및 학술지 발간, 2) 회원의 교육, 지원 및 교류, 3)
국제적 교류 및 학술 활동, 4) 임상화학검사의 질향
상 방안 연구, 5) 임상화학검사의 개발 및 발전을 위
한 중개연구 지원을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임상화학회는 2016년 대한의학회 가입을 계기
로 학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학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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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대한장연구학회

Korean Society of Magnetic Resonance in
Medicin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testinal Diseases

창

립

일 | 1996년 11월 6일

창

립

일 | 2002년 11월 22일

회

원

수 | 900명

회

원

수 | 910명

대표자(직위) | 장 용 민 (회장)

대표자(직위) | 한 동 수 (회장)

자기공명의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전문의사와 물리
학자들이 모여 발족한 순수 학술 단체로 국내 각 대
학 병원 및 종합병의원에서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장비를 이용하여 환자의
진료에 임하고 있거나 대학이나 유수한 연구소에서
자기공명영상장비와 첨단영상의 연구개발에 선도
적인 역할을 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공
명의과학의 연구발전을 위해 전문의사와 물리학자
들의 공동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학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학술대회, 연수교육, 특강 및 워크숍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음은
물론 관련 국제학회와의 교류 및 유치와 관련 외국
학회와의 교류를 추진 중이다.

대한장연구학회는 염증성 질환, 장 종양성 질환, 그
리고 소장질환 등을 포함한 장 질환에 대한 진료의
표준을 제시하고 학술적인 활동과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sian Organization for
Crohn's and Colitis (AOCC)의 창립에 주도적인 역
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국제 심포지엄의 개최와 다
기관 연구 진행 등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며, 진료와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장 질환의
표준적인 진료 지침을 제시하고 질 향상을 주도해
왔고, 환우와 공유하는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통한 대
국민 교육을 지속해 왔다. 앞으로도 대한장연구학
회는 전 회원과 함께 장 질환에 관한 연구와 진료, 교
육과 대국민 홍보에 매진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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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전립선학회

Korean Academy of Rehabilitation Medicine

The Korean Prostate Society

창

립

일 | 1972년 3월 30일

창

립

일 | 1997년 1월 17일

회

원

수 1,935명

회

원

수 | 927명

|

대표자(직위) | 나 은 우 (회장)

대표자(직위) | 정 재 일 (회장)

대한재활의학회는 재활의학의 연구발전과 학술의
교류를 도모하며 모든 의료시설에 있어서 재활의학
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적 및 양적인 확충 개선과 재
활의학 전문의의 양성과 밖으로는 세계 재활의학계
와 국제적 유대와 협조를 강화하여 의학발전과 아
울러 인류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 재활의학에
관한 연구 발표 및 학술강연회 개최, 2) 재활의학에
관한 보수교육 및 재활의학 보급, 3) 재활의학과 전
공의 수련, 4)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고시 실시, 5)
대한재활의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6) 국제
학회와의 유대 강화, 7) 재활 관련 광고, 전시 등의
수익사업, 8) 장애인 보건의료를 중점 사업으로 수
행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공익성을 강화하여 의료
발전에 노력하고자 한다.

본회는 전립선에 관한 기초분야 학문과 전립선비대
증, 전립선암, 전립선염 등 전립선에 관련된 질환 및
전립선으로 야기된 모든 제반질환에 관한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지식 및 정보 교류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전립선학의 연구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및 집담회와 학술지 발간을 하고 있
으며,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 및 협동연구, 회원 상
호 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옹호, 국내외적으로 각 유
관단체와의 상호협력을 주된 학회 사업으로 추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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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Kor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창

립

일 | 1985년 2월 28일

창

립

일 | 1956년 5월 26일

회

원

수 380명

회

원

수 | 7,500여 명

|

대표자(직위) | 박 원 명 (이사장)

대표자(직위) | 김 성 재 (회장)

대한정신약물학회는 비영리 단체로 신경정신약물
학 및 생물정신의학 제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학문적 교류와 친목도모 및 국제적 학문
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
여 1)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도서 발간, 3) 국
내외 관련학회 또는 기관과의 학술연구 및 인적교
류, 4) 회원의 교육, 지원 및 교류, 5) 국제교류를 위
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정신약물학회는 앞
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956년 창립 이래, 올해로 60주년의 역사와 함께 약
7,000여 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정형
외과학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기획, 연
구, 홍보와 국민 건강을 목적으로 한다. 1) 기획, 연
구 및 학술강연회 개최 등 정형외과학의 발전을 위
한 사업, 2) 정형외과학 분야의 국민보건을 위한 교
육, 3) 수련 및 정형외과학 보급을 위한 전시회 등의
개최 사업, 4) 정형외과학의 교육, 홍보를 위한 학회
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5) 정형외과 전문의 시
험 사항 및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대
한정형외과학회는 근골격계 질환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에 맞춰 학회의 전문성 및 공익성을 증진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학회로 발
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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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대한족부족관절학회

The Korean Society of Blood
and Marrow Transplantation

Korean Foot & Ankle Society
창

립

일 | 1991년 7월 26일

원

수 | 350명

창

립

일 1996년 4월 19일

회

회

원

수 | 1,045명(정회원 402명, 준회원 643)

대표자(직위) | 성 일 훈 (회장)

|

대표자(직위) | 이 재 훈 (회장) / 이 종 욱 (이사장)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는 조혈모세포이식 및 줄
기세포와 관련된 연구와 정보 교환 및 공동연구로
새로운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과 회원 상호 간의 친
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연 2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내 혈액학
관련 학회들과 함께 통합 학술지 ‘Blood Research’를
발행하고 있다. 본 학회는 학회 발전을 위해 여러 연
구자들이 다양한 임상시험을 공동으로 시행하여 세
계적 수준의 연구 결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또한, 이식을 받지 못하여 생명을 잃는 환자가 한
명도 없도록 조혈모세포이식 영역의 보험급여 확대
를 위하여 정부 및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의견개진
및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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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족부족관절학회는 족부와 족관절분야의 연구
의 기반조성과 회원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
을 강화하여 회원간의 화합은 물론이고 학술적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연구활동 기
반 조성 및 국제교류, 2) 학회시스템의 개선과 연구,
3) 학술 및 정보 전산화 작업의 정착, 4) 회원 및 연구
자의 교육, 지원 및 교류, 5)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
을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족부족관절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회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고한 학술 단체로서
의 역할을 통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
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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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산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erinatology

The 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창

립

일 | 1986년 10월 10일

창

립

일 | 1980년 7월 26일

회

원

수 655명

회

원

수 | 1,970명

|

대표자(직위) | 조 용 균 (회장)

대표자(직위) | 김 동 찬 (회장)

대한주산의학회는 주산학의 연구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 간 및 국내외 학회 간의 유대 및 교류를 통
하여 우리나라의 임산부와 태아 및 신생아 관리향
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연구발표 및 학술, 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도서
등의 발행, 3) 주산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4)
주산기 관리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정책개발, 5) 주산
학과 관련된 국내외 학회와 학술교류, 6) 기타 본회
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대
한주산의학회는 앞으로 임산부와 태아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협조적인 접근을
하여 병원, 의사와 다른 의료전문직들이 친밀하게
같이 일하여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국내 중환자의학을 대표하는
학회로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경
과, 신경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및 흉부외과 전문의
와 중환자 간호사, 약사 등 의료진으로 구성된 단체
로 중환자의학 발전과 국내 및 국제 교류를 통한 회
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매년 정기 학술대회
및 전문가 교육과정(MCCRC) 기초교육과정(BCCRC) 교육을 개최하고 있으며 대한중환자의학회
지(KJCCM)를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영문으로 발
간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One Step Further: The
Pursuit of Excellence in Critical Care를 주제로 83
여 개국 3,444여 명이 참석하는 중환자의학 세계 최
대 규모의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대한
중환자의학회는 앞으로 학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부전문의 제도 확립, 학회지 SCI 등재 등을 추진
하여 국내 중환자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
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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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The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창

립

일 | 1980년 10월 17일

원

수 | 1,097명

창

립

일 1988년 8월 23일

회

회

원

수 | 1,067명

대표자(직위) | 송 정 한 (이사장)

|

대표자(직위) | 우 극 현 (회장)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1988년 대한산업의학회로
설립되어, 의사 및 직업환경의학분야 전문가 회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과 환경에서 연유하는
건강 이상, 손상 및 장애에 대한 진단과 치료, 과학적
인 관리방법과 근로자와 환경성 질환의 위험이 있
는 주민에 대한 진단과 치료, 건강증진 및 안전에 관
한 연구와 동시에 그 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학술교류 및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술
대회, 학술강연, 학회지 및 관련도서의 발간, 직업환
경의학에 관한 연구,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연구 및
심사와 이의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직업의학과 환경
의학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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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1980년 창립되었으며, 진단
검사의학의 발전을 통해 의학의 발전과 세계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단검사의학
은 인체에서 유래하는 각종 검체에 대해 최신 의학
지식 및 기술을 사용한 적절한 각종 검사를 시행함
으로써 질병 진단과 치료에 기여하는 의학 분야이
다. 이를 위해, 검사 의뢰부터 검체 채취 및 취급, 검
사 시행 및 결과 분석, 해석, 결과 관리 및 이용에 이
르기까지 전체 검사 과정에 대한종합적인 질 관리
를 수행한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전문적이고 정
확한 진단검사를 통해 최상의 진료를 추구하고, 진
단검사의학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료계와
국민에게 올바른 의학정보를 제공하며, 학술활동과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진단검사의학을 선도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회원학회 · 협의회 소개

대한창상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The Korean Spinal Neurosurgery Society

창

립

일 | 2005년 3월 1일

창

립

일 | 1987년 12월 19일

회

원

수 685명

회

원

수 | 1,648명

|

대표자(직위) | 이 종 원 (회장)

대표자(직위) | 정 천 기 (회장)

대한창상학회는 다양한 분야의 창상 전문가들이 모
여 학술 연구, 교육, 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창상 및 전반적
인 상처에 대한 제반 연구, 2) 연 1회 학술대회 개최,
연 2회 창상학회지 발간, 연 1회 교육심포지엄 개최,
연 1회 교육아카데미 개최, 지회 개최, 3) 도서 및 기
타 간행물 등의 발간, 4) 국제학술교류의 주관 및 지
원, 5) 임상 각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계발 및 창상전
문가, 교육강사 육성, 6) 대민봉사활동 등을 중점 사
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창상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공익성
을 한층 강화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임상의사, 임상간호사, 각 분야의 연구자들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척추신경외과 분야의 임
상과 기초연구에 대한 학문발전과 학술교류 그리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학회 산하 분과 학회 및 연구회로는 1) 대한최소
침습척추학회, 2) 대한경추연구회, 3) 대한척추변형
연구회, 4) 대한척추신경외과 기초연구회, 5) 대한
척추골다공증연구회, 6) 대한척추종양연구회가 활
동하고 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앞으로도 심
도 있는 연구 및 교류를 통하여 척추질환 연구에 올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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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The Korean Academy of Asthma,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창

립

일 | 1984년 4월 6일

회

원

수 | 726명

창

립

일 | 1972년 11월 30일

대표자(직위) | 김 환 정 (회장)

회

원

수 | 1,463명

대표자(직위) | 조 상 헌 (이사장)

척추분야의 학술 및 임상적 발전을 목적으로 창립
된 국내 척추 분야의 가장 오랜 역사의 학회로 국제
화, 국민과의 소통, 회원의 창조적 역량 강화라는 목
표를 정하였다. 춘·추계 연 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
고 개원의, 전공의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산하 8개
세부 전문 연구회가 활발히 활동한다. 1984년 창간
된 대한척추외과학회지는 학술연구재단 등재지로
연 4회 발간하고 국제화를 위하여 2007년도 영문학
회지인 Asian Spine Journal을 창간하여 현재
Pubmed, Scorpus에 등재되어 있다. 회원수는 정회
원 726명, 준회원 포함 1,000명 이상이다. 왕성한 임
상 및 학술활동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학
문적 진리 추구 및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계
속해 나갈 것이다.

190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천식,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 분야의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소통과 화합,
신뢰와 전문성, 국민건강, 창조적 연구를 핵심가치
로 하여 1) 학술대회 개최, 2) 연구팀 운영과 연구활
동 지원, 3) 국제, 국내 학회지 발행, 4) 회원 및 알레
르기 연구자의 교육과 교류, 5) 전공의와 전임의 수
련, 6) 대국민 홍보, 7) 국제, 국내 유관기관과 교류,
8) 대정부 활동 등을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앞으로 천식, 알레르기 분
야의 대표학회로서 최고의 연구와 진료역량을 바탕
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글로벌 선도학회가 되도
록 노력하고 있다.

회원학회 · 협의회 소개

대한청각학회

대한체질인류학회

The Korean Audiological Society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창

립

일 | 1966년 5월 9일

창

립

일 | 1958년 6월 16일

회

원

수 577명

회

원

수 | 400명

|

대표자(직위) | 정 종 우 (회장)

대표자(직위) | 이 혜 연 (회장)

대한청각학회는 1966년 창립되어 우리나라 청각학
발전 및 청각관련 질환 치료방법의 개발, 그리고 청
각보건 증진에 기여해 왔으며 청각보건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청각분야의 중심학회로 성장
하였다. 대한청각학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
대회, 청력검사 강습회, 청각사 보수교육, 신생아 청
각선별검사 워크숍, 청각 및 말지각 검사 지침서의
발간 등을 통해 이비인후과 의사와 청각사, 언어치
료사 등 청각관련 종사자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
여하고 있다.
대한청각학회는 앞으로도 모든 청각관련 전문가들
과 보건정책 당국자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청각보
건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본 학회는 체질인류학의 소개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인간의 진
화에 따른 고인류와 현재 인류의 비교, 현재 인류의
생체크기에 대한 계측, 임상해부학적 연구, 인류의
체질변화를 유추하는 동물실험연구, 인류의 문화생
활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현상 및 체질변화, 국
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 법의인류학 등이다. 아울러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정보교류의 장이 되도록 한다.
주요 사업은 연구활동 및 발표에 관한 사항, 학술잡
지 발간에 관한 사항, 회원의 친목 및 복지에 관한 사
항,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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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췌담도학회

Korean Society of Ultrasound in Medicine

Korean Pancreatobiliary Association

창

립

일 | 1980년 5월 10일

창

립

일 | 1995년 3월 25일

회

원

수 2,790명

회

원

수 | 779명 (정회원, 평생회원)

|

대표자(직위) | 한 준 구 (이사장)

대표자(직위) | 이 성 구 (이사장)

대한초음파의학회는 초음파의학의 연구발전과 회
원 상호 간의 친목 및 지식의 교류를 통하여, 초음파
의학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
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발행, 3) 초음파의학에 관한 조사연
구 및 지도, 4) 초음파의학의 국제교류 등을 수행하
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KSUM Open’이라
는 슬로건 아래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학술대
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 30여 개국에서 참가하
는 국제학회로 발전하였다. 현재 영문학회지인 ‘ULTRASONOGRAPHY’를 연 4회 발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학술 위상을 강화하고, 내실화를 통한
학회의 성장과 발전, 초음파 교육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대한췌담도학회는 의학회 산하 학회 분류상 초
세부전문학회로서 췌담도계의 병태생리 및 질환을
연구하여 국내 의학발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에 설립된 학회로서, 현재 대한소화기학회
회원의 약 30%에 육박하는 779명이 대한췌담도학
회에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2016년 4월 현재),
매 해를 거듭할수록 젊은 회원을 중심으로 회원가
입이 증가하고 있다. 본 학회는 췌담도 질환의 정복
이라는 큰 뜻을 품고 창립한 만큼 췌담도 질환에 대
한 체계적인 접근과 새로운 지식 도입 및 췌담도 질
환의 특성 연구를 위해 다양한 다기관연구를 진행
하여 국내외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췌담도계에 대한 학문적인 발전과 국내의
학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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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증학회

대한평형의학회

The Korean Pain Society

Korean Balance Society

창

립

일 | 1986년 9월 5일

창

립

일 | 1999년 6월 19일

회

원

수 4,438명

회

원

수 | 768명

|

대표자(직위) | 김 용 철 (회장)

대표자(직위) | 김 지 수 (회장)

대한통증학회는 통증에 관한 의학의 발전을 도모하
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학술 집회
개최, 2) 학회지, 학술 도서 및 연보 발간, 3) 국내외
관련 학술 단체와의 교류, 4) 마취통증의학과 전공
의 수련과 교육, 5) 통증의학 고위자과정 인정과 연
수시설의 지정, 6) 통증의학의 교육과 연구의 증진,
7)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정보 교환, 8) 학술대회 관
련 광고와 전시, 9) 본 학회 발행 학술지 광고, 10) 기
타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
통증학회는 앞으로도 통증전문학회로서 세계의 통
증치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
임을 다할 것이다.

대한평형의학회는 평형장애와 어지럼증의 진료, 연
구 및 교육에 관여하는 회원 상호 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이룩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평형장애와 어지럼증
환자들을 진료하고 연구하는 이비인후과, 신경과
의사 및 기초의학자가 중심이 되어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며, 타과와의 정보교류, 통합하여 지식을 발
전시키고, 일반인과 의료인들에게 평형의학분야를
알리고 있다. 매년 2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상
시 증례회를 가지고 있으며, 연 4회의 학회지를 발
간, 기타 기획연구 및 홈페이지 활동 등을 통하여 교
육, 연구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에는 평형의학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국제학회인
바라니학회를 국내 유치하여 6월 중 서울에서 개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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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폐경학회

대한폐암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enopause

Korean Association for Lung Cancer

창

립

일 | 1992년 1월 6일

창

립

일 | 2000년 9월 7일

회

원

수 약 2,000여 명

회

원

수 | 930명

|

대표자(직위) | 이 병 석 (회장)

대표자(직위) | 조 문 준 (이사장)

대한 폐경학회는 폐경에 대한 연구를 기하며 회원
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폐경 치료의 발전을 위한
교육 활동 및 폐경과 관련한 사회 활동을 통하여 폐
경 여성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연구 활동 기반 조성 및 국제교류, 2) 회원 및
의학 연구자의 교육, 지원 및 교류, 3) 건강정보의 평
가 및 제공, 4)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캠페인, 출판물
발간 및 건강정보 제공 등의 사회적 활동을 중점 사
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 폐경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공익성
을 한층 강화하여 폐경여성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대한폐암학회는 주로 폐암에 대하여 다학제간 진료
와 연구를 활성화하고 회원 친목 및 학술교류의 장을
만들어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폐암의 예방 및 진단,
치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국민에게 전달하여 의
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
성을 위하여 1)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2) 폐암
치료 연구 및 개발, 3) 폐암의 예방, 검진, 치료에 대
한 대국민 홍보, 4) 회원 및 폐암 연구자의 지원 및
교류, 5) 폐암 국제 학회와의 교류 등 을 중점 사업
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폐암학회는 앞으로도 위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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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연구학회

Kore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Korean Society for Investigative Dermatology
(KSID)

창

립

일 | 1945년 11월 10일

회

원

수 | 2,547명

대표자(직위) | 최 지 호 (회장)

창

립

일 | 1991년 3월 23일

회

원

수 | 353명(2015년 기준)

대표자(직위) | 정 진 호 (회장)

대한피부과학회는 피부과학, 성병학에 관한 학술
활동을 하고, 지부회, 산하학회 및 연구분과위원회
를 지원하며, 회원의 지식향상과 권익옹호 및 회원
상호 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피부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
을 위하여 1) 국내 춘·추계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
회 개최, 2) 대한피부과학회지(국문)와 Annals ofDermatology (영문)학술지 발간, 3) 피부건강의날
캠페인, 4) 피부과학 연구자 연구비 지원, 5) 전공의
수련, 전문의 시험을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공익
성을 한층 강화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대한피부연구학회는 지난 25여 년간의 역사를 통하
여 우리나라 피부과학의 기초연구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젊은 교수들의
연구시작 지원 및 멘토·멘티 시스템을 통한 공동연
구지원, 2) 대형 연구비의 공동 수주를 통한 공동연
구추진의 활성화 및 연구기금 마련을 위한 학회발
전기금 모집의 활성화, 3) 학술상을 제정하여 학자
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4) 학술대회 및 리서
치캠프를 통한 학문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공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피부연
구학회는 2023년 아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피
부연구학회의 개최유치를 위하여 노력 중이며 앞으
로도 피부과학분야 기초의학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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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부학회

대한핵의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The Korean Society of Nuclear Medicine

창

립

일 | 1947년 10월 20일

창

립

일 | 1961년 12월 28일

회

원

수 705명

회

원

수 | 450명

|

대표자(직위) | 이 왕 재 (이사장)

대표자(직위) | 이 재 태 (회장)

대한해부학회는 1947년 10월 20일 설립되어 1949
년 10월 22일 학회이름을 지금의 대한해부학회로
명칭을 바꾸고 매년 10월 정기학술대회 개최를 통
해 학회 회원들 간의 학문적/인적 교류에 매진하고
있다. 1996년도에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국제해부학회(APICA)를 2018년도에는 부산으로
유치하였고, 2024년도 세계해부학회(IFAA) 유치를
추진하여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해부학용어집 4회(1978, 1990, 1996, 2005년)
발행, 해부학교과서 3회(1999, 2002, 2005년) 발행,
해부학실습지침서 발행을 통하여 의과대학 학생의
효율적인 해부학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공
식학술지인 ‘Anatomy and Cell Biology’의 과학기술
논문 인용색인(SCI) 등재 추진과 매년 학회 발전에
공헌이 큰 회원과 연구성과 우수회원에게 으뜸상과
빛날상을 시상을 통해 관련 연구 분야에서의 발전
을 도모하고 있다.

