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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로수젯’	3상	결과	국제학술지	등재

SCI급	Cardiovascular	Therapeutics	게재

로수바스타틴	단일제	대비	우수효과	입증

한미약품의	고지혈증치료	복합제	‘로수젯’의	임상	3상	결과가	SCI급	국제	학술지에	등재됐다.	

한미약품은	세계	최초	에제티미브(비스타틴	계열)+로수바스타틴(스타틴	계열)	복합제	‘로수젯’의	임상	3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Cardiovascular	

Therapeutics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임상	3상(MRS-ROZE)은	국내	고지혈증	환자	410명을	대상으로	복합제(로수젯)과	단일제(로수바스타틴)를	용량별로	투여해	8주간	콜레스테롤	수

치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로수젯	투여군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55~60%	감소한데	반해,	로수바스타틴	단일제	투여군은	45~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상반응을	포함한	안전성	면에서도	로수젯과	단일제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임상시험	책임	연구자인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	김효수	교수는	“고지혈증은	운동이나	식이요법만으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다”며	“로수젯은	LDL	콜

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제로,	다른	질병	없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는	물론	죽상경화증·협심증·심근경색	증세가	있는	

환자,	CT	검사상	심장	관동맥	또는	뇌	경동맥에	기름이	끼어	있는	환자,	당뇨병	등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도	유

용한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마케팅팀	박명희	상무는	“이번	SCI급	국제학술지	등재를	통해	로수젯의	유효성및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이번	등재를	계

기로	근거	중심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수젯은	작년	11월	발매	이후	7월까지	UBIST	기준으로	누적매출	115억을	달성한	한미약품의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10/5mg,	10/10mg,	

10/20mg	세가지	용량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	한	번	복용하면	된다.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 고지혈증치료 복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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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개원의 출신인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 소

장은 취임사로 ‘저는 회원들에게 새경을 받는 

머슴입니다. 회원 밭에서 김을 매야지, 남의 

밭에서 김을 매는 일은 안 합니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나 회원 속으로 더 가까

이 다가가겠다고 말하는 이 소장. 그런 그가 

제안한 동네병원협동조합 설립의 의미와 향

후 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개원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다고 정평이 나있는 장성구 대한의학

회 부회장. 그는 그간 굵직한 의료계의 

요직들을 맡아 활동해왔고, 그러면서

도 대학교수로서 후학양성과 연구에도 

힘써왔다. 또 이미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의료계와 의학계를 넘

나들며 살아온 세월 속에서 그가 느낀 

생각들에 대해 들어봤다. 그리고 앞으

로 그가 계획한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눴다. 

장성구	대한의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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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EOUL DOCTOR

이용민	제8대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의료정책연구소가 생긴 지 올해로 14년, 

처음으로 개원의 출신 소장이 취임했다. 

이용민 소장은 취임사로 ‘저는 회원들에

게 새경을 받는 머슴입니다. 회원 밭에

서 김을 매야지, 남의 밭에서 김을 매는 

일은 안 합니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

다. 그런 그가 제안한 동네병원협동조합 

설립의 의미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오직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회원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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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소장 직을 맡았다고 들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연구소입니다. 2000

년 의약분업 사태가 벌어진 후 의료정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 문

제가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의사들이 선제적으로 당국에 의료

정책을 제안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의료정책연구

소가 탄생하였습니다. 제가 8대 소장이고 이전에 소장 직을 맡

아주셨던 분들은 모두 대학교수님들이셨습니다. 연구소가 생겨

난 이래 처음으로 개원의 출신 소장이 된지라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 의

욕도 생깁니다. 

제가 취임 기자회견 당시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회원들

에게 새경을 받는 머슴이다. 새경은 회원에게 받고 남의 밭에 김

매는 일은 안 하겠다’. 그때 했던 말처럼 임기 동안 오로지 회원

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소장이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93년 서울 서초구에서 개원한 후 약 7년 정도 평범한 개원의

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초구의사회 정보통신이사로 

있던 2000년, 의약분업 사태가 터지면서 의협을 드나들기 시작

하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쟁투)에 상근운영위원으로 들어갔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쟁투에서의 역할이 끝나고 나서는 의협민주화추진운동본

부(의민추), 의협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고문, 의협 정책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의료정책에 대한 학위를 

갖고 전문적으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15년 동안 현장에서 몸담

았던 경험을 평가해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상당수의 회원 

분들이 저와 같은 개원의이기 때문에 개원의들에게 보다 현실

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큰 것 같

습니다. 과거에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과제가 주로 학문적으

로 편향됐었다면, 이제부터는 현실적으로도 적용 가능한 정책 

생산에 대한 기대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내에 연구하고자 하는 의료정책이 있다면 

현재 정부나 입법부 쪽에서 나오는 많은 의료관련 정책들이 

전문가적인 식견 없이 졸속 추진되는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앞

으로는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정책을 선도적

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또한 눈앞에 당면한 과제뿐만 아니라, 

멀지 않은 시기에 곧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의료정

책 역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곧 닥칠지도 모

르는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의료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도 장기적 의료수요 예측, 국민건강보험 개선책, 의료재

정, 의료 수급체계 개선, 의사 수급 예측, 저수가 문제, 민간보험 

문제 등 준비해야 할 정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연

구결과를 현실에 맞게 적용시키는 부분에서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기존의 연구과제들 중 좋은 

것들을 발굴해내어 그것을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정책 담당자들

에게 맞춤 콘텐츠로 제공해야 합니다. 즉, 기존의 연구는 지속

하되 그 결과물을 재가공하여 현실에 적용 가능하게 하려합

니다.

그런 정책 연구의 일환 중 하나가 

‘동네의사협동조합’ 설립인지 

‘동네의사협동조합’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제안하는 실사구

시적 정책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의사조합을 설

립함으로써 저수가라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동네의원이 생존

의 한계점에 이른 상황을 타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자보전 차

원에서 동네의원에서도 진료 외의 기타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실 대한의사협

회나 지역 의사회 차원에서 하기 힘든 사업들이 많습니다. 회원

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어도 비영리 법인이기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리법인으로서의 협동조합 형태를 취하게 

되면 회원들을 위한 사업이 가능해지며 실제적인 배당도 가능

합니다. 이미 2014년부터 비뇨기과의사회에서는 500명 정도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수익을 냈고, 그에 따른 배당금도 회원들

에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의사협동조합을 전

국 규모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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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우선 기존의 의사회에서 해왔던 사업은 당연히 가능하며 협

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금융업·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이 가능합니다. 가령 의료 소모품 혹은 의료기기의 공동구매나 

공동판매, 백신 공동구매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을 전국 단위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

들의 각종 구인·구직, 직원 채용문제 해결, 개업·폐업 컨설팅

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을 가꿔온 병원을 폐업할 때 

의료기계들을 피눈물이 날 만큼 헐값에 팔곤 합니다. 협동조합

에서는 그러한 기기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창업 컨설팅 뿐 

아니라 폐업 컨설팅까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영역은 무

궁무진합니다. 의료생협이 비의료인들의 의료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면, 의사협동조합은 의사들이 의료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고자 설립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의사협동조합이 대표적으로 특화 시킬 수 있는 사업 중 하나

