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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기관(단체) 성명 근무처 직위

대한의학회
(55)

간학회
김형준 중앙대학교병원 교수
김도영 연세의료원 교수

감염학회
김상일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손장욱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

결핵  및 

호흡기학회

정만표 삼성서울병원 교수

이승룡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

내분비학회
김대중 아주대학교병원 교수
신동엽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부교수

당뇨병학회
유성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부교수
이우제 서울아산병원 교수

류마티스학회
유종진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조교수
조수경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 조교수

소화기학회
백광호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교수
은창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

심장학회 조덕규 서남의대 명지병원 부교수

혈액학회
정철원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김진석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부교수

소화기암
김성수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교수
문정섭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교수

외과학회
정은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임상교수

임진홍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조교수

위암학회
신동우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외과장

최원혁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조교수

유방암학회
정용식 아주대학교병원 교수
고범석 서울아산병원 부교수

소아과학회
최병민 고대안산병원 부원장
은병욱 을지의대 을지병원 부교수

소아혈액종양학회
한정우 연세의료원 조교수

박미림 충북대병원 부교수

부인종양학회
김용만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재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상열 원광대학병원 교수
손인기 계요병원 수련부장

안과학회
김은철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교수
김재석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교수

이비인후과학회
김승우 중앙보훈병원 과장
송재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

피부과학회
손상욱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교수

전지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조교수

비뇨기과학회
민승기 국립경찰병원 과장

한준현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부교수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명단

○ 임기: 2017. 9. 1. ~ 2019. 8. 3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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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기관(단체) 성명 근무처 직위

비뇨기종양학회
주관중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교수

서호경 국립암센터 연구의사

신경과학회
김원주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한상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교수

가정의학회
김문종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교수
김수영 강동성심병원 교수

핵의학회
최준영 성균관대학교삼성서울병원 교수
팽진철 서울대학교병원 부교수

암학회
김태원 서울아산병원 교수
임호영 삼성서울병원 교수

이식학회
김영훈 서울아산병원 임상부교수

이정표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부교수

폐암학회
류정선 인하대학교병원 교수

장승훈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교수

대한
약학회

(6)

약제학
이용복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손동환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약물학
하헌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김상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임상약학
유봉규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오정미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보건
관련
학회

(6)

한국보건경제 정책학회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강은정 순천향대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한국보건의료기술 
평가학회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부교수

장선미 가천대 약학대학 교수

한국보건정보 통계학회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

안소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조교수

의약
협회
(5)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굿모닝함운외과의원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김덕윤 경희대학교병원 교수

대한약사회 홍진태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한국병원약사회 김재연 서울아산병원 약제팀장

대한한의사협회 조선영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소비자
단체
(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황선옥 (사)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한국소비자원 노연홍 가천대학교 부총장

녹색소비자연대 이주영 녹색소비자연대 녹색건강연대 본부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당연직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영주 식약처 의약품심사조정과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병철 진료심사평가위원(약학) 상근위원

강신정 진료심사평가위원(약학) 상근위원

임형호 진료심사평가위원(한방) 상근위원

이병일 약제관리실 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