대한핵의학회는 핵의학의 연구와 그에 관한 학술발
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및 전세계의
핵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위
상을 높이고 회원 상호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학술대회, 연수교육, 집담회 개최, 2) 학술지(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및 관련 도서
의 발간, 3) 학술 진흥 및 보건 향상에 관한 기획 및
연구, 4) 전문의 양성을 위한 고시수련에 관한 사업,
5) 핵의학검사 보험정책 및 정도관리 사업, 6) 의료
용 방사선안전에 관한 연구 및 자문, 7)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핵의학
회는 학회 회원들과 더불어 상호협력 하여 핵의학
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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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혈액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Vascular Surgery

Korean Society of Hematology

창

립

일 | 1984년 4월 11일

창

립

일 | 1958년 6월 16일

회

원

수 420명

회

원

수 | 1,589명(정회원 929명, 준회원 660명)

|

대표자(직위) | 권 오 정 (이사장)

대표자(직위) | 민 우 성 (회장) / 김 선 희 (이사장)

1984년 4월 그때까지 우리나라 의학의 미개척 분야
로 알려진 말초동맥, 정맥 및 임파관계에 대한 외과
학의 발전, 보급 및 저변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당시 대한맥관외과학회로 설립된 대한혈관외과학
회는 2014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현재 400
여 명의 학회 회원과 제63차 학술대회까지 개최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의학학회이다. 지난 30여
년간 여러 선배 교수님들의 학회 발전을 위한 노력
을 이어받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혈관질환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혈관질환 치료와 관
련한 수술치료를 포함하여 중재시술을 이용한 혈관
내 치료, 다양해진 약물, 정확한 진단을 위한 혈관초
음파검사를 포함한 영상 진단, 질환별 가이드 라인
등 세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혈관
질환 분과 전문의가 시행되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한혈관외과학회는 많은 회원들이 학회 활
동을 통하여 학문적 욕구를 충족하고 학회의 위상
을 더 드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한혈액학회는 혈액학에 관한 연구와 지식을 향상
발전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연 2회의 학
술대회 개최와 국내 혈액학 관련 학회들과 함께 통
합 학술지 ‘Blood Research’ 발행, 2) 학회 산하 연구
회(Working Party)를 통한 활발한 공동 연구와 학술
정보 교환, 3) 혈액학 환자의 진료 활동에 관련된 보
험, 의료정책, 진료 가이드라인에 관여, 4) 혈액학 교
과서 발간 등 기초 및 임상 혈액학에 관한 교육, 5)
국내외 타 학회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 등을 수행하
고 있다.
대한혈액학회는 앞으로도 빠르게 발전하는 혈액학
분야 학술 활동의 발전과 다양성을 유지하고 공익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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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상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The Korean Burn Society

The Korean Society for Chemotherapy

창

립

일 | 1997년 5월 30일

창

립

일 | 1958년 6월 16일

회

원

수 정회원 467명, 준회원 606명

회

원

수 | 830명

|

대표자(직위) | 왕 순 주 (회장) / 전 욱 (이사장)

대표자(직위) | 배 현 주 (회장)

대한화상학회는 총괄적 화상 치료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정책의 확립을 통해 화상의 예방부터 이송,
급만성기의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까지의 모든 과
정을 아울러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방 및 구급 대원, 의료진, 기초연구자,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군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학술대회와 심포지엄의 개최, 정책의 제시 및
과제의 수행, 화상 예방 및 치료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배포 등을 통해 국내 화상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지속하고, 나아가 총괄적 화상 치료
를 위한 정책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화상학회는 앞으로도 위의 노력을 바탕으로 더
욱 발전하여 대한민국 화상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모든 분야에 기여할 것이다.

화학요법학회는 질환에 대한 화학요법에 관하여 지
식의 연마와 연구를 통해서 의학계와 사회에 올바
른 화학요법을 지도, 보급할 목적으로 1958년에 설
립되었다. 이후 감염질환으로부터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항미생물 화학치료법의 연구
에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을 바쳤고, 내성 미생물을
저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의 수립과 실천에 선
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 다제내성 세균 및
항균 요법에 대한 연구개발, 항생제 관리프로그램
의 개발과 보급 및 유관 기관의 협력 자문 등으로 지
속적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한화학요
법학회지를 창립 25주년에 창간하여 연 2-4회 발간
했고, 2003년부터는 대한감염학회와 함께 ‘Infection & Chemotherapy’를 격월로 공동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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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The Korean Society of Laryngology,
Phoniatrics and Logopedics

The Korean Society for Thoracic
& Cardiovascular Surgery

창

립

일 | 1980년 10월 8일

창

립

일 | 1967년 12월 16일

회

원

수 | 430명

회

원

수 | 1,368명

대표자(직위) | 손 영 익 (회장)

대표자(직위) | 박 창 권 (회장) / 심 성 보 (이사장)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는 후두음성언어의학의
진보 발전에 기여하며 학문을 통하여 회원 상호 간
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달
성을 위하여 1) 학회지의 발행, 2) 학술대회, 강연회,
워크숍의 개최, 3) 외국학회와의 교류 등을 중점 사
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흉부 및 심장혈관외과(성인심
장, 소아심장, 일반흉부, 혈관파트의) 의학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술기를 개발하는 학술활
동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함
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새로운 학문과 신기
술 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학술지 발
간, 국제교류, 2) 보건의료정책 연구 및 개발 활동,
의학정보의 평가 및 제공, 3) 회원의 지원 및 교류,
전공의의 수련, 4)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옹호
를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흉부외과학
회는 앞으로도 회원 친목과 권익옹호 및 학회 발전
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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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Korean Society fo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The Korean Association of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

창

립

일 | 1948년 6월 1일

창

립

일 | 1992년 11월 6일

회

원

수 | 12,671명

회

원

수 | 584명

대표자(직위) | 유 명 희 (회장)

대표자(직위) | 박 일 영 (회장) / 서 경 석 (이사장)

생화학분자생물학회는 국내 생화학분야 最古의 역
사를 자랑하는 학술단체로서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회 학술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 및 인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설립 의의
를 두고 있다.
지난 2010년 의학 분야의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와 자연과학분야의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통
합하여 생화학분자생물학회로 재출범하였다.
매년 연 1회의 국제학술대회와 3회의 국내학술대
회, 1회의 교육 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 의학
분야 최고의 피인용지수를 나타내는 EMM (SCI,
NPG저널)과 아시아 최초의 Reports 형식으로 발간
하는 BMB Reports (SCIE), 2종의 학술저널을 발간
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학술교류를 위하여 국제 연
맹인 IUBMB와 FAOBMB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간담췌외과학회는 간담췌 질환에 대한 연구 정
보의 공유, 교육 및 수련 등을 통하여 회원 모두의 공
통 최선 진료를 추구함으로써 간담췌 질환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정기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2) 의학 연구자의 교육
및 지원, 3) 간담췌 외과의 표준수술수기 정립과 발
전을 위한 사업 추진과 운영, 4) 국제 교류를 중점 사
업으로 수행한다.
한국간담췌외과학회는 앞으로도 간담췌 질환에 대
한 새로운 치료 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하여 학
문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200

회원학회 · 협의회 소개

한국농촌의학 · 지역보건학회

한국뇌신경과학회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edicine &
Community Health

The Korean Society
for Brain and Neural Science

창

립

일 | 1975년 5월 1일

창

립

일 | 1998년 12월 3일

회

원

수 | 460명

회

원

수 | 1,280명

대표자(직위) | 이 경 수 (회장)

대표자(직위) | 강 봉 균 (교수)

1975년에 설립된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는 농
촌지역과 지역사회 보건학을 연구하는 대표적 학술
단체이며, 학계와 보건분야 현장의 전문가들이 공
동으로 학술연구와 보건사업을 통하여 국민 건강증
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회이다. 주요활동
은 1) 농촌의학과 지역보건에 관한 학술대회, 집담
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2) 학술지 발간, 3) 지역보건
관련 기관과 조직의 연계 촉진, 4)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대상자 발굴하여 ‘효석농촌보건
의료봉사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5) 국제농촌보건의
료학회의 한국지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는 학술활동, 보건사업
현장전문가에 대한 연수교육, 학계와 현장 전문가
의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하여 농촌과 도시지역의 국
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뇌신경과학회는 뇌 및 신경과학과 관련된 연구
를 수행하는 회원들의 집합체로서 신경해부학, 신
경생리학, 신경학, 신경외과학, 정신과학 등 의학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 심리학, 생물
학, 생화학 등 의학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들로 구성되어 있다.
1992년 5월 한국신경과학학회와 한국신경생물학회
가 설립이 되어 약 5년 동안 두 학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 오다 1998년 한국뇌신경과학회란 명칭
아래 신경과학의 연구와 학문적 교류를 통하여 신
경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매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제적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공식 학술지인 Experimental Neurobiology는 연 6회 영문으로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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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초음파학회

한국역학회

Korean Society of Echocardiography

Korean Society of Epidemiology

창

립

일 | 1993년 2월 15일

창

립

일 | 1979년 2월 17일

회

원

수 정회원 1,671명, 준회원 179명,

회

원

수 | 889명

|

명예회원 7명(총 1,857명)
대표자(직위) | 박 승 우 (이사장)
한국심초음파학회는 우리나라 심초음파학의 발전
을 목적으로 하여 1) 심초음파학의 연구 조성 사업
수행, 2)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4)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을 개최 및 후원, 5) 학회지 (JCU) 및 기타 관련 도
서 발간, 6) 인증의 및 지도인증의와 관련된 교육 수
련 인증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심초음파학회는 향후 변화하는 의료 환경의 중
심에서 심초음파 영상 진단의 혁신을 위한 선구자
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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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직위) | 정 해 관 (회장)

한국역학회는 1979년 2월 17일 인구집단의 질병과
건강수준을 기술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질병의 효과
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하는 과학적인 연구 수행과
그 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본 학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회원 상호 간 학술교류에 기여하
고 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역학연수교육, 외국학회
와의 교류, 국민건강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와 전문
가 자문 등 본 회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1979년 11월 한국역학회지가 창간되어
2009년 10월 영문 open access online 잡지인 ‘Epidemiology and Health’로 개편, 국제적인 학술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학회는 메르스 유행 등 국민
건강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빅데이터를 포함한 자료분석능력을 갖춘 전
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정책결정 및 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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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방암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Korean Breast Cancer Society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창

립

일 | 1996년 1월 13일

창

립

일 | 1997년 11월 24일

회

원

수 1,321명

회

원

수 | 419명

|

대표자(직위) | 정 성 후 (회장) / 한 세 환 (이사장)

대표자(직위) | 허 대 석 (회장)

한국유방암학회는 유방암에 관한 연구 및 지식의
교환을 목적으로 1996년 1월 13일에 창립된 유방연
구회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1999년 6월 19일 유방암
학회로 발전되었다. 유방암 예방, 진단, 치료 등 폭
넓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학제 회원들에게 학술 활
동을 통한 학문적 발전을 모색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호 간의 친목과 국내외 교류를 통하
여 유방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력
하고 있다. 매년 국제학회인 세계유방암학회
(GBCC)를 개최하고 있으며, SCIE 논문인 Journal
of breast cancer와 국내학술지 Journal of breast
disease를 발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방암백서, 한
국 유방암 진료 권고안, 일반인을 위한 유방암 상식
발간뿐 아니라 유방암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매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한국의료계에서 발생하는 윤
리문제를 파악하고 윤리기준을 제고하여 우리 사회
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 24일에 창
립된 학회이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상기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1) 윤
리적 논쟁점에 대하여 의료인과 일반인의 관심을
제고함, 2) 효율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3) 한국의 의료 환경에 합당한 의료윤리 지침
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노력, 4) 국내외 관련 전문분
야와 협력하여 의료윤리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
5) 관련 정책개발에 적극참여 등이 본 학회의 중점
활동이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
문성과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여 한국의 의료윤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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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Korean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창

립

일 | 1994년 3월 9일

창

립

일 | 1983년 5월 6일

회

원

수 12,107명

회

원

수 | 515명(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전체)

|

대표자(직위) | 오 병 희 (회장)

대표자(직위) | 이 정 애 (회장)

본 학회는 ‘의료 질 향상’이라는 공통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의료, 경영, 산업, 행정 등 다양한 분야 및 직
종의 연구자들이 학술적 교류를 하는 기관이다. 특
히 환자안전법 시행에 앞서 21년간 환자안전과 질
향상 관련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그 콘텐츠와 전문
성을 백분 활용하여 환자안전 전담자 전문교육을
실시하려고 한다.
또한, 의료 질 분야의 우수 외국서적을 번역하고, 국
내 의료의 질 향상 과정과 성과를 정리한 도서 출간
등 학술 사업의 확장을 계획 중이다.
본 학회는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분야의 중심적인
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며, 국내 의료 질 위상을
국외로 전파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학교육학회는 1983년 5월에 창립하여 1989
년부터 본격적인 학회활동을 시작하였다. 본 학회
의 목적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위
하여 의학교육의 제도, 목표, 내용, 방법 및 평가와
이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과학
적인 연구와 그 지식을 보급하고자 하는 데 있다.
1989년 3월 제1차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총 31차 학
술대회를 개최하였고, 1989년 6월 학술지 창간호를
발간한 후 학술지 국제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2015년 5월에 MEDLINE에 등재되었다. 또한 의학
교육전문가들의 발전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의학교
육지원단, 의학교육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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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물리학회

한국정신분석학회

Korean Society of Medical Phys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analysis (KAPA):
Study Group and alled Center of the IPA

창

립

일 | 1990년 9월 22일

회

원

수 | 639명

창

립

일 | 1980년 5월 6일

대표자(직위) | 한 영 이 (회장)

회

원

수 | 277명

대표자(직위) | 최 인 근 (회장)

본 법인은 의학물리학에 관한 연구 및 응용과 국내
외 관련단체와 학술교류를 통해 의학의 발전과 인
류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
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
을 위하여 1)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학술
지 발간, 2) 의학물리학에 관련된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력, 3) 의학물리학에 관련된 연구 및 교육
등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
국의학물리학회는 앞으로도 의학물리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정신분석학회는 정신분석 및 정신치료의 연구
와 교육을 통해 학문적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회원
에 대한 교육 분석, 2) 정신분석 및 정신치료에 관한
학술 모임 개최, 3)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간행, 4)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 목적의 사업,
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인접 관련 학술단체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6) 국제정신분석학회 및 그 산하
학회와의 교류 증진 등을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정신분석학회는 정신분석학과 정신치료
학 분야에서 임상적 그리고 과학적 이해와 능력배
양을 지향하고 있으며 국제적 교류를 통하여 한국
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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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신체의학회

한국정신치료학회

Korean Psychosomatic Society

Korean Academy of Psychotherapists

창

립

일 | 1992년 6월 20일

창

립

일 | 1974년 2월 19일

회

원

수 340여 명

회

원

수 | 150명

|

대표자(직위) | 이 광 헌 (회장)

대표자(직위) | 임 효 덕 (회장)

한국정신신체학회는 건강과 질병의 생물학적, 정신
적, 행동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 간의 과학적인 다양
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정신장애 및 신체
질환이 동반된 정신장애의 정신사회적 치료를 위한
의학적 서비스, 교육 및 2) 정신신체전문가과정 교
육을 통해 정신신체 전문가의 양성을 해오고 있으
며, 3) 자문-조정의학에 사용할 표준적인 협진 진료
기록지를 개발하는 등 통합적 치료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4) 학술대회 개최, 학술
지 발간 및 국제 저명한 정신신체학회와의 학문 교
류를 통해 국제적인 흐름과 최신 지견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정신신체학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정신신
체의학과 관련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본회는 1974년 ‘정신치료사례연구회’를 발족하고
1976년 ‘한국정신치료연구회’로 개칭하여 소암 이
동식 선생을 초대회장으로 모시고 발기 총회를 가
졌으며 1979년 ‘한국정신치료학회’로 개칭하여 오
늘에 이르고 있다. 정신치료의 학문적 연구와 치료
자의 자질 및 치료기술의 향상,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며 서양의 정신치료와 동양의 道를 융합한 소암
이동식 선생의 ‘道정신치료’의 전승과 연구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기 학술대회와 워크숍, 월례사
례발표회, 도정신치료총정리반, 중진반, 정신치료
연찬회, 동양고전강독 등의 학술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1994년 제16차 국제정신치료학회와 2004년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포럼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국제학술대회 참여 및 국제 학술교류
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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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학회 · 협의회 소개

한국조직공학 · 재생의학회

한국지질 · 동맥경화학회

Korean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Society

The Korean Society of Lipidology
and Atherosclerosis

창

립

일 | 1998년 6월 18일

창

립

일 | 1990년 11월 29일

회

원

수 | 1,230명

회

원

수 | 1,288명

대표자(직위) | 조 인 호 (회장)

대표자(직위) | 김 덕 경 (회장) / 박 경 수 (이사장)

한국 조직공학재생의학회는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
에 관한 학문 및 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과학
및 의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
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1)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
간, 연구활동 기반 조성 및 국제교류, 2) 회원 및 신진
학술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 3)
내외의 관련 학회와의 연락 및 협력활동, 4) 공익사
업의 협찬, 건의 및 조직공학재생의학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본 학회는 과학과 의학의
융합 연구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련 학
회와의 긴밀한 교류와 정보 교환을 통하여 서로 다른
분야의 학자들 간의 공동연구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데 학회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비록 타학회에 비
하여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2009년 세계대회,
2014년 아시아 태평양 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지는
2008년에 SCIE 에 진입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한국과학기술 총연합
회에 가입하고 2011년에는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
아 명실공히 과학과 의학의 융합연구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국 조직공학재생의학회는 앞으로도
학회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여 과학과 의
학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지질대사 및 동맥경화증
에 대한 연구와 교육, 예방과 치료에 복무하는 전문
가들의 모임으로서, 올바른 질병 예방법을 일반인
에게 알리고, 표준화된 치료법과 최신 정보를 임상
의 및 연구자들에게 전달하며, 질병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고취하고자 한다. 주요사업으로 연구의 장
려 및 조성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학술회지 및 기
타 출판물을 발간한다. 또한, 연구 발표회 및 학술강
연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 연락과 제
휴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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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혈전지혈학회

한국항공우주의학회

The Korean Society on Thrombosis
and Hemostasis (KSTH)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창

립

일 | 1991년 4월 20일

회

원

수 | 1,681명

대표자(직위) | 하 윤 (회장)

한국항공우주의학회는 국내에 유일한 항공우주의
학 관련 학회로써 불모지와 같은 항공우주의학분야
를 개척하여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1년도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항공종
사자 항공신체검사 발급 및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항공전문의사
회원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며 비행안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본 협회는 항공우주의학 전문지인 항공우주
의학 학술지(Korean Journal of Aerospace Environmental Medicine)를 연 3회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연구 발표 및 학술 교류를 하
고 있습니다. 협회 산하에 항공우주의학회, 항공간
호학회, 항공인적요인학회가 있어 각 분야에서 활
발히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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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립

일 | 1991년 2월 22일

회

원

수 | 대략 400명

대표자(직위) | 윤 성 수 (회장)

한국혈전지혈학회는 1991년 혈전이나 출혈 등 혈액
응고 및 혈관생리에 관련된 학문을 발전시키고, 논
의하는 장을 만들어 다양한 기초과학 및 임상 과학
관련분야 연구자들의 활발한 지식교류와 함께, 학
문연구 및 임상에서 필요한 지침을 제시할 목적으
로 창립되었다. 최근의 국내의 동맥 및 정맥 혈전성
질환 환자의 증가와 새로운 항혈전제들의 개발과
사용, 혈우병 등 선천적 출혈 이상 질환의 괄목할 치
료의 발전 등은 이들 질환의 예방과 전문적 치료 및
기초 연구들에 대한 본 학회의 분발을 요구하고 있
습니다. 1)정기학술대회 개최: 춘계, 추계학술대회,
집담회 개최, 2) 정기학술지 발행: 연 2회(5월, 11월),
3) 기타활동: 정맥혈전연수강좌(공동주최) 2015년
부터 개최, 세계혈전의날 행사 - 2014년부터 개최.