가 건강관리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건강관리서비스 회

사들이 있긴 하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은 의사들이 중심

이 된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한 후 환자인 분, 

환자로 의심되는 분, 건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를 중심

으로 한 의사협동조합 지부와 중앙조합이 개발한 시스템을 이

용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반 건강관리서비스 회사보다 훨씬 높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의사 개인으로서 시

도할 수 없는 사업을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

다. 앞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은 매우 발전할 것입니다. 때문

에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해나

가고자 합니다. 의사회원들께서 많은 참여를 하신다면 협상력

과 구매력이 커져서 파급력이 무척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스스로 사업을 이용, 참여한 만큼 반드

시 이익이 돌아옵니다. 때문에 많은 원장님들의 관심을 받고 있

습니다. 또한 기존의 의료정보회사, 전자차트회사, 건강관리서

비스를 하고자 하는 회사들에게 사업 참여를 타진 중에 있고 상

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전국 규모의 의사협동조합

을 만든 후 조합의 미래를 확신하는 기술력 있는 회사들과 협업 

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만

큼 관련 회사들도 의사협동조합을 굉장히 비전 있게 보고 있고, 

그 발전성이 큽니다. 많은 의사회 지도자분들께서도 좋은 구상

이라며 조합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씀해주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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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관련업체를 만나며 파트너십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련 회사

들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으나 협

동조합은 멀지 않은 시간에 가시화될 것입니다. 지금 정책연구

소는 ‘동네의사협동조합’이라는 정책 실현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조합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무래도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이 미래의 조합원인 

회원들에게 인식된다면 그 자체가 큰 메리트가 되고 결집력이 

될 것이며, 발족 규모는 더욱 커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또 의협

이나 지역의사회의 집행부는 바뀌어도 조합은 조합원 간의 상

부상조라는 목표를 위해 꾸준히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가입조

건은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주

로 동네병원 원장님들, 중소병원 원장님들이 가입 대상입니다. 

봉직의나 전공의 등도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서비스 이용이 가

능합니다. 또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과는 지역별 조합이 이상

적이고 특색이 뚜렷한 비뇨기과,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은 

과별로 조합을 꾸려도 좋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농협중앙회와 같

이 시, 도 지부를 구성하고 과별 협동조합과도 연계가 가능한 협

동조합기본법상의 ‘의사협동조합 연합체 설립’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나 

의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목표는 회원

권익이 우선이지만 국민건강권을 위해 노력하는 공익적 정책을 

내놓을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의 산하기관인 의료정

책연구소 또한 그렇습니다. 

아직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저는 국민들이 빠른 시간 안에 건

강·민간·자동차 보험에서 한방보험료를 선택적으로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방진료를 원하는 분들

은 기존과 같이 보험료를 내고, ‘나는 평생 한방진료를 받지 않

겠다.’라는 분들에게는 옵션으로 보험료를 깎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입법사항으로 할 것인지 헌법소원 등의 방법으로 할 것인

지 연구소에서 정책과제로 삼아 실천방안을 찾을 생각입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할 이유는 없다는 생

각입니다. 한방과 싸우자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국민들에게 선

택권을 드리자는 의미입니다. 비록 적은 액수의 보험료라도 절

감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면 이 또한 국민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 취임 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

부임하고 나서 새로 시도한 것 중 하나가 의료정책콘텐츠 TF 

팀을 만든 것입니다. TF 팀에서는 그동안 나온 정책이나 현안을 

만화나 카드뉴스로 만들어 쉬운 이해를 돕는 작업을 하고 있습

니다. 어려운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는 곧 홍보의 일환입니다. 많이 알려져야 관심을 받고, 관심을 

받아야 정책도 원활하게 진행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또 새롭게 시도했던 건 ‘조금 더 회원 속으로, 회원과 같이 하

는 정책을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소장, 실장 이하 연구원을 중심

으로 현안 관련 의료정책 강사 팀을 꾸렸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불합리한 의료현장에서 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지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의료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회원

들께서 강의를 요청하시면 전국 어디라도 달려갈 수 있도록 준

비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곳에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로지 회원을 위해, 회원을 향해, 회원들

에게 도움 되는 연구를 하는 것이 본연의 목표라 생각합니다. 앞

으로 정책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좀 더 현실적으

로 적용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기대를 갖고 관심을 가져주셨

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늘 질책과 격려, 비판을 해주시면 연구

소는 이를 받아들여 집행부가 회원들의 뜻을 더욱 잘 받들 수 있

도록 서포트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노자의 도덕경 중 ‘무사성사(無私成私)’라

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 뜻은 ‘사사로움을 취하려 하지 않고 일

을 하다 보면 사사로움마저도 저절로 성취 된다’입니다. 저는 지

금껏 의료계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개인의 사사로움을 취하려

고 한 적이 없었으며, 오로지 의료계의 난제를 풀기 위해 당시 

머물렀던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노력해왔다고 생각합

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서

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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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구 대한의학회 부회장

의학계와 
의료계는 
하나입니다

장성구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그간 굵직한 의료계 요직들을 맡아 활동해왔다. 

그러면서도 대학교수로서 후학양성과 연구에도 힘써왔다. 

그가 의료계와 의학계를 넘나들며 살아온 세월 속에서 느낀 감정들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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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로서 의료계의 여러 중책을 맡았다. 

요직을 거치며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의학계와 의료계를 넘나들며 비교적 다양한 분

야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의학계니 의료계니 하

지만 사실은 그게 둘이 아닌,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제

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의사가 되어 의료계 일선에서 국민들을 

위해 활동하면 의료계의 당당한 일원이 되는 것이고, 또 일부 제

자들이 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면 의학계에 기여하는 것입니

다. 의학이건 의료건 가장 큰 목적은 의료의 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제 전공인 비뇨기 종양에 대한 연구(총 237편의 연

구 논문과 그중 73편이 SCI 혹은 SCIE 등재학술지 게재 논문)

를 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종합기획조정실장과 병원장이라는 중

요보직을 경험하였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대한암학회, 대한비뇨

기종양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의학회와 깊은 인연을 맺

어왔으며 의료계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박한성 전 서울시의사

회 회장께서 재임하시던 2003년에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이사

로 활동한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대한의

사협회 부회장, 의료배상 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 및 초대 감사, 

대한의사협회 감사로서 활동하면서 의료계와 의학계를 연계하

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 의료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스스로

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우려되는 점은 언제부터인가 의료계

와 의학계가 마치 남남인 듯한 상호불신의 골이 깊어 가고 있다

는 것입니다. 이 점은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여 상호 협조하고 신

뢰하며 존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한국

의 의료라면 미래는 없습니다.

‘개원가 사정을 이해하는 분’으로 정평이 났다. 