회원학회 · 협의회 소개

한국호스피스 · 완화의료학회
Korean Society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창

립

일 | 1998년 7월 4일

회

원

수 | 788명

대표자(직위) | 최 윤 선 (이사장)

한국호스피스 · 완화의료학회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의 학문적 발전과 말기 환자의 삶의 질과 국민의 복
지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학술연구
발표회 및 학술토론회의 개최, 각종 학술지 및 간행
물 발간, 전문가양성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계자
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교육,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관한 홍보활동,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정책자문, 국내외 관련 단체 및 기관과
의 교류 및 정보교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공
동연구,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
타 사업 등을 수행한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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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초의학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Basic Medical Scientists
창

립

일 | 1989년 8월 2일

회

원

수 | 10개 기초의학 학회

대표자(직위) | 조 양 혁 (회장)

대한기초의학협의회는 기초의학관련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 우리나라의 의학수준을 선진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협의회는
기초의학 관련학회를 대표하여 대한의학회 산하 협의회로 활동하면서,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 기초의학 분야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대정부 정책 건의
2. 국가주도 추진 연구과제 도출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3. 기초의학 학술대회 개최
4. 제반 목적사업에 관련한 조사 연구
5. 국내외 정보교환 및 홍보 간행물 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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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학회
회원학회· 협의회
· 협의회소개
소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창

립

일 | 1996년 2월 22일

회

원

수 | 254개 학술지 단체회원

대표자(직위) | 홍 성 태 (회장)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는 의학 학술지 편집, 발간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 규
정을 협의함으로써 국내 발행 의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 이를 통한 의학발전 기여를 목적
으로 설립된 대한의학회 산하 협의회이다. 1996년 2월 22일 회원 51명이 모여 창립하였고
올해로 20주년이 되었다. 회원구성은 2016년 7월 현재 의학을 비롯한 치의학, 수의학, 간호
학, 영양학, 생명과학 분야 등 총 254종 학술지 단체회원, 개인회원 44명, 특별회원 16곳이다.
6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기획평가위원회는 학술지 수준 평가사업,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개발; 정보관리위원회는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인 KoreaMed, Synapse와 관련된 제반사업
수행; 교육연수위원회는 의학학술 논문작성, 논문심사, 학술지 편집 등에 관한 교육사업
수행; 출판윤리위원회는 출판윤리,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수행; 운영위원회는 의편협
재무, 회원자격 심사, 회원 상호 간의 협력 증진, 기타 업무 수행; 국제협력위원회는 아태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APAME), 서태평양지역 인덱스메디쿠스(WPRIM) 등과 학술지
국제협력, 교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초기에는 학술지 웹사이트 제작, 학술지 평가기준 설정과 평가, 투고규정 모델개발 등을
위주로 활동하였다. 국내 학술지 대부분이 국제 색인지에 등재되지 않아서 인용이 거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자체 색인 웹사이트인 KoreaMed를 1997년 개발을 시작하여 2001년
부터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점차 등재 논문의 수가 증가하여 2016년 7월
현재 227개 국내학술지의 논문 초록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2008년도에는 자회
사인 XMLink를 설립하고, 웹에서 온라인으로 논문 전문을 제공하면서 Crossref DOI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Synapse를 구축하였다. 2016년 7월 현재 137개 학술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1년 시작된 국내 학술지 인용지수인 KoMCI는 현재 이 데이터베
이스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학술지 온라인출판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KAMJ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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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가 2016년 7월 현재 81종이다. 그간 의편협의 활동에 힘입어 회원 학술지들이 대거
국제색인지에 등재되어 MEDLINE 23종, PMC 99종, SCI(E) 34종, Scopus 79종이 등재
되었다.
2016년도에 창립 20주년을 맞아 활동을 정리하고 미래를 위한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Vision
Mission
Core value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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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 human life through the advancement of the medical sciences
Create and provide innovative and sustainable platforms for editors and
researchers through the quality editing and publishing
Interact, innovate, impact
Guide editors and researchers,
Support quality journal publishing,
Provide authoritative and transparent information,
Enhance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Expand networking and cooperation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대한의학회는 의학 학술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학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그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견인하는 조직이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학회의 창립자, 대표자 혹은 임원으로서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해 묵묵히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
그 결과,
학문의 발전과 학술 업적의 교류
그리고 후진 양성의 밑바탕이 튼튼하게 마련되어
오늘날 우리나라 의학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 것 또한
대한의학회가 해야 할 일이라 할 수 있다.
대한의학회는
학술단체에서의 활동과 업적을 우선적인 선정 기준으로 삼아
명예의 전당을 설립하였다.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故고병간

고윤웅

故곽현모

1899-1966

1939-

1926-2014

우리나라 외과 및
흉부외과학의 개척자

회원학회 발전과 전문의고시의
평가방법 및 제 규정을
정비한 의학자

산부인과학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의학자

(헌정일: 2012. 03. 29)

(헌정일: 2011. 03. 29)

(헌정일: 2014.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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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권이혁

故기용숙

故김기호

1923-

1905-1974

1922-2014

교육행정가로서
평생 교육계와 학문발전에
헌신한 교육자

한국의 미생물학 발전과
후학교육에 생애를 바친
교육자

결핵 진료와
스포츠의학을 위해
헌신한 의학자

(헌정일: 2014. 04. 08)

(헌정일: 2012. 03. 29)

(헌정일: 2011. 03. 29)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故김기홍

故김광우

故김동익

1921-1986

1936-1999

1900-1987

혈액은행 설립 등
헌혈운동의 선구자,
임상병리학의 초석을 다진
의학자

중환자 치료 체계 수립에 헌신

우리나라 내과학의
태동과 발전을 주도한 교육자

(헌정일: 2013. 03. 26)

(헌정일: 2013. 03. 26)

(헌정일: 2014.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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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두종

故김명선

김병수

1896-1988

1897-1982

1936-

한국의학사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의사학자

우리나라 생리학과
의학교육을 위해 헌신한
의학자의 표상

다학제 치료법으로
종양학의 새 지평을 연
의학자

(헌정일: 2010. 03. 29)

(헌정일: 2010. 03. 29)

(헌정일: 2014. 04. 08)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故김상인

故김석환

故김성환

1928-2011

1908-1985

1904-1991

진단검사의학을 개척한 의학자

산부인과학 발전과
국내 부인암 조기진단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의학자

우리나라 피부과학의
기초를 확립하고,
대한의학회의 창립을 주도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한 의학자

(헌정일: 2011. 03. 29)

(헌정일: 2016. 03. 29)

(헌정일: 2010.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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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경

김영명

故김영택

1920-

1935-

1912-2002

우리나라 비뇨기과학의
훌륭한 스승이자 선구자

의학교육 분야 및
대한의학회 회장으로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의학자

우리나라 소아과학과
소아과학회를 체계화하고
발전시킨 존경받는 큰 스승

(헌정일: 2014. 04. 08)

(헌정일: 2011. 03. 29)

(헌정일: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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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김용일

故김주완

김진환

1935-

1929-2015

1934-

소화기병리학 발전과
우리나라 의학교육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 병리학자

초음파의학을 개척한 의학자

성형외과학 특히 미세수술
및 미용성형수술의 개척자

(헌정일: 2015. 03. 24)

(헌정일: 2012. 03. 29)

(헌정일: 2014.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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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김채원

故김홍기

故나복영

1926-

1919-2002

1924-2015

정신약물학을 개척하고
정신의학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 의학자

우리나라 이비인후과학
연구와 후진양성, 그리고
대학병원의 역할 정립에 헌신

우리나라 최초 여성 해부학자

(헌정일: 2014. 04. 08)

(헌정일: 2013. 03. 26)

(헌정일: 2016. 03. 29)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故나세진

故명주완

문국진

1908-1984

1905-1977

1925-

우리나라 해부학의 선구자

한국정신의학, 보건의학
발전에 이바지한 지식인

법의학 발전의 초석을 다진
법의학사의 산증인

(헌정일: 2012. 03. 29)

(헌정일: 2014. 04. 08)

(헌정일: 2010.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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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근

박수성

박용휘

1927-

1929-

1930-

우리나라 청소년 정신의학
연구와 후진양성, 그리고
의학교육 개혁과 대학 발전을
주도한 교육행정가

대학과 기관의 행정을 혁신한
교육행정가

학문연구와 학회의 국제화를
선도한 의학자

(헌정일: 2015. 03. 24)

(헌정일: 2015. 03. 24)

(헌정일: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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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故박주병

박찬일

故백인제

1902-1985

1943-

1899-납북

최초의 한국인 약리학자이자
군진의료 및 의무행정가로
큰 업적을 남긴 의학자

방사선종양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선도한 개척자

각급 의사조직과 학회의
결성으로 외과학계의
기초를 다진 선각자

(헌정일: 2014. 04. 08)

(헌정일: 2014. 04. 08)

(헌정일: 2012.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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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서병설

故신정순

故신한수

1921-1991

1927-2013

1919-1970

국내 기생충학교실 창설의
주역으로 오로지 기생충학
교육과 기생충병퇴치에
생애를 바친 의학자

재활의학회를 창립하고
장애인 재활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 의학자

산부인과학을 비롯한
한국 의학 및 의료제도의
현대화에 기여한 의학자

(헌정일: 2014. 04. 08)

(헌정일: 2014. 04. 08)

(헌정일: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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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심봉섭

故심상황

故심호섭

1926-

1909-1972

1890-1973

혈청 단백질에 관한 연구에
전념하며, 국내 기초의학
연구를 선도한 생화학자

우리나라 예방의학 발전의
터전을 일군 의학자

내과학회, 서울의대,
대한의사협회의 개척자로서
국가에 큰 공헌

(헌정일: 2011. 03. 29)

(헌정일: 2011. 03. 29)

(헌정일: 2010.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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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안용팔

양재모

故오긍선

1926-1990

1920-

1878-1963

우리나라 재활의학을
개척하고, 대한재활의학회
창립을 주도한 의학자

예방의학의 태두로서,
가족계획의 국제적 최고
권위자

(헌정일: 2016. 03. 29)

(헌정일: 2014. 04. 08)

국내 피부과학교실
창설의 주역이며
세브란스의전
한국인 초대학장
(헌정일: 2010.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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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故오정희

오흥근

유재덕

1926-1995

1929-

1930-

우리나라 재활의학의 선구자

우리나라 마취통증의학과
중환자의학을 개척하여
정착시킨 의학자

우리나라 최초의
성형외과 의사

(헌정일: 2015. 03. 24)

(헌정일: 2012. 03. 29)

(헌정일: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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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윤일선

故윤치왕

故이갑수

1896-1987

1895-1982

1893-납북

우리나라 과학계를
태동시킨 학자이며,
한국 최초의 병리학자

우리나라 산부인과학과
군진의학 분야의 개척자

우리나라 생리학회의 창시자

(헌정일: 2009.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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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일: 2011. 03. 29)

(헌정일: 2010. 03. 29)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故이기영

故이동식

故이문호

1914-2002

1920-2014

1922-2004

평생 DNA 연구와 생화학에
정열을 바친 진정한 학자

우리나라 역동정신치료의
효시로 정신치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선구자

한국 현대의학의 태동을
견인한 학자이며,
대한의학회 탄생의 주역으로
의사국가시험 제도를 정착시킨
의학계의 큰 스승

(헌정일: 2010. 03. 29)

(헌정일: 2011. 03. 29)

(헌정일: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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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故이선근

故이영균

1932-

1900-1966

1921-1994

정신의료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의학자

본격적으로 소아과학을
연구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아과 의사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심장수술의 개척자

(헌정일: 2016. 03. 29)

(헌정일: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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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일: 2012. 03. 29)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이영호

故이용각

故이우주

1932-

1924-2016

1932-2007

수부외과학 개념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개척자

혈관외과학과 기관이식 분야를
개척하여 외과학 발전에
기여한 의학자

선진 약리학을 섭렵하고
한국 약리학의 터전을 닦은
대학자이며 교육행정가

(헌정일: 2015. 03. 24)

(헌정일: 2014. 04. 08)

(헌정일: 2014.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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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복

이정균

故이종륜

1927-

1929-

1902-1965

우리나라에 진단병리가
뿌리를 내리고, 병리학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병리학자

정신의학 연구에 전념하고,
사회정신의학과 임상약리학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의학자

의학자의 가야 할 길을
몸소 실천한 생리학계의 대부

(헌정일: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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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일: 2016. 03. 29)

(헌정일: 2010. 03. 29)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故이주걸

故이학송

장우현

1914-2006

1907-1981

1931-

우리나라 신경외과학
개척의 선구자

우리나라 비뇨기과학을
정립한 선구자

미생물학 및 면역학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학자

(헌정일: 2013. 03. 26)

(헌정일: 2012. 03. 29)

(헌정일: 2012.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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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故전종휘

故정일천

1931-

1913-2007

1906-1993

우리나라 산부인과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의학자

우리나라 전염병 연구에
전념하며, 의학교육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의학계의 큰 스승

해부학의 큰 기둥이며,
의학교육자로서 국가발전에
큰 공헌

(헌정일: 2012. 03. 29)

(헌정일: 2010.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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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일: 2010. 03. 29)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故조규상

故조동수

조승열

1925-2013

1908-1994

1943-

직업환경의학을 개척한
선구자이자 탁월한 교육행정가

우리나라 의학교육 정착에
생애를 바친 의학교육자

(헌정일: 2014. 04. 08)

(헌정일: 2011. 03. 29)

뛰어난 기생충학자이자
국내 의학학술지의
세계화에 기여한 의학자
(헌정일: 2014.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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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조중삼

故주근원

故지제근

1913-1980

1918-2012

1938-2014

우리나라 영상의학의 선구자

우리나라 비뇨기과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훌륭한 학자

우리나라 의학용어 정립 및
신경병리학과 소아병리학의
개척자

(헌정일: 2011. 03. 29)

(헌정일: 2014. 04. 08)

(헌정일: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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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하인호

한만청

故한심석

1928-

1934-

1913-1983

임상마취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마취과 역사를
바로 세운 의학자

영상의학에 중재적
시술 개념을 도입하고 학회의
국제화에 기여한 의학자

간 질환 연구의 개척자

(헌정일: 2012. 03. 29)

(헌정일: 2014. 04. 08)

(헌정일: 2012.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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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故한용철

홍창의

1930-1999

1923-

탁월한 교육자,
뛰어난 의료 행정가로
활동한 의학자

소아과학의 세분화를
주도하며, 소아과학 연구와
교육에 열정을 가진 학자

(헌정일: 2012. 03. 29)

(헌정일: 2011. 03. 29)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1983_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

1983_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

243

50 년사

1983_전문의 자격시험 2차 구술시험

1983.11.17-18_전공의 수련지도에 관한 워크숍

244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1983.12.02_의대 기초의학 기준안 공청회

1985.03.28_1985년도 분과학회협의회 정기 평의원회

245

50 년사

1985.04_병원표준화 및 수련교육 워크숍

1985.08_제25차 종합학술대회 준비 워크숍

246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1985.08_의사 국가고시 문제 정리작업

1986.10_보사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로 발족된 의료관리위원회의 초도회의

247

50 년사

0987.09.18_의학용어 통일화 세미나

1998.11.26_제8회 분쉬의학상 시상식

248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1998.11.26_제8회 분쉬의학상 시상식

1999.03.13_심포지엄 동서의학 교섭의 역사

249

50 년사

1999.07.15_청봉 이문호 명예회장 흉상 제막 기념식

1999.07.15_청봉 이문호 명예회장 흉상 제막 기념식

250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1999.11.25_제9회 분쉬의학상 시상식

1999.11.25_제9회 분쉬의학상 시상식

251

50 년사

2001.10_제17대 대한의학회 임원

2002.11.14-15_대한의학회 제1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252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2003.03.21_제17-18대 회장 이·취임식

2003.03.21_제18대 대한의학회 출범

253

50 년사

2003.05.13_대한의학회 임·위원 워크숍

2003.09.29_전문의 적정 수급을 위한 대토론회

254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2003.12.04-05_대한의학회 제2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수료증 수여

2004.02.16_전문의자격시험 전문과목별 수석합격자 시상식

255

50 년사

2004.03.19_회원학회 현황판 제막식

2004.03.19_회원학회 현황판 제막식

256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2004.04.30_대한민국의학한림원 창립총회

2004.10.19_쉐링임상의학상 제정 조인식

257

50 년사

2004.11.25_제14회 분쉬의학상 시상식

2004.12.09_故 이문호 명예회장 영결식

258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2005.03.24_대한의학회 정기총회

2005.03.24_제1회 쉐링임상의학상 시상식

259

50 년사

2005.05.13_제31차 종합학술대회

2005.05.13_제31차 종합학술대회

260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2005.05.13_제31차 종합학술대회

2005.06.28_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인증서 전달

261

50 년사

2005.11.12_시험문항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세미나

2005.11.24-25_대한의학회 제4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262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2006.01.09_전문의시험 1차 선택작업

2006.01.12_전문의시험 감독위원 오리엔테이션

263

50 년사

2006.02.21_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

2006.02.21_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

264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2006.03_제18대 대한의학회 임원

2006.03.29_제18-19대 회장 이·취임식

265

50 년사

2006.03.29_제18-19대 회장 이·취임식

2006.03.29_제2회 쉐링임상의학상 시상식

266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2006.04.20-21_대한의학회 제19대 임원 워크숍

2006.09.01_통계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267

50 년사

2006.09.08_전문의자격시험 2차 실기시험 개선에 관한 세미나

2006.09.28_대한의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268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2006.09.28_대한의학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2006.11.15_제16회 분쉬의학상 시상식

269

50 년사

2006.12.19_임상진료지침 심포지엄

2006.12.21_회원학회 학술활동 평가기준 설명회

270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2007.01.13_전문의자격시험 1차 주관식 채점작업

2007.02.03_사단법인 대한의학회 창립총회

271

50 년사

2007.02.09_WHO, WPRO 마닐라 회의

2007.03.02_장애평가기준 개발 워크숍

272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2007.07.13_KISTI-KAMS 업무협약 체결

2007.08.02_한국방송작가협회 건강강좌

273

50 년사

2007.12.01_신경해부학 통합강좌 조별실습

2008.02.21_WHO 상해 Meeting

274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2008.09.04_가송의학상 제정 협약식

2008.09.23_분쉬의학상 역대 수상자의 밤

275

50 년사

2009.03.07_Harmonization of Modern and Traditional Medicine

2009.04.10_제20대 임원 워크숍

276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2009.11.03_전공의교육 관련 일본 교수 방문

2010.07.09_Harmonization of Modern and Traditional Medicine

277

50 년사

2010.09.03_JKMS 학술지 발전 워크숍

2010.11.17_분쉬의학상 운영위원회 인물 사진전

278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2010.11.17_제20회 분쉬의학상 시상식

2011.03.08_공정경쟁규약 관련 회원학회 설명회

279

50 년사

2011.11.29_제10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2012.03.29_제21대 대한의학회 회장 이·취임식

280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2012.05.11_제21대 임원·위원 워크숍

2012.11.22_제11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281

50 년사

2013.02.05_대한의학회·질병관리본부 업무 협약식

2013.02.13_대한의학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업무 협약식

282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2013.04.16_연구센터 현판식

2014.11.11_대한의학회 수련·평가센터 연구센터 개소식

283

50 년사

2014.11.28_제13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2014.12.23_대한의학회·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업무 협약식

284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2015.01.09_제58차 전문의자격시험 선택작업 오리엔테이션

2015.03.24_제22대 대한의학회 회장 이·취임식

285

50 년사

2015.06.25_‘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토론회

2015.07.30_Post MERS 대책 마련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공동 토론회

286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회 50년

2016.06.09_건강정보 아카데미

2016.07.02_임상진료지침 개발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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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의학회 정관
2. 대한의학회 연혁
3. 대한의사협회 의학회 회칙
4. 대한의학회 창립 정관
5. 대한의학회 정관 개정 연혁 및 내용
6. 대한의학회 출판자료 목록
7. JKMS 발간 현황
8. 학회(전문과목) 명칭 개정 현황
9. 회원학회 신규 가입 현황
10. 회원학회 분류 변경 현황
11. 사무국 변천과 연도별 직원 현황
12. 대한의학회 CI

회원학회 · 협의회 부록
소개

대한의학회 정관
제 정 : 1966. 9. 8. (창립준비위원회 회칙)
1966. 10. 6. (창립평의원회 회칙)
개 정 : 1966. 11. 24. / 1967. 3. 15. / 1974. 4. 8. / 1976. 4. 13. / 1981. 4. 1. /
1982. 4. 21. / 1987. 4. 1. / 1988. 9. 19. / 1995. 2. 23. / 1995. 5. 18. /
1997. 4. 11. / 1999. 7. 22. / 2001. 6. 14. / 2002. 5. 30. / 2004. 6. 22.
재제정 : 2007. 2. 3. (사단법인 창립총회 정관)
2007. 5. 31. (사단법인 설립허가 정관)
개 정 : 2009. 3. 19. (2009. 4. 30. 허가)
개 정 : 2011. 3. 29. (2012. 1. 27. 허가)
개 정 : 2012. 3. 29. (2012. 5. 4. 허가)
개 정 : 2013. 3. 26. (2013. 5. 7. 허가)
개 정 : 2016. 3. 29. (2016. 7. 8. 허가)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및 사무소)

이 회는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KAMS)로 하며,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번지에
둔다. <개정 2013.3.26.>
제 2 조 (목적)

의학회는 의학연구의 기반조성과 회원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의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개발을 통해 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6., 2016.3.29.>
제 3 조 (사업)

의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3.29., 2013.3.26., 2016.3.29.>
1.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연구활동 기반 조성, 국제교류 등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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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정보의 평가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회원 및 의학 연구자의 교육,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제도 연구, 세부·분과전문의 운영을 포함한 졸업 후 의학교육과 관련
된 제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등)

① 의학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19., 2011.3.29., 2013.3.26.,
2016.3.29.>
1. 정회원: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학회로 한다.
2. 준회원: 준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관리규정의 ‘학회지 및 학술활동 평가’를
통과 후 정회원의 자격을 획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사회에서 한시적으로 인정한 학회로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의학회는 회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실을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이하 “대한의사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신설 2012.1.27., 개정 2013.3.26.>
③ 회원 인준, 심사 및 분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의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원 권리의 행사는 회원의 대표 또는 회원이 지정하는 자가 행사한다. <개정 2013.3.26.,
2016.3.29.>
② 회원은 정관과 의학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입회금·연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3.26.>
③ 회원은 의학회 정관에 준하여 회칙을 제정하며, 학회 명칭 및 회칙의 개정은 의학회 이사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학회 명칭 및 회칙 개정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3.29., 개정 2013.3.26.>
④ 회원은 매년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예결산 사항 등이 포함된 학회 활동 사항과 의학
회의 총회가 의결로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6.>
제 6 조 (회원징계)

① 회원으로서 의학회의 목적에 위배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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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학술 활동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명처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2013.3.26., 2016.3.29.>
② 제명에 관한 평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16.3.29.>

제3장 임 원
제 7 조 (임원)

① 의학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개정 2013.3.26.>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개정 2016.3.29.>
3.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30인 이내 <개정 2009.3.19.>
4. 감사 2인
② 임원은 회원학회에 가입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1.3.29.>
제 8 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의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6.>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25조에 의한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그리고 회장·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별도로 정한 이사의 업무 분담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개정 2009.3.19.>
④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4월 1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② 차기회장은 보임 1년 전에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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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임원의 보선)

①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3.19.>
제 12조 (명예회장)

① 의학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6.>
② 명예회장은 의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 <개정
2013.3.26.>
제 13조 (고문과 자문위원)

① 의학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6.>
② 고문·자문위원은 의학회 및 의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6.>
③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삭제 2016.3.29.>
⑤ <삭제 2016.3.29.>

제4장 회 의
제 14조 (회의종류)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 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9.>
제 16조 (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평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⑤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사항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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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제 17조 (총회 인준사항)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다음 사항을 인준한다.
1.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의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3.26.>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3.19.>
4. 기본재산의 처분·취득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29.>
7. 기타 평의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 18조 (총회 의결)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9.>
② 총회에 참석하여 회원 권리를 행사한 자는 총회 결과를 소속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제 19조 (평의원회 구성)

평의원회는 별표 2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조 (평의원회 소집)

①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한다.
②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회장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21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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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29.>
6.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29.>
7. 회원 제명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29.>
8.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1.3.29.>
9. 의료법 제28조와 제52조에 의한 의사회와 의료기관단체에 관련된 사항 <신설 2009.3.19.>
10.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 22조 (평의원회 의결)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관 개정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긴급 안건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6.3.29.>
② 의장은 제21조 각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평의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평의원회에서 평의원의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의 결과를 소속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제 23조 (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차기
회장은 이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연 10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6.3.29.>
제 24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
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와 긴급 안건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조 (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

①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제2항 삭제 2009.3.19.>
1. 의학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3.3.26.>
2. 평의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세입·세출 예산 편성, 추경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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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평의원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제26조의 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개정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3.19.>
10.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의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3.26.>
②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6조 (위원회)

① 이사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1. 운영위원회 <신설 2009.3.19.>
2. 회원관리위원회 <개정 2016.3.29.>
3. 학술위원회
4. 수련교육위원회
5. 고시위원회
6. 간행위원회
7. 미래전략위원회 <개정 2016.3.29.>
8. 홍보위원회 <개정 2016.3.29.>
②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해당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된다.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 외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2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실행조직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3.29.>
② 위원회별 위원 수와 각 소관 업무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협의회
제 28조 (협의회)

① 의학회에는 다음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6., 2016.3.29.>
1. 대한기초의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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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의제협의회
3.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 29조 (보고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임원을 선출하였을 때에는 의학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6.>
② 협의회는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 및 회의록을 협의회 종료 20일 이내에 의학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6.>
③ 협의회는 의학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 및 제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6.>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30조 (재산의 구분)

① 의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3.26.>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된 부동산 또는 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1조 (재산의 관리)

① 의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6.>
② 기본재산의 변동은 제41조의 정관변경 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2조 (재원)

의학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6.>
1. 입회금
2. 연회비 및 부담금
3. 보조금 및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수입금
제 33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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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3.29., 2013.3.26.>
제 34조 (예산과 결산)

①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정기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9.>
②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할 때에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정기평의원회 개최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평의원회
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9.>
제 3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2012.3.29.>
제 36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7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사무조직
제 38조 (사무조직)

① 의학회에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조직을 둔다. <개정 2013.3.26.>
② 의학회의 사무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6.>

제8장 보 칙
제 39조 (해산)

의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2011.3.29., 2013.3.26.>
제 40조 (잔여재산의 귀속)

의학회가 해산하였을 때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개정 2009.3.19.,
2011.3.29., 20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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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조 (정관변경)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2011.3.29.>
②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정관 변경안은 대한의사협회의 인준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7.>
제 42조 (보고)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당해 회계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의사협회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09.3.19., 2011.3.29.>
제 43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3.19, 2011.3.29.>
제 44조 (규정제정)

이 정관이 정한 사항 외에 의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6.>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의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개정 20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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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김건상 인
김성덕 인
남궁성은 인
조승열 인
최종상 인
손명세 인

부 칙 (2009. 3. 19.)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29.)
제1조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9.)
제1조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26.)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9.)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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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회원 학회 분류 <삭제 2011.3.29>

별표 2. 평의원회의 회원 <개정 2013.3.26>
대한해부학회

대한생리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별표 3. 기본재산의 목록

302

구분

금액

현금

100,000,000원

비고

회원학회 · 협의회 부록
소개

대한의학회 연혁
1966. 5. 19.

대한의학협회 상임이사회에서 분과학회협의회 구성 제의

1966. 7. 13.

분과학회장 연석회의에서 분과학회 협의체 구성에 관한 논의 시작

1966. 9. 8.

준비위원회(의과대학장회의)에서 협의회 회칙 채택 및 평의원 선출

1966. 10. 6.

분과학회협의회 창립, 제1대 김성환 회장 취임

1967. 4. 25.

제19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학협회의 공식기구로 인정

1969. 4.

제3대 전종휘 회장 취임

1971. 4.

임원 선출 방식을 전형위원제에서 직접투표제로 전환

1972. 4.

제6대 이문호 회장 취임

1977. 3.

의학용어집 1집 발간

1979. 5.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 약사 발간

1981. 7.

의학교육자명록(1980) 발간

1983. 6.

대한의학회 회보 창간

1985.

의학통계 조사사업 실시

1986. 9.

영문의학잡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JKMS) 창간호 발간

1986. 10.

한미암공동연구협력위원회 설치(2000. 12. 국립암센터로 업무 이관)

1987. 3.

JKMS 2권 1호부터 분기별 발행

1988. 4. 29.

분과학회협의회에서 의학회로 명칭 변경

1988. 5.

한국현대의학사 발간

1989. 10. 16.

JKMS의 Index Medicus 등재

1990. 9.

분쉬의학상 제정

1993. 2.

JKMS 8권 1호부터 격월간 발행

1993. 12.

회원학회 학술활동평가 시작

1994. 4.

제15대 김영명 회장 취임

1994. 5. 25.

의학회 총람 발간

1995. 3.

졸업 후 의학교육제도 및 전문의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1995. 6. 9.

학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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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6. 21.

시험문항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워크숍 개최

1997. 3.

통일후-독일 의학교육 연구시찰 보고서 발간

1997. 4.

제16대 김광우 회장 취임

1997. 4.

대한의학회 회보 재발간(제37호)

1998. 2.

대한의학회 회장상 시상

1998. 5.

학회 분류체계 연구 보고서 발간

1999. 4.

인턴 수련교육 지침서(초판) 발간

1999. 6.

제17대 지제근 회장 취임

1999. 8.

JKMS의 Science Citation Index (SCI) Expanded 등재

2000. 6.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제정

2000. 6. 27.

재단법인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설립

2000. 10. 28.

의료환경 선진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2001. 3. 23.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 의학회 내 협의회 가입(창립 1996. 2. 22)

2001. 4.

의학관련 학회분류기준에 따라 회원학회를 ‘가’, ‘나’, ‘다’군으로 재분류,
정회원, 준회원 구분 없이 회원학회로 통합(20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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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11.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 제정 및 인증 사업 실시

2002. 3. 22.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 - 의학회 내 협의회 가입(창립 2002. 3. 18)

2002. 4.

KoMCI 2000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KoMCI JCR) 발간

2002. 11. 7.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대한의학회 의료윤리지침 제1보 발간

2002. 11. 14.

제1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개최

2003. 3.

인턴 수련교육 및 진료 지침서(2차 개정판) 발간

2003. 4.

제18대 고윤웅 회장 취임

2004. 10. 19.

쉐링임상의학상 제정

2005. 1.

JKMS의 Science Citation Index (SCI) Core Journal 등재

2005. 1. 1.

KoMCI Web 개통

2006. 4.

제19대 김건상 회장 취임

2006. 5. 9.

기초의학협의회 - 의학회 내 협의회 가입(창립 1993. 7. 15)

2006. 9. 1.

대통령 표창 - 통계 업무 향상

2006. 9. 28.

대한의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KoMCI Journal Web 개통

2007. 5. 31.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설립

부록

2007. 7. 1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업무 협약 체결 - 의학정보자원의 수집, 유통
관련 사업 및 연구 업무

2007. 10. 29.

쉐링임상의학상을 바이엘쉐링임상의학상으로 명칭 변경

2007. 12. 3.

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Medical Sciences (CIOMS)
National Member 가입

2008. 2.

국제임상진료지침네트워크(Guideline International Network) 기관등록

2008. 9. 4.

가송의학상 제정

2008. 9. 30.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 체결 -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재난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업무

2008. 11. 11.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설립 (2009. 3. 19 故 윤일선 서울의대 명예교수를
제1호로 헌정)

2009. 4.

제20대 김성덕 회장 취임

2009. 6.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 웹진 창간

2009. 8.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창간

2009. 10.

회원학회를 위한 세무 가이드라인 발간

2010. 1.

JKMS 25권 1호부터 월간 발행, Open Access Journal 전환

2010. 4.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웹사이트 오픈

2010. 4. 2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공공단체회원 가입

2010. 6.

한국형 장애평가기준 제정

2010. 12. 14.

대한의학회 지도전문의 지침 제정

2011. 4. 6.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업무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위임
받음.

2011. 4. 12.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 제정

2011. 6. 8.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을 위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부터 위임 받음.

2011. 9. 5.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해설과 사례 연구) 발간

2011. 12. 13.

바이엘쉐링임상의학상을 바이엘임상의학상으로 명칭 변경

2012. 4.

제21대 김동익 회장 취임

2012. 9.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로 KoMCI 사업 이관(KoMCI 2010 발행분부터)

2012. 9.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2013. 2. 5.

질병관리본부와 업무 협약 체결 - 만성질환 대국민용·의사용 교육 및 상담
자료, 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질환우선순위 선정, 연구, 자문 등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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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관한 업무
2013. 2. 13.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업무 협약 체결 - 비교효과연구 등 연구 협력, 의료
기술평가 등 보건의료정책의 근거 창출을 위한 정례적 협의, 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급 사업 협력

2013. 4. 9.

대한의학회 연구센터(KAMS Research Center) 설치 및 대한의학회 임상
진료지침 연구사업단(Research Agency for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발족

2013. 7. 16.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제정

2013. 12. 10.

JKMS 우리말 이름을 “대한의학회 학술지”로 결정

2014. 3. 11.

세부전문의제도를 세부전문의와 분과전문의로 구분하고, 세부·분과전문
의제도로 명칭 개정

2014. 4. 8.

JKMS 우수심사자 시상제도 도입

2014. 6. 10.

대한의학회 New CI 확정

2014. 9. 26.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받음.

2014. 11. 11.

대한의학회 수련·평가센터 설치

2014. 12. 2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업무 협약 체결 - 시험 시행, 문제은행 관리 및
문항 분석, 학술교류에 관한 협력사업 추진, 시험 관련 위원의 교육에 관한
사업 추진, 시험 전반의 제도 개선에 관한 협력 사업

2015. 1. 9.

대한의학회 주관 제58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시행

2015. 3. 6.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KOHEA)과 전략적 제휴 협약 체결 –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의료 ICT가 연계된 적정의료의
기반구축 및 개발도상국 대상 적정의료 수출 등에 대한 상호 간의 신뢰기반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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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4.

임상진료지침 우수평가위원 시상제도 도입

2015. 4.

제22대 이윤성 회장 취임

회원학회 · 협의회 부록
소개

대한의사협회 의학회 회칙
제 정 : 1966. 9. 8. (1966. 10. 6.)
개 정 : 1966. 11. 24.
1967. 3. 15.
1974. 4. 8.
1976. 4. 13.
1981. 4. 1.
1982. 4. 21.
1987. 4. 1.
1988. 9. 19.
1995. 2. 23.
1995. 5. 18.
1997. 4. 11.
1999. 7. 22.
2001. 6. 14.
2002. 5. 30.
2004. 6. 22.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의 분과학회협의체로서 대한의사협회
의학회(대한의학회,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라 칭하며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조 (목적 및 사업)

본회는 의학 발전과 각 회원학회의 지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 및 학회와 의사회 간의 상호
협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업을 한다.
1. 의학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교육을 포함한 의학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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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학회의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4. 의학 학문성과의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5.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6. 전문의 수련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조 (구성)

본회는 의학 관련 학회로 구성한다.