개원가의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면 

개원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개원가를 다 이해한다면 거짓말

일 것입니다. 개원을 하고 있는 제 집사람과도 가끔은 의견을 달

리하는 경우가 있으니 말입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

는 것은 일선 개원가의 현실을 이해하려고 제 스스로가 공부를 

좀 하고 노력한다는 것뿐입니다. 일부에서는 개원가 회원들이 

이전투구만을 하고 있다고 얼굴을 돌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

면 주로 의학계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원가는 전후좌우가 절

벽에 막혀있고, 때에 따라서는 천인단애(千 斷崖)의 벼랑 끝

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의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개원가가 처해있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으

며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합니다.

지금 개원가든 병원가든 의료원가의 75% 수준인 의료보험 

수가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이

전에 당국과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상호불신의 장벽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은 사회의 

여러 매체나 조직이 개원가 회원들뿐 아니라 의사들의 자존심

에 여지없이 흠집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공공

연하게 antimedical을 내세우며 세를 불려가는 시민단체도 생

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계가 불신을 갖게 하는 당국의 일

방적인 정책이나 위압적인 행위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일이

지만 그렇다고 의료계가 저항과 투쟁 일변도로 나가서는 솔로

몬의 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무조건적인 투

쟁이 통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들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

는 역풍만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는 

단 한 가지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

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생각의 

중심에는 반드시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로

부터 ‘의사들은 역시 다르다’ 이 한마디를 듣게 되면 의료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일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제가 의료계 발전을 위하여 한 일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목도했을 때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의

료계 내부에는 의견의 일정한 방향성이 없고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백인백색의 의견이 존재하는 데 그 의견

이 절대 양보할 줄 모르는 자기주장들로 넘쳐흐르고 있다는 것입

니다. 어떤 경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 한 분의 감정이 의료계 

전체 의견에 강하게 반영되는 웃지 못 할 일까지 생겨나고 있습니

다.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전체 집단 속에 의료계는 아주 작은 집

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힘이 약하게 마련이고 그럴수

록 일정하게 통일된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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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전망과 비전을 제시한다면 

의료계의 전망과 비전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

리 주위의 변화를 의료계가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

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

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변하고 있으며 왓슨이 영상의학적 검사

를 판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황을 고민

하고 있다면 의료계의 미래는 밝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편안했

던 과거의 영화만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어둠의 그늘 그 자체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갈 길을 그 어느 누가 족집게 

마냥 점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치열

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조언자를 얻게 마련인 것

입니다. 

저는 의료계를 위한 조언자를 꼭 의료계 내부에서만 구할 필

요는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매우 다양해졌

고, 우리는 우리만이 아닌 그들과 상통하는 가운데 함께 이 사회 

속에서 숨 쉬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점

으로 생각한다면 의료계는 미래를 위한 분기점에 접하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

이 현실의 각박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국민들이 

의료계에 따가운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 

스스로가 강력한 자정능력을 보여 줌으로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 부부로서의 삶은 어떤지 

부부란 연을 맺고 살면서 생활에 쪼들리고 자식에 매달려 살

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의 부모님

들께서 그랬듯이 좋든 싫든 우리도 똑같은 쳇바퀴를 돌면서 살

아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제 집사람이 개원을 하고 있는 의사이

지만 집 사람의 직업을 의식하는 것은 일상 중에 닥치는 어느 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즉 동병상린(同病常鱗)의 정황이 면전에 닥

쳤을 때입니다. 개원가 의사로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이나 수모를 

당했을 때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빨리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평

생 도반(道伴)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료계

가 처한 정황에 대한 평가와 해결점을 논의할 때는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속으로 그렇게 뇌까려 보기도 합니

다. ‘우리 집이 대한민국 의료계의 축소판이다’라고 말입니다. 

젊은 후배 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지금까지 저는 의과대학생들 강의 첫 시간에 이런 말을 자주 

해 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가 실력을 갖

추지 못 했을 때 그로 인한 불이익을 본인이 받기 때문에 분명한 

귀책사유가 성립한다. 그러나 의사가 실력이 없을 때는 의사 본

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환자가 받는다. 그렇

기 때문에 의과대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좀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고, 한편 저는 과연 그만한 지식을 갖추었는지 되

묻고 싶지만 의사는 지식을 함양함에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한 것에는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의사의 길을 과감하게 버

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여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십시오.  

향후 하고 싶은 일은 

우선 첫 번째로 새로운 연구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 두 번째 

새로운 일에 욕심내지 않고 지금까지 하던 일을 잘 마무리한다, 

세 번째 평생을 나한테 치료를 의지했던 환자분들을 어떻게 가

이드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자, 네 번째 정년 후 이 사회를 위하

여 어떠한 재능기부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입니다. 사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겠냐만은 그래도 말씀드린 이런 생각을 갖고 노

력은 해볼 계획입니다. 향후 이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삶의 의미

를 찾아 볼까 합니다.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것은 의사의 길이 아

닌 제 또 다른 인생 여로 중의 하나인 시(詩)를 쓰고 글을 쓰는 

일 만큼은 계속할 것입니다. 2014년 <문학시대>를 통해서 늦은 

등단을 하였지만 사실 시는 오래전부터 써왔습니다. 2015년에 

첫 시집 <여강의 꿈>을 출간하였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수필집 

<이 몸은 내 몸이 아니오>를 출간할 예정으로 출판 초교를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정년과 관계없이 계속 참여할 또 다른 일은 의료봉사 

활동입니다. 1971년 대학 1학년 시절 몇몇 친구들과 함께 결성

하여 학창시절에는 문학 교양 클럽으로 그리고 의사가 된 이후

에는 의료 봉사 단체로 성장한 ‘SUS 의사회’는 이제 의사 회원

이 300여 명으로 성장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여

름에는 서부전선 최전방 지역에 대한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사)경희-국제의협력회는 창립 23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 매년 1회씩 20회의 해외봉사 활동을 하였으며 2015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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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로부터 ‘보령의료 봉사상 대상(단체상)’을 수상하기

도 하였습니다. 상을 받기 위하여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뜻을 세워 앞으로 나가 사회를 위하여 활동하던지, 뒤

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든지 하는 것은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여야 할 일은 운명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화서학회(華西學會) 사업이니 차후에 더 길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사)화서학회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계신 것 같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

는 일입니다. 저희 집안은 조선말의 거유(巨儒) 화서(華西) 이

항로(李恒老) 선생님의 유학적 학맥을 추구하고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통 화서학파(華西學派)의 집안입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님께서 조선 영조, 정조 때 완성한 조선유학(朝鮮儒

學)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화서 이항로 선생님의 제자들에 의하

여 형성된 학파가 화서학파입니다.