제2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회 회원은 ‘가’군 학회, ‘나’군 학회, ‘다’군 학회로 한다.
② 회원학회는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회원 인준 및 심사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③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51조에 의한 신설학회는 본회가 회원학회 중에서 추천한다.
제 5 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칙과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입회금 및 연회비 등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회 회장의 선거권 및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회원은 매년 학회 활동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원징계)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 7 조 (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5명 이내

3. 이 사

17명 이내

4. 감 사

308

2명

부록

제 8 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25조에 의한 업무를 분담 처리하며 회장·부회장이 동시에 유고
시에는 이사 서열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
④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10조 (임원 등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② 차기회장은 보임 1년 전에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11조 (임원의 보선)

①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제 12조 (명예회장)

①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
제 13조 (고문과 자문위원)

① 본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자문위원은 본회 및 의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④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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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 의
제 14조 (회의종류)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 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4조 1항에서 규정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 16조 (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평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7조 (총회 인준사항)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 다음 사항을 인준한다.
1. 회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4.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의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 18조 (총회 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에 참석한 회원학회 대표는 총회 결과를 소속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조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별표 1의 회원학회로 구성한다.
제 20조 (평의원회 소집)

①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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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회장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21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원학회 인준 및 대한의사협회 가입 추천에 관한 사항
5.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8. 회원학회 징계의 재심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 22조 (평의원회 의결)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칙 개정과 긴급 토의사항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21조 각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평의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평의원회에 참석한 평의원은 평의원회 결과를 소속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조 (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차기
회장은 이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연 6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 24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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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원 징계와 긴급 토의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조 (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

①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시책과 사업을 연구계획하며 다음 업무를 담당
한다.
1. 본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평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세입세출 예산 편성, 추경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평의원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7. 각 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8. 각 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
9.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회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
11.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12.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사는 기획조정 · 학술진흥 · 기초의학 · 임상의학 · 의학교육 · 수련교육 · 고시 · 간행 · 재무
· 의료정보 · 보건교육 · 보험 · 의료제도 · 홍보 업무를 분담하며 무임소이사는 회장이 위임
하는 업무를 분담한다.
③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6조 (위원회)

① 이사회는 본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1. 기획조정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수련교육위원회
4. 고시위원회
5. 간행위원회
6. 보건정책위원회
7. 정보위원회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해당 소관 업무의 담당이사가 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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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 외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27조 (위원회 운용)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별 위원 수와 각 소관 업무 등은 따로 정한다.

제5장 협의회
제 28조 (협의회)

① 본회에는 필요에 따라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6장 재 정
제 2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연회비 및 부담금
3. 보조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 3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1조 (예산과 결산)

①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정기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기정예산의 추가경정을 할 때에도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정기평의원회 전에 감사를 거쳐 정기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사무기구
제 32조 (사무기구)

본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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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 칙
제 33조 (규정제정)

본회의 사무기구 운용에 필요한 규정은 대한의사협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에서 따로 정
한다.
제 34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35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의사협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대한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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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대한의학회 창립 정관

| 제 정 : 2007. 5. 31.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KAMS)로 하며,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번지에 둔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의학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영리 목적의 새로운 학문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등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3. 의학정보의 평가 및 제공
4. 의학 연구자의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의학계의 발전과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학 학문성과의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전공의의 과별 수련에 관한 사항
9. 개인 회원의 의학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별표 1에서 정한 ‘학회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학회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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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회원’은 회원의 학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④ 회원 인준, 심사 및 분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과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입회금·연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회원은 매년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예결산 사항 등이 포함된 학회 활동 사항과 본
회의 총회가 의결로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원징계)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 7 조 (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3.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25인
4. 감사 2인
제 8 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25조에 의한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그리고 회장·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제25조 제2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④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4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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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② 차기회장은 보임 1년 전에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11 조 (임원의 보선)

①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명예회장)

①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
제 13 조 (고문과 자문위원)

① 본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자문위원은 본회 및 의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④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회 의
제 14 조 (회의종류)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 15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6조의 회원징계를 받은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317

50 년사

제 16 조 (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평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7 조 (총회 인준사항)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다음 사항을 인준한다.
1.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 및 별도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취득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기타 평의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 18 조 (총회 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총회에 참석한 회원의 대표는 총회 결과를 소속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 (평의원회 구성)

평의원회는 별표 2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평의원회 소집)

①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한다.
②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회장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21 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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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
5.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 징계의 재심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 22 조 (평의원회 의결)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관 개정과 긴급 안건은 재적 평의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21조 각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평의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평의원회에 참석한 평의원은 회의 결과를 소속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차기
회장은 이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연 6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 24 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
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와 긴급 안건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 (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

①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본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평의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세입·세출 예산 편성, 추경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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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평의원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제26조의 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및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10.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사는 기획조정 · 학술진흥 · 기초의학 · 임상의학 · 의학교육 · 수련교육 · 고시 · 간행 · 재무
· 의료정보 · 보건교육 · 보험 · 의료제도 · 홍보 업무를 분담한다. 다만, 무임소이사는 회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분담한다.
③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6 조 (위원회)

① 이사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1. 기획조정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수련교육위원회
4. 고시위원회
5. 간행위원회
6. 보건정책위원회
7. 보건정보위원회
②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해당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된다.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 외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27 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별 위원 수와 각 소관 업무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협의회
제 28 조 (협의회)

① 본회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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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 29 조 (보고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임원을 선출하였을 때에는 본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 및 회의록을 협의회 종료 2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본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 및 제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
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30 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된 부동산 또는 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1 조 (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동은 제41조의 정관변경 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2 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연회비 및 부담금
3. 보조금 및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수입금
제 33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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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조 (예산과 결산)

①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정기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할 때에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정기평의원회 개최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평의원회
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 35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6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7 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사무조직
제 38 조 (사무조직)

① 본회에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본회의 사무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 39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 41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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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조 (보고)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당해 회계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제 43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4 조 (규정제정)

이 정관이 정한 사항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발기인

김건상 인
김성덕 인
남궁성은 인
조승열 인
최종상 인
손명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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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회원학회
군

영역

가

나

다

대한생리학회
Ⅰ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대한약리학회

Ⅱ

대한기생충학회

대한세포병리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체질인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해부학회

Ⅲ

Ⅳ

대한법의학회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대한의사학회

한국의료QA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간질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나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생물정신의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및호흡기학회

대한소화관운동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대한소화기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알레르기학회
대한임상약리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피부연구학회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한국정신분석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
한국정신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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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골관절종양학회

대한고관절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골절학회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기관식도과학회

대한뇌종양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남성과학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내분비외과학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미세수술학회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비과학회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대한생식의학회

대한슬관절학회

대한소아외과학회

대한음성언어의학회

대한수부외과학회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대한스포츠의학회

대한화상학회

Ⅴ

대한외상학회
대한주산의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폐경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Ⅵ

대한마취과학회

대한수혈학회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학회

대한마취약리학회

대한산업의학회

대한임상독성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통증학회

Ⅶ

대한감염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교통의학회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대한의진균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폐암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의학레이저학회

한국유방암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대한암학회

대한평형의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이식학회

한국혈전지혈학회

대한혈액학회
한국항공우주의학회
Ⅷ

한국의학물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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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평의원회의 회원
대한해부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기생충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마취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산업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별표 3. 기본재산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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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액

현금

100,000,000원

비고

회원학회 · 협의회 부록
소개

대한의학회 정관 개정 연혁 및 내용
1차 개정 : 2009년도 정기총회 (2009. 3. 19) - 허가 (2009. 4. 30)
대한의학회 정관 (2007. 5. 31)

대한의학회 정관 개정 (안)

제2장회원

제2장회원

제4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별표 1에서 정한 ‘학회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학회
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개인회원’은 회원의 학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④ 회원 인준, 심사 및 분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학회
로서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장임원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3.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25인
4. 감사 2인

3.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30인 이내

제8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
장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25조에 의한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그리고 회장·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제25조 제2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순으로 회장
직을 대행한다.
④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25조에 의한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그리고 회장·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별도로 정한 이사의 업무 분담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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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정관 (2007. 5. 31)

대한의학회 정관 개정 (안)

제11조(임원의 보선)

①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선출
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제청하
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총회 인준사항)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다음 사항을 인준
한다.
1.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 및 별도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취득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기타 평의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제21조(평의원회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
5.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 징계의 재심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25조(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
①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본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평의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세입·세출 예산 편성, 추경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평의원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제26조의 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28

8. 의료법 제28조와 제52조에 의한 의사회와 의료기관
단체에 관련된 사항
9.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부록

대한의학회 정관 (2007. 5. 31)

7. 제26조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및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10.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사는 기획조정, 학술진흥, 기초의학, 임상의학, 의학
교육, 수련교육, 고시, 간행, 재무, 의료정보, 보건교육,
보험, 의료제도, 홍보 업무를 분담한다. 다만, 무임소
이사는 회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분담한다.
③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대한의학회 정관 개정 (안)

9. 정관 개정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제2항 삭제

② 좌동

제26조(위원회)

제26조(위원회)

① 이사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1. 기획조정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수련교육위원회
4. 고시위원회
5. 간행위원회
6. 보건정책위원회
7. 보건정보위원회
②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해당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된다.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 외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1. 운영위원회
2. 기획조정위원회
3. 학술위원회
4. 수련교육위원회
5. 고시위원회
6. 간행위원회
7. 보건정책위원회
8. 보건정보위원회
②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해당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된다.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 외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5조(회계감사)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보칙

제8장보칙

제39조(해산)

제39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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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정관 (2007. 5. 31)

대한의학회 정관 개정 (안)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
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41조(정관변경)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
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보고)

제42조(보고)

다음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당해 회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
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다음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당해 회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
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산목
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제43조(준용규정)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이 행한 행
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이 행한 행
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09. 3.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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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정 : 2011년도 정기총회 (2011. 3. 29) - 허가 (2012. 1. 27)
현행
제3조 (사업)

개정 (안)

보건복지부 허가

제3조 (사업) <좌동>

제3조 (사업) <좌동>

1. <좌동>

1. <좌동>

2.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좌동>

5. <좌동>
6. <좌동>

7. <좌동>
8. <좌동>
9.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 <좌동>

7. <좌동>
8. <좌동>
9.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 <좌동>

제4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제4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제4조 (회원의 자격 등)

① 본회의 회원은 별표1에서 정한
‘학회회원’ (이하 ‘회원’ 이라 한다.)
과 ‘개인회원’으로 구분 한다.
②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
에 찬동하는 학회로서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① <삭제>

① <삭제>

① 본회의 회원학회는 제2조의 목
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학회
로서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①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학회로 한다.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영리 목적의 새로운 학문과 신
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등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3. 의학정보의 평가 및 제공
4. 의학 연구자의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의학계의 발전과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학 학문성과의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전공의의 과별 수련에 관한 사항
9. 개인 회원의 의학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개인회원’은 회원의 학회에 가입
한 자로 한다.

④ 회원 인준, 심사 및 분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좌동>

② 본회는 회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실을 사단법인 대한
의사협회(이하 “대한의사협회”
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
고한다.
③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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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안)

보건복지부 허가

제5조 (권리와 의무)

제5조 (권리와 의무)

제5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 회장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과 본회의 결정사항
을 준수하고 입회금·연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① <좌동>

① <좌동>

② <좌동>

② <좌동>

③ 회원은 본회 정관에 준하여 회
칙을 제정하며, 학회 명칭 및 회
칙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인
준을 받아야 한다. 단, 학회 명칭
및 회칙 개정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좌동>

③ 회원은 본회 정관에 준하여 회
칙을 제정하며, 학회 명칭 및 회
칙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인
준을 받아야 한다. 단, 학회 명칭
및 회칙 개정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좌동>

제7조 (임원)

제7조 (임원)

제7조 (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3.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30인 이내
4. 감사 2인
<신설>

①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①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② 임원은 회원학회에 가입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4. <좌동>
② 임원은 회원학회에 가입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21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제21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제21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좌동>

<좌동>

1. <좌동>

1. <좌동>

2. <좌동>

2. <좌동>

③ 회원은 매년 학술대회 개최와 학
술지 발간, 예결산 사항 등이 포함
된 학회 활동 사항과 본회의 총회가
의결로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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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안)

보건복지부 허가

4. 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
5.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 징계의 재심에 관한 사항
<신설>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좌동>
8.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에 관한
사항
9.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좌동>
8.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에 관한
사항
9. <좌동>

10. <좌동>

10. <좌동>

제41조 (정관변경)

제41조 (정관변경)

제41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
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
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인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
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
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인준하여 대한의사협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3분
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
친 정관 변경안은 대한의사협회
의 인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보고)

제42조 (보고)

제42조 (보고)

다음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
산서, 당해 회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
고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
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
한다.

다음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
산서, 당해 회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
월 이내에 대한의사협회장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
산서, 당해 회계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
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
의사협회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부 칙 (2011. 3. 29.)

부 칙 (2011. 3. 29)

8. 의료법 제28조와 제52조에 의한
의사회와 의료기관단체에 관련된
사항
9.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1조(시행일)

[별표1] 회원학회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삭제>

제1조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 제39조, 제40조, 제43조의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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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정 : 2012년도 정기총회 (2012. 3. 29) - 허가 (2012. 5. 4)
현행

개정 (안)

제17조 (총회 인준사항)

제17조 (총회 인준사항)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다음 사항을 인준
한다.
1~5호 생략
6.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생략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다음 사항을 인준
한다.
1~5호 생략
6.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생략

제21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제21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5호 생략
6.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10호 생략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5호 생략
6.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10호 생략

제33조 (회계년도)

제3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4조 (예산과 결산)

제34조 (예산과 결산)

① 회계년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정기평의원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할 때에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정기평의원회 개최 이
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평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①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정기평의원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할 때에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정기평의원회 개최 이
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평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35조 (회계감사)

제3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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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개정 : 2013년도 정기총회 (2013. 3. 26) - 허가 (2013. 5. 7)
현행

개정 (안)

제 1 조 (명칭 및 사무소)

제 1 조 (명칭 및 사무소)

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KAMS)로 하며,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
구 이촌1동 302-75번지에 둔다.

이 회는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라 한다)
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KAMS)로 하며,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번지에 둔다.

제 2 조 (목적)

제 2 조 (목적)

본회는 의학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
발하는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
를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학회는 의학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
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제 3 조 (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영리 목적의 새로운 학문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학
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등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3. 의학정보의 평가 및 제공
4. 의학 연구자의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의학계의 발전과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학 학문성과의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전공의의 과별 수련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1.3.29>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영리 목적의 새로운 학문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학
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등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3. 의학정보의 평가 및 제공
4. 의학 연구자의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의학계의 발전과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학 학문성과의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전공의의 과별 수련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1.3.29>
10. 기타 의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 조 (회원의 자격 등)

제 4 조 (회원의 자격 등)

①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학회로 한다. <개정 2009.3.19,
2011.3.29>
② 본회는 회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실을 사단법
인 대한의사협회(이하 “대한의사협회”라 한다)의 장
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신설 2012.1.27>
③ 회원 인준, 심사 및 분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의학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
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학회로 한다. <개정
2009.3.19, 2011.3.29>
② 의학회는 회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실을 사단
법인 대한의사협회(이하 “대한의사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신설 2012.1.27>
③ 회원 인준, 심사 및 분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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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권리와 의무)

제 5 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
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과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입회
금·연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회원은 본회 정관에 준하여 회칙을 제정하며, 학회 명
칭 및 회칙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학회 명칭 및 회칙 개정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3.29>
④ 회원은 매년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예결산 사
항 등이 포함된 학회 활동 사항과 본회의 총회가 의결
로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의학회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
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과 의학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입회
금·연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회원은 의학회 정관에 준하여 회칙을 제정하며, 학회
명칭 및 회칙의 개정은 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야 한다. 단, 학회 명칭 및 회칙 개정 심사에 관한 사항
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3.29>
④ 회원은 매년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예결산 사
항 등이 포함된 학회 활동 사항과 의학회의 총회가 의
결로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원징계)

제 6 조 (회원징계)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회원으로서 의학회의 목적에 위배하거나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

제 7 조 (임원)

①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3.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30인 이내 <개정
2009.3.19>
4. 감사 2인
② 임원은 회원학회에 가입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1.3.29>

① 의학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3.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30인 이내 <개정
2009.3.19>
4. 감사 2인
② 임원은 회원학회에 가입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1.3.29>

제 8 조 (임원의 의무)

제 8 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
장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25조에 의한 업무를 분
담 처리한다. 그리고 회장·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에
는 별도로 정한 이사의 업무 분담 순으로 회장직을 대
행한다. <개정 2009.3.19>

① 회장은 의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
장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25조에 의한 업무를 분
담 처리한다. 그리고 회장·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에
는 별도로 정한 이사의 업무 분담 순으로 회장직을 대
행한다. <개정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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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
한다.

④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
한다.

제 12 조 (명예회장)

제 12 조 (명예회장)

①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 이사회의 추천
으로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

① 의학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의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

제 13 조 (고문과 자문위원)

제 13 조 (고문과 자문위원)

① 본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 자문위원은 본회 및 의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④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소집
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의학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 자문위원은 의학회 및 의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④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소집
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7 조 (총회 인준사항)

제 17 조 (총회 인준사항)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다음 사항을 인준
한다.
1.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3.19>
4. 기본재산의 처분·취득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29>
7. 기타 평의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다음 사항을 인준
한다.
1.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의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3.19>
4. 기본재산의 처분·취득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29>
7. 기타 평의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 25 조 (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

제 25 조 (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

①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제2항삭제 2009.3.19>
1. 본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평의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세입·세출 예산 편성, 추경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제2항삭제 2009.3.19>
1. 의학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평의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세입·세출 예산 편성, 추경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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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평의원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제26조의 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개정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3.19>
10.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평의원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제26조의 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개정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3.19>
10.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의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8 조 (협의회)

제 28 조 (협의회)

① 본회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① 의학회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 29 조 (보고의무)

제 29 조 (보고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임원을 선출하였을 때에는 본회
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 및 회의록을 협의
회 종료 2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본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 및 제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임원을 선출하였을 때에는 의학
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 및 회의록을 협의
회 종료 20일 이내에 의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의학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 및 제
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 (재산의 구분)

제 30 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된 부동산 또는 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 의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된 부동산 또는 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1 조 (재산의 관리)

제 31 조 (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동은 제41조의 정관변경 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의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
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동은 제41조의 정관변경 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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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조 (재원)

제 32 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연회비 및 부담금
3. 보조금 및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수입금

의학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연회비 및 부담금
3. 보조금 및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수입금

제 33 조 (회계연도)

제 33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3.29>

의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로 한다. <개정 2012.3.29>

제 38 조 (사무조직)

제 38 조 (사무조직)

① 본회에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본회의 사무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의학회에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의학회의 사무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9 조 (해산)

제 39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2011.3.29>

의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
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2011.3.29>

제 40 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 40 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개정 2009.3.19, 2011.3.29>

의학회가 해산하였을 때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
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되도
록 한다. <개정 2009.3.19, 2011.3.29>

제 44 조 (규정제정)

제 44 조 (규정제정)

이 정관이 정한 사항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이 정관이 정한 사항 외에 의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 3 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제 3 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의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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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3. 3. 26)

신설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평의원회의 회원

별표 2. 평의원회의 회원

대한해부학회 대한생리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대한
병리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기생충학
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내
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
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
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안과
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비뇨기
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마취
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결핵및호
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직
업환경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해부학회 대한생리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대한
병리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기생충학·
열대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의사학
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산
부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
한신경외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
한비뇨기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가정
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응급의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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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개정 : 2016년도 정기총회 (2016. 3. 29) - 허가 (2016. 7. 8)
대한의학회 정관(현행)

대한의학회 정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이 회는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라 한다)
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KAMS)로 하며,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번지에 둔다.

이 회는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라 한다)
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KAMS)로 하며,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번지에 둔다.

제2조 (목적)

제2조 (목적)

의학회는 의학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
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학회는 의학연구의 기반조성과 회원의 학술활동을 지
원하고 의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개발을
통해 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제3조 (사업)

의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영리 목적의 새로운 학문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
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등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3. 의학정보의 평가 및 제공
4. 의학 연구자의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의학계의 발전과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학 학문성과의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전공의의 과별 수련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의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연구활동 기반 조성, 국제
교류 등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의료정보의 평가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회원 및 의학 연구자의 교육,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제도 연구, 세부·분과전문의 운
영을 포함한 졸업후 의학교육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등)

제4조 (회원)

① 의학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
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학회로 한다.