화서 선생께서는 밀려드는 외세 문화로부터 조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위정척사를 제창하셨는데 이는 역사상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자주정신의 현창(顯彰)에 해당하는 정신 혁명인 것

입니다. 이 위정척사를 당시의 위정자들이 천주교 탄압에 교묘

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였고, 후일 일제가 우리의 정신문화를 

격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정척사 정신은 왕권만을 강화하고 

대외 고립을 초래하여 조선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누명을 

씌웠고 이러한 친일사관은 광복 이후에도 여과 없이 학교 역사

교육의 현장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1895년 흉폭한 일본인들에 의하여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힘

든 패륜적 행위가 이 땅에서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을미사변

이라고 역사상 기록되어 있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이 사

건 이후 전국적으로 유림(儒林)들이 항일의병을 일으켰는데 이

를 을미의병(혹은 乙未抗日義兵)이라고 하여 근세 역사상 초기 

항일의병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유림들이 일으

킨 이 의병의 90% 정도는 바로 화서 이항로 선생의 제자들인 화

서학파 유림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화서학파의 이러한 항일의

병 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됩니다. 이 화서학파 유림으로서 항

일의병 및 항일 활동을 한 분들을 열거해 보면 면암 최익현 선생

님, 의암 유인석 의병대장, 운강 이강년 대장, 하사 안승우 의병

장, 실곡 이필희 의병장, 백범 김구 선생님, 안중근 의사 등 기라

성 같은 분들이 모두 화서연원의 선비들입니다.

화서학회에서는 2016년 4월 21일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통

해서 용문산의 용문사 가는 길 옆에 ‘한국독립운동 발상지 기념

비’와 ‘화서연원 독립운동기념비’를 거창하게 건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화서연원으로서 항일독립 운동에 참여하신 1000여 

분의 호국 영영들의 휘자(諱字)를 새겨 넣었습니다. 본래는 을

미의병 봉기 120주년을 기념하여 2015년에 건립할 예정이었지

만 뜻 있는 분들의 헌성금을 모아 시행한 사업인 관계로 1년 정

도가 늦어졌습니다. 이 비석들과 함께 기념비를 건립하게 된 역

사적 의의를 새긴 기념비를 별도로 건립하였는데 이 기념비의 

비문을 화서학회 부회장 이자 화서학파 후손으로서 모자라는 

제가 근기(謹記)하였습니다. 저는 요즘과 같은 사회적 혼돈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신적 

철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위정척사 정신의 현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고루한 과거의 철학이 아니고 의로움과 인간

의 도리를 깨우쳐 주는 인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화서학회 일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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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예방하세요”
겨울철	불청객,	인플루엔자(Influenza)

겨울철 가장 무서운 질환으로 손꼽히는 인플루엔자는 일명 ‘독감’이라고도 불린다. 

사실 인플루엔자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는 10월부터 많이 발생하는데, 한 번 걸리면 

그대로 앓아눕게 되니 예방접종은 필수다. 예방 가능한 병은 미리 예방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터. 

특히나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움말｜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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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바로 알자! 

인플루엔자는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여 건강한 직장인들의 업무

에 차질을 일으키고 노인, 만성질환자, 영유아, 임신부 등 고위

험군의 이환률 및 사망률 증가를 초래한다. 이에 막대한 사회경

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원인

원인병원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 B, C)

감염경로: 비말매개감염으로 전파됨

증상

잠복기: 1~4일(평균 2일)

증상 시작 1일 전부터 발병 후 5일까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

임상 증상: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기침, 인후통,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임

치료법 

대증치료나 인플루엔자 특이 항바이러스제(고위험군에게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음)를 투여한다. 

예방법 

인플루엔자 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하다. 통상 70~90%의 예방

효과가 있고 노인의 경우 독감 예방, 폐렴에 의한 입원 방지, 사

망 예방 등이 가능하다. 특히 아래에 해당되는 이들은 인플루엔

자 우선 접종 대상자다.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

 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항암제 등 약제에 의한 

 경우, HIV 감염 등), 아스피린 복용 중인 6개월~18세 소아

✽	65세 이상의 노인

✽	의료인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	0~59개월 유아와 함께 거주하거나 돌보는 경우

✽	임신부

✽	50~64세 성인

✽	생후 6~59개월 소아

인플루엔자 Q&A

Q1. 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감기도 예방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

라도 독감과 감기는 다른 병입니다. 감기는 다양한 감기 바

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을 말하며 인플

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코, 인후, 기관지, 

폐 등)를 통하여 감염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따라서 감기와

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에 위험한 합병증(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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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

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말을 할 때에 공기 중으

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는 효

과가 없습니다.

Q2.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

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 척수

염, 횡문근 용해, 라이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얼마 만에 증상이 나타나며, 얼마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인플루엔자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보통 1~4일(평균 2

일) 정도 지나면 나타납니다. 나이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

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

이 생긴 후 약 5일 동안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의 경

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전염력이 있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무료로 예방접종하세요

오는 10월 4일부터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 보

건소와 병의원(지정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약 690

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때문에 올해는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인

플루엔자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 또한 9월 1일을 기준

으로 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보건소 포함)은 

지난해보다 약 2천여 곳이 증가하기도 했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는 10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보면 좋겠다.  

(※지정의료기관 확인: 보건소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

cdc.go.kr) 홈페이지 공지 예정)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Q&A

Q1. 올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와 

접종기관은 어디인가요?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약 

690만 명)이 무료접종 대상자이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

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지소)에서 1회 무료접종이 가

능합니다.

Q2. 올해는 연령에 따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 일이 다르다던데? 

안전사고 예방과 접종 초기 쏠림 현상 없이 여유 있게 접종

하실 수 있도록 올해부터 연령별 무료접종 시작 일정을 구분

하였습니다. 만 75세 이상(1941년 이전 출생) 어르신은 10월 

4일(화)부터, 만 65세 이상(1951년 이전 출생) 어르신은 10월 

10일(월)부터 무료접종이 시작됩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안전하게 예방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무료접종 시작 일정

✽만 75세 이상(1941년 이전 출생자): 10월 4일(화)부터∼

✽만 65세 이상(1951년 이전 출생자): 10월 10일(월)부터∼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해 10월 4일∼11월 15일까지 무료접종 

가능, 보건소는 10월 4일∼12월 이후 백신 소진 시까지 지속. 

(※지역별로 접종 계획에 차이가 있어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

Q3. 무료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17,391개소이며(9월 1일 기준), 

관할보건소에 문의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사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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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전국 지정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홈

페이지(https://nip.cdc.go.kr)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서 9월 19일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Q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에 포함된 균주와 유행하는 바

이러스 항원이 일치하는 경우 건강한 성인에서 70~9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이나 만성질

환이 있는 경우 건강한 성인보다 백신 예방효과가 약간 떨어

지지만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매우 효

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은 접종 후 약 2주가량 경과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고, 개인

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6개월가량(3~12개월) 면역효과

가 지속됩니다.

Q5. 지난해 접종 초기 일부 기관은 백신이 

부족했는데, 올해 백신 공급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또 사업기간 내 백신 추가 공급도 가능한가요? 

지난해는 사업 초기 의료기관 사용 백신의 60% 수준을 공급

하였지만, 올해는 무료 접종 사업백신 총량의 80~90%를 사

업시행 전까지(9월 27일) 지정의료기관에 공급할 예정입니

다. 아울러 지역별 접종 예정량의 10~20% 수준의 여유물량

을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어 필요시 신속한 추가 백신 

공급이 가능합니다. 추가 공급 시기는 의료기관의 요청 및 

지역별 전체 접종현황 등에 따라 관할 보건소와 상의해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가사업용’으로 공급된 백신 이외에 개별 의료기관

에서 자체보유하고 있는 백신은 국가사업(어르신 무료접종)

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백신 소진 전에 보건소에 추

가공급을 요청해서 사전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백

신’ 사용 불가)

Q6. 연령별 접종 시기를 달리했는데, 해당 연령 

접종 시기에 다른 연령 대상자를 접종한 경우 

무료접종이 불가한가요? 