① 의학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
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학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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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정관(현행)

대한의학회 정관(개정안)

② 의학회는 회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실을 사단
법인 대한의사협회(이하 “ 대한의사협회 ”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③ 회원 인준, 심사 및 분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준회원 : 준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관
리규정의 ‘학회지 및 학술활동 평가’를 통과 후 정회원
의 자격을 획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사회에서 한시
적으로 인정한 학회로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의학회는 회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실을 사단
법인 대한의사협회(이하 “ 대한의사협회 ”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③ 회원 인준, 심사 및 분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제5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의학회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
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과 의학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입회
금 · 연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회원은 의학회 정관에 준하여 회칙을 제정하며, 학회
명칭 및 회칙의 개정은 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야 한다. 단, 학회 명칭 및 회칙 개정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회원은 매년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예결산 사
항 등이 포함된 학회 활동 사항과 의학회의 총회가 의
결로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의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각종 사
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원 권리의 행
사는 회원의 대표 또는 회원이 지정하는 자가 행사
한다.
② 회원은 정관과 의학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입회
금 · 연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회원은 의학회 정관에 준하여 회칙을 제정하며, 학회
명칭 및 회칙의 개정은 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야 한다. 단, 학회 명칭 및 회칙 개정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회원은 매년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예결산 사
항 등이 포함된 학회 활동 사항과 의학회의 총회가 의
결로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징계)

제6조 (회원징계)

회원으로서 의학회의 목적에 위배하거나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① 회원으로서 의학회의 목적에 위배하거나 제5조의 규
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또는 학술 활
동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
결로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명처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의
결로 한다.
② 제명에 관한 평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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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

제7조 (임원)

① 의학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3.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30인 이내
4. 감사 2인
② 임원은 회원학회에 가입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의학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30인 이내
4. 감사 2인
② 임원은 회원학회에 가입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8조 (임원의 의무)

제8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의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
장하며 회장 유고시는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25조에 의한 업무를 분
담 처리한다. 그리고 회장·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에
는 별도로 정한 이사의 업무 분담 순으로 회장직을 대
행한다.
④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
한다.

① 회장은 의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
장하며 회장 유고시는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25조에 의한 업무를 분
담 처리한다. 그리고 회장·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에
는 별도로 정한 이사의 업무 분담 순으로 회장직을 대
행한다.
④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
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제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4월 1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4월 1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제10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
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② 차기회장은 보임 1년 전에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①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
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② 차기회장은 보임 1년 전에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보선)

제11조 (임원의 보선)

①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선출
한다.

①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선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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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으며, 보선된 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으며, 보선된 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명예회장)

제12조 (명예회장)

① 의학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의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 이사회의 추
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

① 의학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의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 이사회의 추
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

제13조 (고문과 자문위원)

제13조 (고문과 자문위원)

① 의학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자문위원은 의학회 및 의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
한다.
③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④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소
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
정으로 정한다.

① 의학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자문위원은 의학회 및 의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
한다.
③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삭제>

제4장 회의

제4장 회의

⑤ <삭제>

제14조 (회의종류)

제14조 (회의종류)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총회의 구성)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
만, 제6조의 회원징계를 받은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① 총회는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 소집)

제16조 (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평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평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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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 인준사항)

제17조 (총회 인준사항)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 다음 사항을 인준
한다.
1.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의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 취득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기타 평의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 다음 사항을 인준
한다.
1.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의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 취득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기타 평의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18조 (총회 의결)

제18조 (총회 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총회에 참석한 회원의 대표는 총회 결과를 소속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
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
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총회에 참석하여 회원 권리를 행사한 자는 총회 결과를
소속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평의원회의 구성)

제19조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별표 2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평의원회는 별표 2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평의원회 소집)

제20조 (평의원회 소집)

①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한다.
②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회장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①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한다.
②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회장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제21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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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 징계의 재심에 관한 사항
8.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에 관한 사항
9. 의료법 제28조와 제52조에 의한 의사회와 의료기관
단체에 관련된 사항
10.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5. 임원,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6.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 제명처분에 관한 사항
8.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에 관한 사항
9. 의료법 제28조와 제52조에 의한 의사회와 의료기관
단체에 관련된 사항
10.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22조 (평의원회 의결)

제22조 (평의원회 의결)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
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
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관 개정과
긴급 안건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21조 각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
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평의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평의원회에 참석한 평의원은 회의 결과를 소속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
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
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관 개정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긴급 안건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21조 각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
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평의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평의원회에서 평의원의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의 결
과를 소속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사회 구성)

제23조 (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차기회장은 이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연 6회로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
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차기회장은 이사회
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연 10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

제24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
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와 긴급 안건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
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와 긴급 안건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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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

제25조 (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

①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의학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평의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세입 · 세출 예산 편성, 추경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평의원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제26조의 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개정 및 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10.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의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의학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평의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세입 · 세출 예산 편성, 추경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평의원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제26조의 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개정 및 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10.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의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위원회)

제26조 (위원회)

① 이사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
의 임기와 같다.
1. 운영위원회
2. 기획조정위원회
3. 학술위원회
4. 수련교육위원회
5. 고시위원회
6. 간행위원회
7. 보건정책위원회
8. 보건정보위원회
②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해당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된다.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 외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
의 임기와 같다.
1. 운영위원회
2. 회원관리위원회
3. 학술위원회
4. 수련교육위원회
5. 고시위원회
6. 간행위원회
7. 미래전략위원회
8. 홍보위원회
②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해당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된다.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 외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 (위원회 운용)

제27조 (위원회 운용)

①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실행조직을 별도
로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별 위원 수와 각 소관 업무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② 위원회별 위원 수와 각 소관 업무 등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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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협의회

제5장 협의회

제28조 (협의회)

제28조 (협의회)

① 의학회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① 의학회에는 다음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대한기초의학협의회
2. 전문의제협의회
3.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29조 (보고의무)

제29조 (보고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임원을 선출하였을 때에는 의학
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 및 회의록을 협의
회 종료 20일 이내에 의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의학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 및 제
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임원을 선출하였을 때에는 의학
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 및 회의록을 협의
회 종료 20일 이내에 의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의학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 및 제
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 (재산의 구분)

제30조 (재산의 구분)

① 의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된 부동산 또는 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으로 하며그
목록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 의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된 부동산 또는 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으로 하며그
목록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 (재산의 관리)

제31조 (재산의 관리)

① 의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동은 제41조의 정관변경 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의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동은 제41조의 정관변경 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재원)

제32조 (재원)

의학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연회비 및 부담금
3. 보조금 및 기부금

의학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연회비 및 부담금
3. 보조금 및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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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수입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수입금

제33조 (회계년도)

제33조 (회계년도)

의학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로 한다.

의학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로 한다.

제34조 (예산과 결산)

제34조 (예산과 결산)

① 회계년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정기평의원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할 때에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정기평의원회 개최 이
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평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야 한다.

① 회계년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정기평의원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할 때에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정기평의원회 개최 이
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평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야 한다.

제35조 (회계감사)

제3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임원의 보수)

제36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차입금)

제37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기구

제7장 사무기구

제38조 (사무조직)

제38조 (사무조직)

① 의학회에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의학회의 사무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의학회에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의학회의 사무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8장 보칙

제39조 (해산)

제39조 (해산)

의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의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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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정관(현행)

대한의학회 정관(개정안)

제40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40조 (잔여재산의 귀속)

의학회가 해산하였을 때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
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되도
록 한다.

의학회가 해산하였을 때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
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되도
록 한다.

제41조 (정관변경)

제41조 (정관변경)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정관 변경안은 대
한의사협회의 인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정관 변경안은 대
한의사협회의 인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보고)

제42조 (보고)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당해 회계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에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의사협회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당해 회계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에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의사협회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제43조 (준용규정)

제43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 (규정제정)

제44조 (규정제정)

이 정관이 정한 사항 외에 의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이 정관이 정한 사항 외에 의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 1 조 (시행일)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이 행한 행
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이 행한 행
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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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정관(현행)

대한의학회 정관(개정안)

제 3 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제 3 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의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의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09. 3. 19)

부 칙 (2009. 3. 19)

제 1 조 (시행일)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1. 3. 29)

부 칙 (2011. 3. 29)

제1조

제1조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
한다.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2. 3. 29)

부 칙 (2012. 3. 29)

제1조

제1조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
한다.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3. 3. 26)

부 칙 (2013. 3. 26)

제 1 조 (시행일)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9)

<신설>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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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자료명

발행처

1

1979.05.30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 약사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

2

1980.05.30

핵의학의 임상적 이용(1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3

1980.11.25

한국형 출혈열(2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4

1981.07.03

항생제에 관하여(3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5

1981.07.30

의학교육자명록(1980)

대한의학회

6

1981.09.25

암에 관하여(4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7

1982.06.18

파종성 혈관내 응고(DIC) (5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8

1982.11.05

82 Seoul International Aspirin Symposium (6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Korean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9

1983.06.30

대한의학회 회보(1983-1989, 1997-현재)

대한의학회

10

1983.08.17

면역학(7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11

1983.09.13

말초신경(8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12

1983.12.05

고혈압과 협심증(니페디핀) (9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13

1983.12.10

의학교육자명록(1983)

대한의학회

14

1983.10.19

국제 흡충증 심포지엄

INSTITUTE FOR
TROPICAL ENDEMIC DISEASES KOREA
UNIVERSITY

15

1984.06.12

호흡생리와 폐기능검사(10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16

1984.08.30

기초의학 진흥 백서 -기초의학교육 현황분석 및 진흥방안을 중심으로

대한의학회

17

1985.06.20

렙토스피라증에 관하여(11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18

1985.11.22

한일합동의학심포지엄(한일 수교 20주년 기념) (12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19

1986.06.03

세프트리악손(항생제) (13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20

1986.07.31

임상교재(의학총서) 고혈압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

21

1986.09.10

The 12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14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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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발행처

22

1986.10.31

임상교재(의학총서) 불면증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

23

1986.12.25

임상교재(의학총서) 설사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

24

1987.03.30

전문의 고시 지침서

대한의학협회

25

1987.04.30

임상교재(의학총서) 급성복증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

26

1987.04.30

임상교재(의학총서) 소아의 발진성 질환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

27

1987.09.25

임상교재(의학총서) 법의학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

28

1987.12.10

의학교육자명록(1987)

대한의학회

29

1988.01.01

한국현대의학사

대한의학회

30

1988.02.11

The 1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Rickettsial Disease
(15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31

1988.03.30

의과대학 학습목표, 기초의학편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

32

1988.06.25

임상교재(의학총서) AIDS : 본체, 현황 및 대책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

33

1988.07.25

임상교재(의학총서) 임상병리검사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

34

1988.12.02

Hepatitis B Imminization (16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35

1989.02.16

국내 의학 학술지 발전을 위한 워크숍(보고서)

대한의학회

36

1989.06.28

병원 및 지역 암 등록 사업에 관한 워크숍

대한의학회

37

1989.11.30

국내 의학 학술지의 국제적 색인지에의 등재 현황

대한의학회

38

1989.11.30

기초의학 교실 현황

대한의학회

39

1989.11.30

기초의학 교실 현황(연구논문)

대한의학회

40

1990.02.22

The 1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cent Advances in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대한의학회

41

1990.08.30

의과대학 학습목표, 임상의학편

대한의학협회 의학회

42

1991.02.19

The 18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ardiovasular Electrophysiology 대한의학회

43

1991.03.30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기초의학 전임교육 실태

대한의학회

44

1991.04.30

전문인력 수급계획 작성을 위한 세미나 결과 보고서

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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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45

1991.06.28

항암요법의 임상시험에 관한 한미 공동 워크숍

대한의학회

46

1991.09.18

전문의 인력수급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47

1991.09.27

The 1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rombosis
and Thrombalytic Therapy

대한의학회

48

1991.11.01

의학교육자명록(1991)

대한의학회

49

1991.12.03

의학박사 학위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대한의학회

50

1991.12.03

의학박사 학위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대한의학회

51

1992.02.25

전문의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워크숍 결과보고서

대한의학회

52

1992.03.30

전문의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의학협회

53

1992.06.30

임상교재(의학총서) 당뇨병의 치료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

54

1992.06.30

임상교재(의학총서) 암의 진단과 치료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

55

1992.07.02

전문의제도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대한의학협회

56

1992.09.22

현대의학에서 BRM연구의 현황과 향후 방향(20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57

1992.10.14

의학 학술지 발전을 위한 워크숍 결과보고서

대한의학회

58

1992.10.14

의학 학술지 발전을 위한 워크숍

대한의학회

59

1993.03.30

기초의학교육 현황조사 보고서

대한의학회

60

1993.04.22

The 21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KAMS
-Longevity and Senile Disorders-

대한의학회

61

1993.04.30

의료보험 진료 및 진료비 산정 기준

대한의학협회

62

1993.05.15

의과대학 학습목표, 임상의학편(2)

대한의학협회
의학회

63

1993.06.25

전문의 인력 수급 및 정책 과제에 관한 세미나

대한의학회

64

1993.10.30

전문의 자격시험 2차시험 시행지침

대한의학협회

65

1994.03.15

의과대학 학습목표, 기초의학편

대한의학협회
의학회

66

1994.03.15

의과대학 학습목표, 임상의학편(1)

대한의학협회
의학회

67

1994.03.16

전문의시험 및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

대한의학회

68

1994.03.30

의학교육자명록(1994)

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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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994.05.25

의학회 총람

대한의학회/
일간보사 의학신문사

70

1994.05.30

기초의학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의학회

71

1994.07.06

졸업후 의학교육제도의 현안에 관한 세미나

대한의학회

72

1994.07.11

의과대학 신증설에 관한 Symposium -의과대학 신증설은 필요한가?

대한의학회

73

1994.10.18

졸업후 의학교육제도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74

1994.10.28

암의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of Cancer) (22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75

1994.12.02

전문의시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험문항개발 워크숍

대한의학회

76

1994.12.12

졸업후 의학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대한의학회

77

1995.01.19

의과대학 학습목표 활용을 위한 워크숍 결과보고서

대한의학회

78

1995.01.19

의과대학 학습목표 활용을 위한 워크숍

대한의학회

79

1995.02.17

평활근(Smooth Muscle) (23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80

1995.03.16

문제은행 전산화를 위한 문항분류에 대한 세미나

대한의학회

81

1995.03.30

졸업후 의학교육제도 및 전문의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의학회

82

1995.06.09

전국 교육행사시설 현황(1995)

대한의학회

83

1995.06.09

학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FORUM

대한의학회

84

1995.06.22

논문작성 및 심사에 관한 워크숍

대한의학회

85

1995.07.08

전문의시험 업무 개선을 위한 워크숍

대한의학회

86

1995.11.24

Free Radicals in Biology and Medicine (24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87

1996.03.30

의사국가시험 기초의학 과목 반영에 대한 연구

대한의학회

88

1996.04.26

건강과 장수 - 암화와 노화의 제어(25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89

1996.04.26

대한의학회 현황(1996)

대한의학회

90

1996.06.21

시험문항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워크숍

대한의학회

91

1996.06.25

학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FORUM

대한의학회

92

1996.07.06

전문의시험 업무 개선에 대한 세미나

대한의학회

93

1996.08.30

기초의학 전공자의 군특례 보충역 편입 가능성 검토

대한의학회

94

1996.12.06

시험문항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워크숍

대한의학회

95

1997.01.15

전문의 고시 지침서

대한의사협회

96

1997.03.13

통일후-독일 의학교육 연구시찰 보고서

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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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997.03.14

대한의학회 업무 발전을 위한 워크숍

대한의학회

98

1997.03.31

의학교육자명록(1997)

대한의학회

99

1997.04.01

대한의학회 현황(1997)

대한의학회

100

1997.05.31

실험동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101

1997.06.17

학회 대표자 회의

대한의학회

102

1997.06.27

시험문항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워크숍

대한의학회

103

1997.09.30

국내 일간지에 게재된 보건의료 정보의 적절성 평가 연구

대한의학회

104

1997.10.13

Symposium on Pharmacological Receptors
and Channels in Medicine (26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105

1997.11.06

전공의 지도감독 평가회

대한의학회

106

1997.11.26

전문의 고시 업무 개선에 대한 세미나

대한의학회

107

1997.12.05

시험문항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워크숍

대한의학회

108

1997.12.09

양한방 협진 체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109

1998.02.11

학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FORUM

대한의학회

110

1998.03.26

학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FORUM 결과보고서

대한의학회

111

1998.03.27

남북한 통일의료제도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112

1998.03.30

양한방 협진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대한의학회

113

1998.04.24

남북한 통일의료제도 정책개발 심포지엄 최종보고서

대한의학회

114

1998.05.01

학회 분류체계 연구

대한의학회

115

1998.05.28

전공의 임상 수행 능력 평가를 위한 토론회

대한의학회

116

1998.05.30

학회 Internet Web Server 사용을 위한 워크숍

대한의학회

117

1998.06.19

시험문항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워크숍

대한의학회

118

1998.07.09

실험동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워크숍

대한의학회

119

1998.09.09

장기이식에 대한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120

1998.10.29

Gene and Human Disease (27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121

1998.11.06

전문의 고시 업무 개선에 대한 세미나

대한의학회

122

1998.11.27

시험문항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워크숍

대한의학회

123

1998.11.28

최근 문제가 되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124

1998.12.17

수련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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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999.01.27

의과대학생의 의학교육 및 의료에 대한 의식 조사 보고서

대한의학회

126

1999.02.08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세미나

대한의학회

127

1999.02.10

학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FORUM

대한의학회

128

1999.02.27

의과대학 학습목표(기초의학편) 개정판

대한의학회

129

1999.03.13

심포지엄 동서의학 교섭의 역사

대한의학회

130

1999.03.26

대한의학회 현황(1999)

대한의학회

131

1999.04.30

인턴 수련교육 지침서

대한의학회

132

1999.06.11

21세기 첨단 영상의학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133

1999.06.25

시험문항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워크숍

대한의학회

134

1999.07.15

대한의학회 의료정보 세미나 - 학회 정보화 증진 방안

대한의학회

135

1999.07.15

이문호 명예회장 흉상제막식

대한의학회

136

1999.09.14

전문의 고시 업무 개선에 대한 세미나

대한의학회

137

1999.10.30

국내 공중파 TV를 통한 건강정보의 적절성 평가 연구

대한의학회

138

1999.10.20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현황

대한의학회

139

1999.11.10

토론회-건강보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

대한의학회

140

1999.11.19

시험문항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워크숍

대한의학회

141

2000.02.09

학회 발전을 위한 포럼: Year2000

대한의학회

142

2000.02.21

Healthy Aging for Fynctional Longevity (28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143

2000.02.28

의과대학 학습목표(임상의학편) 개정판

대한의학회

144

2000.03.22

동물실험 지침

대한의학회

145

2000.03.30

기초의학 조교(교수요원) 수련 지침

대한의학회

146

2000.04.26

외분비선 기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29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147

2000.06.30

시험문항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워크숍 교재

대한의학회

148

2000.06.30

전임의제도 현황 조사연구

대한의학회

149

2000.07.25

의학회 총람

대한의학회/
일간보사 의학신문사

150

2000.07.30

인턴 수련교육 지침서(개정판)