지침의 규정은 사업 시행 초기에 쏠림 현상 방지와 이로 인

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75세 이상은 10월 4일(화)부터, 65세 이상은 10월 10일(월)

부터 접종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상

황 및 지역특성에 맞게 지정의료기관에서 판단해 예방접종

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다른 연령을 접종했을 경우라도 접종 

등록 및 비용 상환은 가능합니다. 단 10월 4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실시한 예방접종은 전산등록 및 비용 상환이 불가합

니다.  

Q7. 위탁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백신을 사업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해 백신이 남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나요?

국가사업 백신 조달계약 시 전체물량의 3% 잔량에 대해서는 

조달 도매상(제조사)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기에 남은 백

신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신이 과도하게 남을 것으

로 예상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보건소의 관리하에 백신이 

부족한 의료기관으로 전배 조치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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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운동과 등산

급작스런	활동량	증가	주의

본인	건강	상태	파악이	중요

뜨거웠던 여름이 물러가며 야외활동을 즐기기 좋은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시원한 바람을 즐기는 야외활동과 단풍을 감상하기 위한 등산도 시작한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나친 운동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 

올바른 등산 자세와 혹시라도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 상태에 따른 운동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도움말｜ 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송상준 교수,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철 교수, 재활의학과 조성래 교수, 내분비내과 차봉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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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은 금물, 무리하면 오히려 해만 불러

무더운 날씨 등으로 운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욕심이 앞서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경우

가 많다.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과 강도로 체계적인 운동을 

해야 오랫동안 운동을 즐길 수 있으며, 운동을 하기 전후에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준비운동은 가벼운 달리기나 빠른 보행, 맨손 체조 등을 하

면서 몸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칭은 

긴장을 풀고 천천히 호흡에 맞추어 팔과 다리, 목, 등의 각 부위

별로 시행한다. 그러나 무리한 스트레칭은 관절 및 인대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라톤, 조깅, 수영 등 각자 좋아하는 운동이 끝난 후 운동으

로 인해 올라갔던 체온과 심박수를 내려주는 정리운동을 하면 

부상을 예방하고 피로를 빨리 회복하고 운동 후 근육통, 저혈

압, 실신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정리운동 시 심박수가 100이하로 

될 때까지 천천히 시행한다.

평상시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통, 

관절의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때문에 천천히 운동시간을 늘려 가

는 것이 좋다. 운동 횟수는 1주일에 3회, 운동시간은 20~30분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점차 강도와 횟수를 증가시켜 가

면서 시행한다. 가급적이면 아침이나 저녁 중 일정한 시간에 해

주어야 효과가 높으나, 평소에 혈압이 높은 사람이 갑자기 쌀쌀

한 곳에 나오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여 갑자기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고혈압,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추운 새벽운동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따라

서 ‘규칙적’인 운동에 얽매여 이른 새벽운동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유산소운동으로는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을 하는 것

이 효과적이며, 근력증강을 위한 근력강화운동도 필요하다. 그

러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 역기들기와 같이 단기간에 수축기 혈

압을 증가시키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골다공증이 심

할 경우 윗몸 일으키기와 같이 척추 굴곡을 증가시키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의 성인병 질환이 있는 경우 운동이 좋

다고 무조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의와 상의해 자신의 상태

에 적합한 운동을 처방받는 것이 좋다. 

➜ 당뇨병 

운동을 하게 되면 혈중 인슐린의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

뇨병환자의 경우 혈당이 감소할 수 있다. 또 인슐린주사를 맞은 

팔이나 다리를 많이 움직이게 되면 피하로 주사한 인슐린의 흡

수가 빨라져 혈중 인슐린농도가 급격히 증가해 저혈당을 유발

할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차봉수 교수는 “같이 운

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뇨병환자라는 것을 알리 것이 

중요하다”며 “당뇨병 환자라는 표시와 함께 저혈당증이 발생할 

시 처치 요령법 등이 적힌 수첩을 항상 휴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운동에 앞서서는 혈당에 여유가 있도록 약물 용량과 식사를 

미리 조절해야 하고 계획에 없던 갑작스런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격렬한 운동은 지연된 저혈당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

다. 가령 저녁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느라 사용된 양

만큼의 글리코겐이 자는 동안 다시 근육에 저장되어 혈당이 떨

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취침 전 인슐린 용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 고혈압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

문에 운동을 하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숨이 차거나 가슴

이 두근거리면 운동을 중지해야 한다. 고혈압 환자들이 심한 운

동을 하게 되면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들보다 혈압이 더 올라가

게 된다. 따라서 수축기 혈압이 200mmHg 이상 넘어가는 운동

은 삼가야 한다. 특히 무거운 아령, 역기 등을 드는 중량운동과 

단거리 달리기 등 폭발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운동은 반드시 피

해야 한다. 또한 운동을 시작해도 그동안 복용하던 혈압약을 함

부로 끊어서는 안 되며, 일단 자신에게 맞는 약을 복용하면서 전

문의와 상의하여 고혈압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현명하

다. 

➜ 비만

비만인 사람들은 체지방을 분해시키기 위해 걷기, 가볍게 달

리기,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운동을 30~60분 이상 시행해야 

지방분해에 보다 도움이 된다. 달리기 운동이 비만인 사람에게

는 적당치 않을 수도 있는데, 일부는 달리기 운동을 할 당시에는 

못 느끼다가 운동을 마친 다음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움직

일 때 발목이나 무릎 관절 또는 허리에 통증을 느낄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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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운동 중에 무거운 체중이 관절에 전달됐기 때문이다. 이

러한 경우에는 실내용 자전거를 이용하여 운동하거나, 수영장 

물 속에서 걷는 운동이 좋다.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운동을 

하려면 비만도검사나 의학적인 검사, 체력검사, 운동부하검사 

등을 받고 자신의 운동능력에 맞는 운동처방을 받아 운동하는 

것이 좋다. 특히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

증 등과 같은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산에 오를 때는 발바닥이 땅에 완전히 닿게, 

보폭을 좁게 유지

등산을 가기로 했다면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안전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산이 

가파르거나 돌길, 계단이 많은 길은 피하고 경사가 완만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등산 전에는 스트레칭과 같은 간단한 준비

운동으로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등산 시간을 적절히 계획하고, 등산 시 필요한 물품과 함께 무릎 

보호대 등 기본적인 보호 장비와 등산용 스틱도 준비한다. 

산에 오를 때는 무릎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체중이 너무 

앞으로 쏠리지 않게 하고, 발바닥이 땅에 완전히 닿도록 무릎을 

뻗으면서 보폭을 좁게 유지하면 관절에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다. 

또한 산을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보다 무릎이 더 구부러져 발목

과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지를 걸을 때보다 3배나 높아진

다. 때문에 발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도록 하고 무릎을 약간 굽히

면서 상체를 뒤로 젖혀 무릎이 받는 충격을 흡수하면서 걷는 것

이 좋다. 무리하게 뛰어 내려오는 행동은 금물이다.