대한의학회

151

2000.10.28

의료환경 선진화를 위한 대토론회 연제집

대한의학회

152

2001.02.20

한국의 의료환경-의료환경 선진화를 위한 대토론회 결과보고서

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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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001.02.22

세부전공 전문의자격 인증제도에 관한 세미나 결과보고서

대한의학회

154

2001.03.09

학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포럼

대한의학회

155

2001.04.20

인삼의 암예방효과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30차 국제의학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156

2001.04.27

Evidence-based Medicine 토론회 및 워크숍

대한의학회

157

2001.06.16

표준설명동의서식 작성을 위한 워크숍

대한의학회/21세기
의료법률연구소

158

2001.07.12

의학 논문 작성에서 국산 통계 풀그림 활용 워크숍

대한의학회

159

2001.10.08

대한의학회 현황(2000-2001)

대한의학회

160

2001.11.10

대한의학회 2001년 임상의학 심포지엄 -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의학적 접근

대한의학회

161

2001.11.26

인터넷 건강정보 토론회 - 인터넷 건강정보 이대로 좋은가?
(현황과 평가기준안 발표)

대한의학회

162

2001.11.28

대한의학회 발전 세미나

대한의학회

163

2001.12.31

대한의학회 회원명부(2001)

대한의학회

164

2001.09.27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

대한의학회

165

2002.03.22

학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포럼

대한의학회

166

2002.03.29

연명치료 중단의 법·정책적 대토론회

대한의학회

167

2002.04.01

KoMCI 2000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대한의학회

168

2002.05.03

의료윤리지침(제1보), 병원윤리위원회

대한의사협회

169

2002.05.01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대한의사협회

170

2002.05.31

한국의료윤리심의기구협의회 출범식 및 공청회

대한의학회

171

2002.07.11

디지털시대 의학 학술 DB 및 콘텐츠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

대한의학회

172

2002.08.31

8개 질병군별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

173

2002.09.12

의사 국가시험과 전문의자격시험의 합격선 설정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174

2002.11.07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대한의학회 의료윤리지침 제1보

대한의학회

175

2002.11.14

학회 임원 아카데미

대한의학회

176

2002.11.14

학회운영활성화를 위한 포럼 자료집(1995-2002)

대한의학회

177

2002.11.28

2002 대한의학회 임상의학 심포지엄 - 근거바탕 의학의 임상 적용

대한의학회

178

2002.12.04

제46회 전문의자격시험 관련 사전 워크숍 자료집

대한의사협회

179

2002.12.31

전문의 고시의 합격률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

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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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2002.12.31

KoMCI 2001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대한의학회

181

2003.02.07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게이트웨이를 통한
광역 의학전자도서관 서비스 계획 및 향후 발전 전망

대한의학회

182

2003.02.24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 회의록

대한의학회

183

2003.03.28

2003년도 제46회 전문의자격시험 평가회

대한의사협회

184

2003.05.13

대한의학회 임위원 워크숍

대한의학회

185

2003.08.31

전문의 자격시험 지침서

대한의사협회

186

2003.09.29

전문의 적정 수급을 위한 대토론회

대한의학회

187

2003.09.30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188

2003.11.04

의학정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DRM 서비스 설명회

대한의학회

189

2003.12.04

제2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대한의학회

190

2003.12.10

대한의학회 임상진료 지침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191

2003.12.16

의료인력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면허제도 강화 방안 토론회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WHO

192

2003.12.31

인터넷 건강정보 인증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

대한의학회

193

2004.02.24

의학 학술 정보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대한의학회/의학연
구정보센터/한국의
학도서관협의회/한
국교육학술정보원

194

2004.04.09

2004년도 제47회 전문의자격시험 평가회

대한의사협회

195

2004.06.30

2004년도 정기 문제은행 정리작업

대한의사협회

196

2004.07.08

전문과목학회 수련교육이사 워크숍

대한의학회

197

2004.09.15

심포지엄 EBM 확립을 위한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대한의학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198

2004.12.02

제3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대한의학회

199

2004.12.02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 실패한 ‘국가사회주의’인간?
‘낭만적통합주의’인가?

국회의원 안명옥

200

2005.03.17

2005년도 제48회 전문의자격시험 평가회

대한의사협회

201

2005.03.28

인터넷 초고속망의 활용과 전망에 대한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202

2005.03.31

21세기 환경변화에 따른 기초의학 발전방안

기초의학협의회

359

50 년사

번호

발간일

자료명

발행처

203

2005.04.25

의학학술상 시상규정 현황집(2005.4)

대한의학회

204

2005.05.13

보완대체요법 근거수준 결정 방법론 개발과 적용(요약본)

대한의학회

205

2005.05.14

건강자료 활성화에 관한 세미나

대한의학회

206

2005.06.29

2005년도 정기 문제은행 정리작업

대한의사협회

207

2005.07.16

제1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대한의학회

208

2005.07.30

보완요법 근거 수준 결정 방법론 개발과 적용(요약본)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209

2005.10.07

국가 보건의료정보화 및 표준화 사업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210

2005.11.02

시험문항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세미나(고급과정)

대한의학회

211

2005.11.19

제2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고급과정)

대한의학회

212

2005.11.24

제4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대한의학회

213

2005.12.23

보완대체요법 근거수준 결정 방법론 개발과 적용(최종본)

대한의학회

214

2006.03.10

‘의학 연구 및 진료, 교육에서의 인터넷 초고속망의 활용 경험과
향후 전망’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215

2006.04.20

대한의학회 제19대 임원 워크숍

대한의학회

216

2006.05.04

대한의학회 제19대 임원 / 위원 워크숍

대한의학회

217

2006.05.01

의학 분류 체계(허선)

대한의학회

218

2006.07.05

2006년도 정기 문제은행 정리작업

대한의사협회

219

2006.07.29

제3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대한의학회

220

2006.09.08

전문의자격시험 2차 실기시험 개선에 관한 세미나

대한의학회

221

2006.09.28

대한의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대한의학회

222

2006.09.28

의학통계 조사사업 과제 모음집

대한의학회

223

2006.11.09

제5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대한의학회

224

2006.11.17

제20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바람직한 의학교육
(선발에서 졸업까지)

대한의학회/한국의
과대학장협의회/
한국의학교육학회

225

2006.11.24

R형 문항 개발 워크숍

대한의학회

226

2006.12.02

제4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고급과정)

대한의학회

227

2006.12.19

임상진료지침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228

2006.12.21

회원학회 학술 활동 평가 기준 설명회

대한의학회

360

부록

번호

발간일

자료명

발행처

229

2002.11.07

수술 검사 표준설명동의서식집

대한의학회/21세기
의료법률연구소

230

2006.02.21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2006년)

대한의학회

231

2006.02.21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 회의록(2006년)

대한의학회

232

1977.03.30

의학용어집 1집

대한의학협회

233

1984.03.30

의학용어집 2집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

234

1992.03.30

의학용어집 3집

대한의학협회

235

2001.03.30

의학용어집 4집

대한의사협회

236

2002.11.10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회칙(2002)

대한의학회/
의학신문사

237

2003.02.28

인턴 수련교육 및 진료 지침서(2003)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238

2003.06.30

KoMCI 2002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대한의학회

239

2004.02.28

인턴 수련교육 및 진료 지침서(2004)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240

2004.04.30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창립총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41

2004.06.30

KoMCI 2003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대한의학회

242

2005.01.25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제2차 정기총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43

2005.02.15

인턴 수련교육 및 진료 지침서(2005)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244

2005.06.30

KoMCI 2004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대한의학회

245

2005.10.31

의료기술 기술수준조사(최종 보고서)

대한의학회

246

2005.11.17

분쉬의학상 15년사

대한의학회/
한국베링거인겔하임

247

2006.02.07

인턴 수련교육 및 진료 지침서 2006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248

2005.02.25

의학회 총람 2005년

대한의학회/
의학신문사

249

2007.01.08

임상진료지침 개발 정책모형 수립 및 사례지침 개발연구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

250

2007.01.08

임상진료지침 개발 정책모형 수립 및 사례지침 개발연구(별책부록)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

251

2007.02.03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창립총회

대한의학회

361

50 년사

번호

발간일

자료명

발행처

252

2007.02.07

인턴 수련교육 및 진료 지침서 2007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253

2007.02.12

의과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건강보험 심사 평가 자료 활용을 통한 -

대한의학회

254

2007.03.02

장애평가기준 개발 워크숍

대한의학회

255

2007.03.29

대한의학회 40년사

대한의학회

256

2007.06.12

학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대한의학회

257

2007.06.07

전공의 의료윤리 교육목표 개발을 위한 워크숍

대한의학회/한국
의료윤리교육학회/
메티컬리더십포럼

258

2007.07.02

졸업 후 의학교육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259

2007.07.09

EBM과 임상진료지침 국제워크숍
- EBM과 임상진료지침의 국제동향과 활성화 방안

대한의학회

260

2007.09.19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관한 워크숍

대한의학회

261

2007.10.25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를 위한 세무 가이드라인

대한의학회

262

2007.11.14

제6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대한의학회

263

2007.12.18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264

2008.03.17

2008 정기총회

대한의학회

265

2008.05.04

장애평가 국제심포지엄

대한의학회

266

2008.05.09

[연구용역 보고서] 전공의를 위한 의료윤리 교육목표의 개발

대한의학회/한국의
료윤리교육학회/한
국의학학술지원재단

267

2007.10.10

전문의자격시험 2차 실기시험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268

2007.08.01

시험 문항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워크숍

대한의학회

269

2007.10.08

일본의 의료기관 관련 단체

대한의학회
학술위원회

270

2007.05.25

KoMCI 2006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대한의학회

271

2007.09.04

근거중심보건의료실무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2
(진단법 평가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임상 응용

대한의학회/건강
보험심사평가원

272

2006.02.01

한-미 암 공동연구 협력위원회 활동 보고서(1986년-2001년)

대한의학회/한-미 암
공동연구 협력위원회

273

2002.06.19

대한의학회/
KOREA-NIH Conference on ETHICAL AND REGULATORY ASPECTS
대한임상연구심의
OF HUMAN RESEARCH,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 창립총회
기구협의회

362

부록

번호

발간일

자료명

발행처

274

2006.03.29

2006 정기총회 및 평의원회

대한의학회

275

2003.04.21

의학회 연구 결과 보고서-전공의 선발 및 수련 교육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의학회

276

2008.02.05

인턴 수련교육 및 진료 지침서 2008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277

2008.07.11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 건강보험 심사 자료 활용을 통한 -

대한의학회

278

2008.07.10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정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279

2007.07.28

제5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7월)

대한의학회

280

2007.10.06

제6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고급과정-10월)

대한의학회

281

2007.12.01

제7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12월)

대한의학회

282

2008.05.31

제8, 9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고급과정-5월)

대한의학회

283

2008.06.30

KoMCI 2007

대한의학회

284

2008.09.26

JKMA (대한의사협회지)와 JKMS (대한의학회 발행) 발전 워크숍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285

2008.09.25

[결과보고서] 국립 보건의과학 도서관 건립을 위한 의학정보 콘텐츠
구축 및 운영모델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의학회

286

2008.11.18

제7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대한의학회

287

2009.02.23

국가연구망을 이용한 의학연구교육 활성화 기획 워크숍

대한의학회

288

2009.03.19

2009 정기 총회

대한의학회

289

2009.03.07

Harmonization of Modern and Traditional Medicine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

290

2009.05.23

제12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대한의학회

291

2009.06.30

KoMCI 2008

대한의학회

292

2009.06.26

임상진료지침 작성법(I) 워크숍: 임상진료지침 평가도구 소개와 적용

대한의학회

293

2009.07.02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2008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대한의학회/
삼정회계법인

294

2009.07.13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실시를 위한 등록기준안 개발

대한의학회/
질병관리본부

295

2009.07.25

제13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대한의학회

296

2009.10.01

회원학회를 위한 세무 가이드라인

대한의학회

297

2009.05.01

2008 장애인복지인프라개선방안연구(II)

보건복지가족부/
대한의학회/한국보
건사회연구원

363

50 년사

번호

발간일

자료명

발행처

298

2009.09.30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대한의사협회/대한
의학회/대한병원협회

299

2009.10.31

제14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대한의학회

300

2009.11.11

전공의 수련 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301

2009.11.24

제8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대한의학회

302

2009.10.14

’09 소비자 건강정보 개발 및 제공 등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대한의학회

303

2009.02.02

인턴 수련교육 및 진료 지침서 2009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304

2009.11.01

진료지침 개발의 길잡이

보건복지가족부·
대한의학회

305

2009.12.21

근거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학회 확산시스템 개발

보건복지가족부·
대한의학회

306

2010.02.02

인턴 수련교육 및 진료 지침서 2010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307

2010.03.29

2010 정기 총회

대한의학회

308

2009.12.19

제15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대한의학회

309

2010.05.15

제16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대한의학회

310

2010.06.28

임상 진료지침 개발 워크숍

대한의학회

311

2010.07.01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2009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대한의학회/
삼정회계법인

312

2010.06.30

KoMCI 2009

대한의학회

313

2010.06.30

2009 의학적 장애판정 기준 개선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모의적용사업
- 한국장애평가기준개발사업보고서

대한의학회

314

2010.07.05

손해배상 사건의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을 위한 의학적 기준 재정립 연구

대한의학회

315

2004.06.02

의사면허자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의대 졸업 후 임상수련 의무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세의대

316

2010.07.17

제17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대한의학회

317

2010.10.19

JKMS 발전 워크숍

대한의학회

318

2010.10.19

의학회 총람

대한의학회/
의학신문사

319

2010.10.19

제18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대한의학회

320

2010.11.30

제9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대한의학회

364

부록

번호

발간일

자료명

발행처

321

2010.11.12

임상진료지침 개발자 기본과정 워크숍

대한의학회

322

2010.11.01

K-AGREE II 도구 활용 안내서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323

2010.11.17

분쉬의학상 20주년 기념 김중만이 만난, 한국을 빛낸 20인의 의사들

대한의학회·한국베
링거인겔하임

324

2010.11.27

제19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대한의학회

325

2010.11.30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326

2010.07.30

부인암 진료권고안

대한부인종양·콜포
스코피학회/대한의
학회

327

2010.12.29

임상진료지침의 질 관리 체계 및 중재기반 개발지원 모형 구축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328

2011.02.16

인턴 수련교육 및 진료 지침서 2011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329

2011.03.08

공정경쟁규약 관련 회원학회 설명회

대한의학회

330

2011.03.29

2011 정기총회

대한의학회

331

2011.03.29

2010 회보 모음집

대한의학회

332

2011.05.03

자동차사고 합리적 피해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상해 장애 등급
개선연구 중간보고

대한의학회

333

2011.05.15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의료윤리 쟁점」토론회
대한의학회
- 새로 도입되는 치료법 어떻게 할 것인가?(역사적, 학술적, 윤리적 고찰)

334

2011.07.20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2010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대한의학회/삼정회
계법인

335

2011.07.30

제20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대한의학회

336

2011.09.30

대한의학회 간행워크숍

대한의학회

337

2011.10.15

제21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대한의학회

338

2011.09.05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해설과 사례 연구

대한의학회 장애평
가기준개발위원회

339

2011.11.11

자동차사고 합리적 피해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상해 · 장애등급 개선 연구

대한의학회

340

2011.11.29

제10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대한의학회

341

2011.12.10

제22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대한의학회

342

2011.02.28

세부전문의제도 정립을 위한 의학계의 인식조사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의학회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운영위원회

365

50 년사

번호

발간일

자료명

발행처

343

2011.03.15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의학회

344

2011.10.18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실태 조사 및 외국사례 연구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345

2011.11.28

한국형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 교육 · 보급 모형 개발 및 웹 기반
진료지침 평가시스템(AGREE 2.0)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346

2011.12.01

한국형 진료지침 수용개발 방법의 이해와 활용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347

2012.02.02

인턴 수련교육 및 진료 지침서 2012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348

2011.11.29

자동차사고 합리적 피해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상해 · 장애등급
개선 연구 최종보고

대한의학회

349

2011.12.29

자동차사고 합리적 피해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상해 · 장애등급
개선 연구 최종보고 요약

대한의학회

350

2012.03.29

2011 회보 모음집

대한의학회

351

2012.03.29

2012년도 정기총회

대한의학회

352

2012.04.21

제21대 임원 워크숍

대한의학회

353

2012.05.11

제21대 임원 · 위원 워크숍

대한의학회

354

2012.05.16

2012년도 제1차 학회 수련교육이사 워크숍

대한의학회

355

2011.07.01

2011 소비자 건강정보 개발 및 제공 등에 관한 연구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

356

2012.07.03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2011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대한의학회/
삼정회계법인

357

2012.07.17

전문과목학회 대표자 회의

대한의학회

358

2012.07.18

JKMS 학술지 발전 및 편집위원 워크숍

대한의학회

359

2012.07.23

제23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대한의학회

360

2011.11.01

임상수행시험 실행 사례

대한의학회
고시위원회

361

2012.09.15

건강정보 심의위원 워크숍

대한의학회

362

2012.09.15

2012년 제24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대한의학회

363

2012.10.24

대장암진료권고안 v.1.0

대한의학회

364

2012.10.30

위암표준진료권고안

대한의학회

365

2012.11.09

2012년도 제2차 학회 수련교육이사 워크숍

대한의학회

366

부록

번호

발간일

자료명

발행처

366

2012.11.29

2012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평가방법론 워크숍

대한의학회

367

2012.12.15

2012년 제25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대한의학회

368

2012.12.01

’12 소비자 건강정보 개발 및 제공 등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369

2013.01.18

의사의 사회적 역량과 전문직 단체의 역할 & 전공의의 사회적 역량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의학회, 대한병
원협회, 대한전공의
협의회, 한국의학교
육평가원

370

2013.03.12

바람직한 세부전문의제도 수립을 위한 워크숍

대한의학회

371

2013.05.31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2012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대한의학회/
삼정회계법인

372

2013.05.31

전문학회 수련교육 워크숍·전공의 수련 체계의 변화와 과제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373

2012.12.01

임상진료지침 질 평가체계 구축 및 개발된 진료지침의 확대 보급
전략 수립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374

2013.07.20

2013년 제26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기초과정)

대한의학회

375

2012.12.20

주요 질병(질환)의 보훈심사기준 정립 연구

대한의학회 장애평
가기준개발위원회

376

2013.08.20

국내 고등학교 교과서의 건강정보 오류 분석 연구 2013

대한의학회 건강
정보심의위원회

377

2013.10.30

전공의의 효율적 수련을 위한 전문과목별 수련과정 개편 연구 공청회

대한의학회

378

2013.12.21

2013년 제27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기초과정)

대한의학회

379

2013.11.28

제12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대한의학회

380

2013.11.01

2013 소비자 건강정보 개발 및 제공 등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381

2013.10.31

대한의학회 국제협력체계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의학회/고려대
학교 산학협력단

382

2013.02.02

인턴 수련교육 및 진료 지침서 2013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383

2014.02.03

인턴 수련교육 및 진료 지침서 2014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384

2014.03.20

2014년도 정기 평의원회

대한의학회

385

2013.12.10

바람직한 한국 세부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

대한의학회

386

2013.11.29

전공의의 효율적 수련을 위한 전문과목별 수련과정 개편 연구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

367

50 년사

번호

발간일

자료명

발행처

387

2014.02.28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2013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대한의학회/
삼정회계법인