무릎 붓기와 통증에는 얼음찜질 필요

등산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리하

게 오랜 시간을 걸어 인대와 연골 등에 부담을 주게 된다. 대퇴

부와 하퇴부에 큰 뼈들이 관절을 이루고 있는 무릎은 관절 내부

에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와 연골판, 그리고 주변에 여러 근육

과 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대에 무리가 가게 되는 경우를 

‘염좌’라고 하는데, 갑자기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디면서 발생하

기 쉽다. 

염좌는 대부분 다친 직후에 약간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발생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

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얼음찜질을 해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부

목 등으로 고정을 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무릎 주변의 인대들은 뛰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점프 후 착

지 등 무릎이 과도하게 비틀리게 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기 쉬

우므로 이런 자세는 주의를 요하게 된다. 또한 앉은 자세에서 일

어날 때 다리에 무리한 회전력이 가해지면서 내측 및 외측 연골

판의 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인대나 연골의 손상이 골절과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

로 관절 모양이 변했거나, 부기가 심하고 눌렀을 때 통증이 심

하면 골절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럴 경우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최대한 빨리 응급실을 찾아

야 한다.

평소 적당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자

건강한 등산을 위해서는 평소 튼튼한 관절을 만들어 놓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꾸준한 운동으로 주변 근육을 강화하며, 체

력을 기르고, 체중관리를 하면 성인병뿐 아니라 관절염 예방에

도 효과적다. 야외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가을날,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사고에 유의하며 여유롭게 단풍을 만끽하면서 관절의 

건강도 지키도록 하자.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사고에 유의하여 

건강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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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산으로 인해 얻는 건강상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히, 등산이 좋은 질환자는 어떤 군인가요?

A.	등산은	유산소운동이자	전신운동을	가져오는	좋은	운동입니다.	등산을	통해	얻는	신체부위별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환기	안

정상태의	혈압이	감소하고,	심장의	기능이	좋아지며,	혈관이	잘	막히지	않게	됩니다.	호흡기	폐기능이	향상되어	활동	시	숨차게	되는	

운동량(지구력)을	늘려	줍니다.	골격근	근력이	향상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산화효소의	활성과	농도가	증가합니다.	활성산소는	우

리	몸에	해로운	자극을	주어	노화	및	발암의	원인이	됩니다.	대사	기능	체지방량과	체중이	감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

롤)은	감소하며	좋은	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은	증가하여	고지혈증을	예방,	완화시킵니다.	아울러	뼈에	칼슘이	많이	들어가서	

뼈가	단단해지고,	인슐린의	효과가	강화되어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우리	몸의	혈당이	적절히	조절됩니다.	정신적	효과도	있습니다.	

가령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감소하고,	성욕이	증가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향상됩니다.	기타	변비에	도움이	되며,	면역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성적	만족도가	향상되고	수면의	질	등이	좋아져	노화를	방지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행을	통해	우리는	

줄곧	걷게	됩니다.	이러한	걷기의	또	다른	주요한	효과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혈액이	순환되지	않으면	몸	세포가	영양

소를	공급	받지	못하고	노폐물을	돌려주지	못해서	질병이	발생합니다.	발에는	심장이	없기	때문에	내려온	피를	다시	올려주기	위해서

는	근육을	움직여	혈관을	수축시켜야	합니다.	걷기는	발바닥을	땅에	부딪히면서	다리로	내려온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

니다.	하반신의	근육이	혈관을	짜줄	때	혈액순환이	일어나는데	발을	제2의	심장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걷지	않으면	혈액

순환이	어렵고	상반신에만	주로	피가	몰려있게	됩니다.	자주	걸어서	전신의	혈액의	순환을	도와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Q. 평소 꾸준히 등산을 즐긴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산을 오르는 사람은 산행중 어떠한 사고를 주의해야하나요? 산행후 후유증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산행은	평지와는	달라	몇가지	주의점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산행에서의	걷기	운동은	손쉽게	시작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등이	아프다’	등의	병이	있을	때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사

람은	시작하기	전	걷기운동을	해도	지장이	없겠는가를	의사와	의논하고	의학적	검사를	받아	두는	것이	마음	편하게	제	일보를	내디딜	

수	있습니다.	또	감기	기운이	있거나	숙취	및	수면부족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하지	말고	중지해야	합니다.	즐겁고	쾌적한	상

태에서	실시하여야만	걷기	운동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꼭	산행	전	준비운동과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걷기운동은	‘평소처럼	걷

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걷는다’,	‘운동을	위해	걷는	것’이므로	우선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준비운동(워밍업)과	스트레

칭입니다.	둘	다	운동	중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Q. 주변의 권유나 자신의 몸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행을 즐기다 종종 큰 변을 당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실례로 당

뇨질환자 중 저혈당 쇼크사를 가져온 경우도 있습니다. 산행을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질환자들은 누구인가요?

A. 산행을	포함한	운동을	절대로	피해야	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급성심근경색증이나	불안정성협심증이	생긴	경우나	심

실빈맥	등	위험한	부정맥을	앓고	있는	경우	그리고	박리성대동맥류와	급성심부전	및	심한	대동맥판협착증,	심근염	또는	심막염,	혈전

성정맥염	또는	심내혈전,	최근의	전신	또는	폐	색전증,	급성감염증을	가지고	있다면	아쉽지만	산행이나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산행이

나	운동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질환군은	치료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은(치료	중인)	중증고혈압과	중등의	대동맥판협착증,	

심한	대동맥하협착증,	심실상성부정맥,	심실	동맥류	등의	심장질환자와	조절이	안	된	대사질환(당뇨,	갑상선질환	등)	또는	전해질이상

자,	만성	또는	재발성	감염환자(말라리아,	간염	등),	운동에	의해	심해지는	신경	근육,	근골격계	또는	류마티스	질환자는	등산을	피하고	

가벼운	체조	등을	행하도록	하고,	운동강도와	산행여부는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등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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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은 유산소운동이자 전신운동이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준다

피를 심장으로 다시 올려주기 위해서는

하반신의 근육이 혈관을 짜주어야 한다

자주 걸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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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전	위험도를	미리	파악해	보자

이 설문은 캐나다에서 개발한 PAR-Q라는 설문으로 이 7

개 항목 중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면 일단 의사와 상담하

여 심한 운동이나 운동부하 검사 전에 심각한 의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의사로부터 심장질환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자주 가슴에 통증을 느낍니까?

- 현기증을 느끼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적이 있습니까?

- 의사로부터 혈압이 높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운동하면 심해지는 관절이나 뼈 질환이 있다고 

 의사로  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위에 적히지 않았지만 운동하고 싶어도 못하는 

 다른 신체적 문제가 있습니까?

- 65세 이상이고 심한 운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산행과 운동할 때 주의사항

첫째, 기온과의 관계로 가을철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알아두

면 좋다. 외부기온이 섭씨 27~29℃ 이상, 상대습도 70% 이상에

서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은 신체에 해로우며 특히 심장병 환자

는 운동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에 운동하기를 권장한다.