388

2014.06.01

일차 의료용 고혈압 임상진료지침 - 근거기반 권고 요약본 2014

대한의학회

389

2014.06.01

일차 의료용 당뇨병 임상진료지침 - 근거기반 권고 요약본 2014

대한의학회

390

2014.03.31

대한의학회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 도출 최종보고서

대한의학회 / Beamers & Company

391

2014.05.31

KAMS - Brand Identity Guide

대한의학회 /
인권앤파트너스

392

2014.07.15

건강보험 심사자료 활용을 통한 의학연구 활성화 심포지엄

대한의학회

393

2014.07.19

제28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대한의학회

394

2014.07.25

기초의학전공 의과학자 양성에 관한 연구

대한의학회

395

2014.11.27

제13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대한의학회

396

2014.12.31

의과학 선진화를 위한 기초의학 육성과 의사 기초의학자 양성 방안

대한의학회

397

2015.03.23

2015년도 정기평의원회

대한의학회

398

2015.03.25

2015년도 정기총회

대한의학회

399

2015.08.03

Post MERS 대책 마련을 위한 의협 의학회 공동 토론회Ⅱ

대한의학회

400

2014.11.28

전임의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401

2015.09.17

제1회 국민건강정보포럼 현명한 건강선택

대한의학회

402

2015.02.03

인턴 수련교육 및 진료 지침서 2015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403

2016.02.02

인턴 수련교육 및 진료 지침서 2016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404

2015.12.03

제14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대한의학회

405

2015.12.31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대한의학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06

2016.03.22

2016년도 정기평의원회

대한의학회

407

2016.03.26

미래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 워크숍

대한의학회

408

2016.03.29

2016년도 정기총회

대한의학회

409

2016.06.09

메르스 환자 코호트 연구 중간보고회

대한의학회

410

2014.12.20

제29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대한의학회

411

2015.07.18

제30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대한의학회

368

부록

번호

발간일

자료명

발행처

412

2015.12.05

제32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대한의학회

413

2015.09.19

제31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고급과정)

대한의학회

414

2016.06.17

2016년도 상반기 회원학회 학술이사 워크숍

대한의학회

415

2016.07.23

제33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대한의학회

416

2016.06.09

건강정보 아카데미 제1강

대한의학회

417

2016.07.14

건강정보 아카데미 제2강

대한의학회

418

2016.07.02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개발 워크숍

대한의학회

419

2016.08.11

건강정보 아카데미 제3강

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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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MS 발간 현황

370

연도

발간 현황

1986

Volume 1 no.1

1987

Volume 2 no.1-4

1988

Volume 3 no.1-4

1989

Volume 4 no.1-4

1990

Volume 5 no.1-4

1991

Volume 6 no.1-4

1992

Volume 7 no.1-4

1993

Volume 8 no.1-6

1994

Volume 9 no.1-6

1995

Volume 10 no.1-6

1996

Volume 11 no.1-6

1997

Volume 12 no.1-6

1998

Volume 13 no.1-6

1999

Volume 14 no.1-6

2000

Volume 15 no.1-6, Supplement 1

2001

Volume 16 no.1-6, Supplement 1

2002

Volume 17 no.1-6

2003

Volume 18 no.1-6

2004

Volume 19 no.1-6

2005

Volume 20 no.1-6

2006

Volume 21 no.1-6

2007

Volume 22 no.1-6, Supplement 1

2008

Volume 23 no.1-6

2009

Volume 24 no.1-6, Supplement 1-2

발간 주기 ·특기사항

창간호
계간

Iindex Medicus 등재

격월간

SCIE 등재

SCI 등재

자체 website 구축, 온라인 출판

회원학회 · 협의회 부록
소개

연도

발간 현황

2010

Volume 25 no.1-12, Supplement 1

2011

Volume 26 no.1-12

2012

Volume 27 no.1-12, Supplement 1

2013

Volume 28 no.1-12

2014

Volume 29 no.1-12, Supplement 1-3

2015

Volume 30 no.1-12, Supplement 1-2

2016.09

Volume 31 no.1-9, Supplement 1

발간 주기 ·특기사항

월간, Open Access, PMC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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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전문과목) 명칭 개정 현황
1) 국ㆍ영문 명칭, 전문과목 명칭 변경(1996.09)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대한생화학회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영문명

Korean Biochemical Society

Korean Society of Medical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대한치료방사선과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전문과목명

치료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영문명

Korean Society for Therapeutic Radiology

비고

Korean Society for Therapeutic Radiology
and Oncology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03.10.01)

2) 전문과목 명칭 변경(1998.06)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전문과목명

해부병리과
(Department of Anatomical Pathology)

병리과
(Department of Pathology)

비고

의료법 개정(2002.03.30),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03.10.01)

3) 전문과목 명칭 변경(1999.07)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전문과목명

일반외과(Department of General Surgery)

외과(Department of Surgery)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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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2002.03.30),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03.10.01)

부록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전문과목명

마취과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마취통증의학과
(Department of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비고

의료법 개정(2002.03.30),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03.10.01)

4) 국ㆍ영문 명칭 변경(2001.05.08)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한국지질학회

한국지질 · 동맥경화학회

영문명

Korean Soceity for Lipidology

Korean Society of Lipidology

5) 국ㆍ영문 명칭, 전문과목 명칭 변경(2002.1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대한임상병리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전문과목명

임상병리과
(Department of Clinical Pathology)

진단검사의학과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영문명

Korean Society of Clinical Pathologists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비고

의료법 개정(2002.03.30),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03.10.01)

6) 학회 명칭 및 전문과목 명칭 변경(2004.03.09)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회명

대한방사선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전문과목명

진단방사선과

영상의학과

비고

영문 명칭은 변경하지 않음.
의료법 개정(2006.12.16),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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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과목명 변경(2004.03.09)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전문과목명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비고

영문 명칭은 변경하지 않음. 의료법 개정(2007.04.1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08.04.11)

8) 명칭변경(2006.03.09)
대한순환기학회 → 대한심장학회
한국농촌의학회 →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9) 명칭변경(2006.06.13)
대한소아알레르기및호흡기학회 →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10) 영문명칭 변경(2006.06.13)
대한심장학회 The Korean Society of Circulation → The Korean Society of Cardiology
한국역학회 Korean Epidemiological Society → Korean Society of Epidemiology: KSE

11) 명칭변경(2007.02.27)
대한배뇨장애및요실금학회 →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대한불임학회 → 대한생식의학회

12) 영문명칭 변경(2007.02.27)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Gastroenterology and Nutrition
(KSPGN) →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and Nutrition
(KSPGHAN)

13) 영문명칭 변경(2007.05.08)
대한이비인후과학회 Korean Society of Otolaryngology
→ The Korean Society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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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국·영문 명칭 변경(조건부 인준 : 2007.10.09, 최종 인준 : 2008.05.1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대한정맥마취학회

대한마취약리학회

영문명

The Korean Society for Intravenous Anesthesia The Korean Society for Anesthetic Pharmacology

15) 영문 명칭 변경(2008.09.09)
대한영상의학회 The Korean Radiological Society →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16) 국·영문 명칭 변경(2009.03.1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영문명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17) 국·영문 명칭 변경(2009.11.1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영문명

Korean Society of Medical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Korean Society fo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18) 국·영문 명칭 변경(2010.03.09)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대한소화관운동학회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영문명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Motility

Korean Society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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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문 명칭변경(2010.06.08)
대한 Helicobacter 및상부위장관연구학회 → 대한상부위장관 · 헬리코박터학회

20) 전문과목 국문 명칭 변경(2010.09.14)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회명

대한신경정신의학회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변동 없음

전문과목명

정신과
(Department of Psychiatry)

정신건강의학과
(영문명은 변동 없음)

비고

의료법 개정(2011.08.04)

21) 학회 국문 명칭 및 전문과목 국·영문 명칭 변경(2011.03.08)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회명

대한산업의학회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영문명은 변동 없음)

전문과목명

산업의학과
(Department of Occupational Medicine)

직업환경의학과
(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비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11.12.07)

22) 학회 영문 명칭 변경(2011.05.17, 기획조정위원회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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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변동 없음

영문명

Korean Society of Cerebrovascular Surgery

Korean Society of Cerebrovascular Surgeons

부록

23) 학회 영문 명칭 변경(2011.07.1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변동 없음

영문명

Korean Society of Endoscopic
and Laparoscopic Surgery

Korean Society of Endoscopic
and Laparoscopic Surgeons

24) 학회 국문 명칭 변경(2011.10.1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대한간질학회

대한뇌전증학회

영문명

Korean Epilepsy Society

변동 없음

25) 학회 영문 명칭 변경(2011.11.08)→전문과목 영문 명칭도 곧 변경 예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좌동

영문명

The Korean Society of Therapeutic Radiology
and Oncology

The Korean Society for Radiation Oncology

26) 학회 영문 명칭 변경(2011.11.08)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좌동

영문명

Korean Association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한국혈전지혈학회

좌동

영문명

Korean Society of Hemostasis and Thrombosis

Korean Society on Thrombosis and Hemo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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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학회 명칭 변경(2011.12.1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대한음성언어의학회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영문명

The Korean Society of Logopedics
and Phoniatrics

Korean Society of Laryngology,
Phoniatrics and Logopedics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영문명

The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and Colposcopy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28) 학회 명칭 변경(2012.03.1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대한소아심장학회

변동 없음

영문명

Korean Pediatric Cardiology Society

Korean Pediatric Heart Society

29) 학회 명칭 변경(2012.09.20)

378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대한마취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영문명

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변동 없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한국의료QA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영문명

The Korean Society of
Quality Assurance in Health Care

Korean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부록

30) 학회 명칭 변경(2012.10.1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대한기생충학회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영문명

The Korean Society for Parasitology

The Korean Society for Parasitology
and Tropical Medicine

31) 학회 명칭 변경(2012.11.1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대한알레르기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영문명

The Korean Society of Allergology

The Korean Academy of Asthma,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32) 학회 명칭 변경(2014.09.0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한국소아감염병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영문명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변동 없음

33) 학회 명칭 변경(2014.11.1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학회

사단법인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영문명

Korean Association of
Quality Assurance for Clinical Pathology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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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학회 명칭 변경(2015.05.1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영문명

Korean Society for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Korean Society for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35) 학회 명칭 변경(2015.06.09)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대한우울·조울병학회

변경없음

영문명

Korean Society for Depressive
and Bipolar Disorders

Korean Society for Affective Disorders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대한류마티스학회

변경없음

영문명

Korean Rheumatism Association

Korean College of Rheumatology

36) 학회 명칭 변경(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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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문명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변경 없음

영문명

Korean Society of Lipidology

Korean Society of Lipidology and Atherosclerosis

회원학회 · 협의회 부록
소개

회원학회 신규 가입 현황
1) 신규가입(2001.10.09) - 분류(2002.03.12)

5) 신규가입(2004.03.09)

- 대한노인정신의학회(4-나)

- 대한내분비외과학회(5-나)

- 대한배뇨장애및요실금학회(5-다)

- 대한뇌혈관외과학회(5-다)

- 대한의진균학회(7-다)

-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5-다)

- 대한화상학회(5-다)

- 대한소아심장학회(7-나)

- 한국의료QA학회(3-나)

- 대한위암학회(7-다)

2) 신규가입(2002.03.12)
- 대한근전도 · 전기진단의학회(6-다)

6) 신규가입(2005.03.08)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 4-나

- 대한뇌졸중학회(4-다)
- 대한임상미생물학회(6-나)
-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6-다)
- 대한정맥마취학회(6-다)

7) 신규가입(2006.03.09)
- 한국의학물리학회(8-가)

- 한국유방암학회(7-다)
- 한국정신분석학회(4-다)

8) 신규가입(2007.02.27)
- 대한뇌종양학회(5-다)

3) 신규가입(2002.09.10)
- 대한수부외과학회(5-나)

4) 신규가입(2003.02.11)
-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7-나)
-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4-다)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3-나)

- 대한이과학회(5-나)
- 대한평형의학회(7-나)
- 대한폐암학회(7-다)
- 한국의학교육학회(3-가)

9) 신규가입(2008.03.18)
- 대한임상독성학회(6-나)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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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규가입(2009.03.19)

15) 신규가입(2014.4.8)

- 대한장연구학회(4-다)

- 대한독성유전 · 단백체학회(8-가)

- 한국뇌신경과학회(7-나)

-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5-나)

- 한국호스피스 · 완화의료학회(3-나)

- 대한우울 · 조울병학회(4-다)
- 대한족부족관절학회(5-다)

11) 신규가입(2010.3.29)
- 대한두경부외과학회(5-나)

16) 신규가입(2015.3.24)

- 대한비뇨기종양학회(5-나)

- 대한견 · 주관절학회(5-다)

- 대한 Helicobacter 및 상부위장관연구학회(4-다)

- 대한의용생체공학회(8-가)

12) 신규가입(2011.3.29)

17) 신규가입(2016.3.29.)

- 대한췌담도학회(4-다)

- 대한간암학회(7영역-세부 · 융합학회)

- 한국조직공학 · 재생의학회(8-가)

- 대한모체태아의학회(5영역-세부 · 융합학회)
-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6영역-세부 · 융합학회)

13) 신규가입(2012.3.29)
- 대한갑상선학회(7-다)
-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8-가)

14) 신규가입(2013.3.26)
- 대한두통학회(7-다)
- 대한청각학회(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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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임상화학회(6영역-세부 · 융합학회)
- 대한전립선학회(5영역-세부 · 융합학회)
- 대한창상학회(6영역-세부 · 융합학회)

회원학회 · 협의회 부록
소개

회원학회 분류 변경 현황
1) 분류변경(2002.03.12)
- 대한소아내분비학회 : 4-다 → 4-나
- 대한통증학회 : 6-다 → 6-나

2) 분류변경(2002.09.10)
- 한국정신분석학회 : 4-다 → 4-나

3) 분류변경(2004.03.09)
- 대한응급의학회 : 7-가 → 6-가

4) 분류변경(2005.10.11)
- 대한재활의학회 : 6-가 → 4-가

5) 분류변경(2006.12.12)
- 대한의학유전학회: 5-나 → 7-나

6) 분류변경(2007.02.27)
-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6-다 → 6-나

7) 분류변경(2007.05.08)
-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4-다 → 4-나

8) 분류변경(2007.12.11)
- 대한산업의학회: 3-나 → 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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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변천과 연도별 직원 현황
사무국 변천
연도

내용

1985-1992

대한의사협회 학술국에서 의학회 업무를 지원받음.

1993-2013

1993년 독립적인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함.

2014-2016

사무국 내에 학술진흥부, 수련·평가센터, 연구센터,
경영지원팀을 설치하여 운영함.

연도별 직원 현황
연도

전문직

연구직

계

1985-1992

1

1

1993

3

3

1994

3(2)

3(2)

1995-1996

2

2

1997-1999

3

3

4(3)

4(3)

3

3

2003

6(5)

6(5)

2004

7(6)

7(6)

6

6

2007

7(6)

7(6)

2008

6

6

2009-2010

7

7

2011-2012

5

1

2013

5

1

4

10

2014

7

1

5(4)

13(12)

2015

11(9)

1

9(8)

21(18)

2016

14(12)

2(1)

9(8)

25(21)

2000
2001-2002

200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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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6

회원학회 · 협의회 부록
소개

대한의학회 CI
1988년 4월

200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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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A
Basic Elements

1. 심볼마크
2. 한글 서체

기본 요소

3. 영문 서체
4. 심볼마크 시그니춰 조합
5. 전용색상
6. 색상활용
7. 사용금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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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rand Identity Guide

A-1

Symbol Mark
심볼마크

심볼마크 최소사용규정

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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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Identity Guide

A-2

한글 서체

대한의학회 한글체는 최근의 서체 경향을 반영하여 젊고 친근한 느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한의학회의 위상과 가치를 정직하게 나타내며 세로로 긴 형태를 통해 좀 더 날렵한 느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388

부록

Brand Identity Guide

A-3

영문 서체

DIN 서체는 독일에서 개발되어 전세계적으로 애용되고 있는 영문 서체로, 100여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과 함께 부드러우면서도 절제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아카데믹한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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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Identity Guide

Color System
전용색상

A-4

전용색상의 표현은 인쇄일 경우 별색을 원칙으로 하나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 인쇄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색상의 표현에 있어 인쇄방법, 잉크의 농도, 종이의 지질 등에 따라 색상재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사인류의 색상적용 또한 비닐시트, 페인트, 실크스크린 등의
여러가지 방법에 있어 각각의 특성상 미세한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예시된 별색에 최적의 상태가 되
도록 한다. 웹에서의 색상은 명시된 칼라값을 준수하여야 하나 상황에 맞게 미세한 조정은 가능하다.

KAMS Blue
PANTONE 661 C
C
M
Y
K

100
90
10
0

KAMS Green
PANTONE 348 C
C
M
Y
K

90
40
100
0

대한의학회의 블루는 세계 의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전문성을 나타냅니다. 블루는 성실,
신성함, 책임, 희망의 색입니다. 대한의학회의 녹색은 전통적인 의학의 색으로, 녹색은 생명과 자연, 미래
의 색이고 믿음의 색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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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rand Identity Guide

Signature Type
심볼마크 시그니춰 조합

A-5-1

시그니춰 조합은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조합한 것을 말한다.
적용매체에 따라서 적용공간 레이아웃을 고려하여 제시된 시그니춰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심볼마크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적용매체의 환경에 맞추어 심볼마크와 로고의 레이아웃을 임의로 조정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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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Identity Guide

Signature Type
심볼마크 시그니춰 조합

시그니춰 조합은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조합한 것을 말한다.
적용매체에 따라서 적용공간 레이아웃을 고려하여 제시된 시그니춰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심볼마크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적용매체의 환경에 맞추어 심볼마크와 로고의 레이아웃을 임의로 조정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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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2

부록

Brand Identity Guide

Signature Type
심볼마크 시그니춰 조합

A-5-3

시그니춰 조합은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조합한 것을 말한다.
적용매체에 따라서 적용공간 레이아웃을 고려하여 제시된 시그니춰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심볼마크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적용매체의 환경에 맞추어 심볼마크와 로고의 레이아웃을 임의로 조정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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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Identity Guide

Signature Type
심볼마크 시그니춰 조합

시그니춰 조합은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아래 조합한 것을 말한다.
적용매체에 따라서 적용공간 레이아웃을 고려하여 제시된 시그니춰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심볼마크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적용매체의 환경에 맞추어 심볼마크와 로고의 레이아웃을 임의로 조정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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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4

부록

A-6

Brand Identity Guide

Color Usage
색상활용

색상 활용은 전용 색상을 사용한 칼라 표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나 특수한 장식적 효과를 기대할 경우 금
색, 은색 또는 금박, 은박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또한 색 재현이 어렵거나 단색으로 표현해야 할 경우 아
래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본 항에 예시된 사항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며 제시된 이외의 색상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이미지의 분산 또는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한다.

KAMS Blue C100 M90 Y10 K0

KAMS Green C90 M40 Y100 K0

단색사용 기준
KAMS Blue

PANTONE 661C

0%

40 %

KAMS Green

PANTONE 348C

KAMS Silver

PANTONE 877C

KAMS Gold

C0 M20 Y40 K6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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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Brand Identity Guide

Incorrect Usage
사용금지규정

396

규정 외에 임의의 변형된 심볼마크의 사용은 본래의 심볼마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아이덴티티의 혼란
을 초래한다. 본 항에 예시된 예들은 잘못된 사용의 경우로, 이와 같은 잘못된 적용에 주의하여 본 매뉴얼
에 예시된 항목별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임의로 효과를 준 경우

외곽선으로 표현한 경우

요소의 배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수평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비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비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복잡한 배경 위에 적용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