둘째, 천식 환자가 야외에서 산행이나 운동할 때는 미리 기

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는 등 예방조치하여 발작 등에 대비토록 

한다. 

셋째, 당뇨병 질환자의 경우 혈당이 300mg/dL 이상일 때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인슐린으로 치료받고 있는 당뇨

병 환자는 운동에 의한 저혈당을 조심해야 한다.

네 번째로 칼륨을 배설하는 이뇨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혈중 

칼륨 농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끝으로 진경제나 항히스타민제 등 항콜린성 약품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발한 기능이 억제되어 쉽게 체온이 상승할 수 있으

므로 적절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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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우리나라에서 

이 질병은 2003년 이후 해외유입환자만 있었고 국내 발병환자는 없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례없는 폭염 이후 해수 온도상승에 따른 오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의심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경찰 고

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콜레라의 전염을 막기 위한 예방법과 의심환자 신고

를 위한 임상증상과 진단기준,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콜레라 4번째 확진자 발생
개인	위생	철저히,	음식	섭취	주의

의심환자	내원	시	지체없이	보건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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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Vibrionaceae과에 속하는 호염성의 그람음성 간균(rod-shape bacteria)으로서 지질다당질의 O항

원에 따라 200가지 이상의 혈청군(serogroup)으로 구분한다. 

콜레라균 중에서 콜레라 독소를 발현하는 균체 항원형은 O1, O27, O37, O139 혈청형이다. 

콜레라 독소를 발현하는 유전자는 ctx라 하며 유전자 여부에 따라  V. cholerae O1 ctx(+) 또는 V. 

cholerae O1 ctx(-)라고 표기한다. O1과 O139형은 물 속에서 장시간 생존이 가능하여 집단 유

행을 일으키는 주범이다(주로 O1). O1과 O139를 제외한 콜레라균은 V. cholerae non-O1 and 

non-O139라 한다.

*V.	cholerae	O1*

V. cholerae O1은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서 두 가지 생물형(biotype)으로, 

혈청형에 따라서 세 가지 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classical형 / El Tor형 

El Tor형은 임상 증상이 약하지만 환경에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특징으로 

감염자 50명 중 1명 이하만이 임상 증상을 보일만큼 감염자의 대부분이 무증상 보균자이다.

Inaba 아형 / Ogawa 아형 / Hikojima 아형

V. cholerae O139형은 El Tor strain의 변이주다.

전파경로

-어패류 등의 해산물 식품매개.

-콜레라균에 감염된 사람의 분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로, 지하수 및 음용수 등이 오염.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 직접 접촉.

잠복기 

6시간~5일(보통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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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증상 

-복통이 없이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설 설사가 갑자기 나타난다.

-전해질 불균형으로 근육경련이 일어난다.

-무증상 감염이 더 많고 복통 및 발열은 거의 없으나 증세가 심한 5~10%에서는 나타나기도 한다.

-종종 구토를 동반하며 탈수, 저혈량성 쇼크,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 외 검사 소견

말초혈액	검사: 적혈구용적 증가, 경도의 호중구증다증

생화학	검사: 혈액요소질소·크레아티닌 증가

전해질	검사: Na, K, Cl 등은 정상이나 HCO3는 심하게 감소(<15mmol/L)

기타: Anion gap 증가, 동맥혈 pH 감소(7.2 정도)

치료

보존적	치료: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한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 경구 수액 치료만

으로 충분하나 구토를 동반한 심한 탈수환자는 정맥 수액 치료가 필요하다.

항생제	치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중증도 이상의 경우 이환기간을 단축시키고 수분손

실을 줄여주며 균배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최초 항생제 치료시 성인의 경우 독시싸이클린 

300mg을 1회 주사한다.

예방 

-식당에서는 안전한 식수를 제공한다.

-오염된 음식물은 섭취하지 않고 물과 음식물은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한다.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로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백신

현재 국내 허가된 콜레라 백신이 있으나 비용대비 예방효과가 낮기 때문에(50~60%) 권장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

일부 국가는 입국시 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예

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감염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자	관리: 설사 증상이 소실되고 48시간 후까지 입원 또는 자가 격리한다. 환자와 보균자의 배설물

에 오염된 물건을 소독한다

접촉자	관리: 환자와 음식, 식수를 같이 섭취한 접촉자는 마지막 시점부터 5일간 발병여부를 감시한

다. 때때로 예방적 화학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성인 및 아동 모두 테트라싸이클린 또는 독시싸이클

린을 복용한다. 항생제 내성이 있는 경우 Furazolidone, TMP-SMX(V. Cholera O1 경우만), 에리스

로마이신, 시프로플록사신 등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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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기간

전파	위험이	낮은	군(개인위생	관리가	가능한	일반	성인): 설사증상이 소실되고 48시간 후까지 입원 또

는 자가격리

전파	위험이	높은	군: 항생제 치료를 중단하고 48시간이 지난 이후에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

행한 대변배양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임을 확인

무증상	보균자(전파	위험이	높은	군):	병원체 보유를 확인하고 나서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만일 항생

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중단하고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검사)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대변배양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임을 확인

신고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신고시기: 지체 없이 신고

진단기준 

환자: 콜레라에 부합하는 임상증상을 나타네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

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콜레라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

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진단검사기준: 검체(대변, 설사 등)에서 V.cholerae O1 또는 V.cholerae O139 분리 동정

신고방법: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에 따른 내용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is.cdc.go.kr)으로 신고

✣ 질병관리본부는 세 번째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하여 수양성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

하고, 의심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 할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가 지연된 것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보건소를 통해 해당 병원에 대한 경찰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콜레라 환자가 발

생하고 있는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콜레라 의심 환자 내원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다

시 한번 당부하였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

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된다.

성별 (나이) 해외 여행력 섭취한 해산물 음식 섭취일 증상 발생일 확진일

남(59) 없음 게장, 농어회, 전복회, 멍게 등 8월 7일, 8일 8월 9일 8월 22일

여(73) 없음 삼치회 등 8월 14일 8월 15일 8월 25일

남(64) 없음 횟집 음식(확인 중), 오징어, 전갱이 등 8월 18~20일 8월 21일 8월 30일

남(47) 있음 (필리핀) 확인 중 확인 중 8월 29일 9월 3일

2016년 국내 콜레라 발병 현황(9월 5일 기준)

자료제공｜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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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고 

사회와 어울릴 줄 아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주형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김주형 회장은 제36대, 제37대 전라북도의사회장

을 역임하고 있다. 좁은 틀에 갖혀 세상을 보지 말

고, 여유와 돌아봄을 갖고 세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김주형 회장. 동료들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

회를 만들고 싶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전라북도의사회 리더로의 자부심과 각오

처음 의사회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는 선배님들의 권유에 아

무것도 모르고 이사를 맡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의사회와의 

인연으로 17년째 활동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3,500여 회원의 

의권 신장과 200만 도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소임

을 부여 받은 회장의 자리를 두 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까지 소임을 부여 받아 개인적으로는 영광

이기도 하지만 부담이 큽니다. 

2012년 신임 회장에 당선되었을 때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곳

에 항상 다가갈 수 있는 회장, 젊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포

용하고 소통·화합·단결하는 의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

과 함께 ‘회장은 감투의 자리가 아니라 회원 여러분과 동반자로

서의 자리이고 회원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다’라는 소감을 말

씀드린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는 5년전 신

임 회장 취임 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회무를 수행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사회 만의 특징

집안이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면 언제나 생각이 

긍정적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압니다. 제가 전라북도의사회 임원진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보아왔던 김병주 회장님, 장명규 회장님, 천희

두 회장님 등 선배 회장님들이 이끄셨던 집행부는 항상 화목하

고 배려할 줄 아는 집행부였습니다. 어른이 계시는 집안에서의 

예절과 전통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르 듯 우

리 전북의사회는 그러한 흐름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한 전통은 

우리 전북에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회원 간에도 파벌이나 선·후배 간의 다툼이나 

동료 간의 이간질이나 우리가 들어봄직한 어떠한 갈등도 보지 

못했습니다.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뜻이 다르다 하여 배척하거

나 질책하거나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슬기롭게 논쟁하고 의견

을 수렴해가는 절차를 지켜왔습니다. 누구의 의도적 만듦이 없

음에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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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사회 만의 자랑거리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회원입니다. 회장

인 제가 회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부탁을 드리면 하나같이 소리 소

문 내지 않고 조용히 도와주십니다. 제가 잘못한 점이 있을 때는 

피켓들고 항의하는 모습이 아니고 대화와 소통을 요청하고 의견

이 조율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또 갈등이 해소되면 언제 그

랬냐는 듯이 처음의 모습으로 대해주시는 우리 회원들을 볼 때면 

제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10여 년 간 모범지부를 7

차례나 했다고 하는 주변의 항의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이상 무

엇으로 더 증명을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대학병원 두 곳과 

종합병원 세 곳을 특별분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분회

에서 의사 회비를 일괄 공제하여 매년 보내주는데 회비 납부율 

이 100%입니다. 개원가 또한 여기에 버금가는 회비 납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임기동안 1억 원의 장학금을 매년 40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이라는 숭고한 

뜻을 같이하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 및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

기 위한 취지로,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희망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회의 뜻을 구현하

는데 목적을 두고 장학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혜자 200명

의 학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라북도의사회를 이끄는 노하우

1946년 조직된 전라북도의사회는 이제 16개 시군의사회와 

5개 특별분회를 구성하여 총 3,4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

는 큰 단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큰 조직을 회장 혼자서는 

이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 각 시군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회장님

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시군 회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사회 회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이사들이 전문성

을 가지고 회원의 민원을 해결하고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

안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이 있습니다. 상임이사별 업무 책임제

를 통한 권한의 위임과 함께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

회를 탄력 있게 운영하여 신속한 업무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전라북도여의사회를 재발족하여 500여 명의 여

의사회원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창립에 준하는 총회를 개최

했습니다. 하여 새로운 여의사회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시군

의사회에도 여의사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현재는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의과대학을 비롯해서 사회 각 층에

서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의사회는 의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홍기연 전라북도여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여의사 회

원 여러분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지난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전

북 출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협의 부회장 역할

을 하면서 의료정책과 관련된 바른 정책을 건의하기 위해 대국

회 활동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의약분업을 시발

점으로 진료실에서 조용히 지내던 의사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투쟁을 통한 우리의 의견은 받아들여진 게 별로 없습니다. 

2017년 수가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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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국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의협이나 각 지

부의 회장 임원들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내가 보는 시야가 전부

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5년 전 회장

을 맡았을 때는 그 중요성을 별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 스스로도 사회적 활동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

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회장 할 때보다도 재임하는 지

금, 더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회원

들을 위한 일이라면 더한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라북도의사회의 비전과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세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계화·대량생산·정보화를 거쳐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을 융합해 경쟁력을 재고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돌입하였

습니다. 우리 의사들도 진료실 안에서만 세상을 보기 보다는 진

료실 밖에서 쉼 없이 돌아가는 세상과 함께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전주에서는 15

년 전부터 의사들이 스스로 모여 사회봉사를 시작하여 사랑나

눔회라는 작은 봉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자랑하고 홍보하고 

내놓기보다는 우리가 부여한 초심을 잃지 않고 조용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웃사랑의사회로 사단법인화하여 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전주교도소 수용자들

을 위하여 매년 전후반기 각 과 전문의로 구성하여 그들의 건강

을 돌봐주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는 서해안 인근의 

도서지역에 의약단체가 매년 하계의료봉사활동 팀을 구성하여 

1박 2일 동안 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중고등

학생 장학생을 선발하여 매년 청소년들의 배움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봉사와 기부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선행은 의사와 환자 사이

의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상이 전달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자가 진료실에 오면 꼭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웃 아저씨처럼 친

근감 있게 농담도 하고 서로 인사도 잘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의 정서와 문화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과

대학 과정에도 의학적 지식만 배우는 교과 편성이 아니고 환자

를 대하는 방법, 병의원을 운영하는 경영 기법 등 인문학적 과정

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환자

들의 불만은 의술에 대한 불만보다도 친절과 설명 부족에 대한 내

용들이 많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아픈 병도 

빨리 치료하고, 치료하는 의사도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전북의 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보다는 우리 대한의사협회라

는 큰 단체가 보여주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어느 단체를 보더라도 내부적으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정책을 펼칠 때는 모두가 하나가 되고 똘돌 

뭉쳐서 단체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의사협회의 

과거를 돌아보면 수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 된 모습 보다는 지

난 과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난당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

하고 늘 후퇴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대외적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말 좋은 정책도 

정부에 관철시키지 못해 사장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경험이 많

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우리의 몫을 스스로 찾아야 합

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 과정을 

통해 논리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우리 내부의 불

신과 세대 간의 갈등을 봉합해야 합니다. 주변의 동료들을 존중

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야 합니다. 잘못된 의료규제로 인하여 환

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고 있는 부당한 제도를 개선하

는데 어느 누구 하나만 나서서 될 일이 아닙니다. 회원들의 적극

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의사생활

제 이름과 동일하게 이름을 지은 아이가 있습니다. 80년대 

초만 해도 가정 분만이 흔치 않게 있어 신생아 파상풍이 종종 있아름다운 가게 10년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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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전공의 시절 응급실 호출로 내려가 보니 호흡이 멈춘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다행히 돌아왔

고 그 후 한 달을 정성을 들여 돌봤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건강

을 회복하였고 어느덧 20대 후반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

을 준거나 다름없다는 부모님은 퇴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제 

이름을 따서 ‘주형’이라고 짓고 싶다고 하였고 저는 흔쾌히 수락

하였습니다. 이제 장성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의사로서 뿌듯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삶에 대한 철학

故 이태석 신부님을 참 존경합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

에 자신을 모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의술이란 거창한 것이 아

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의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이 나누고 봉사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대

에 진학을 했는데 지도교수이셨던 소아과 김규차 교수님의 멋

진 모습에 반했고 그분이 저의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

이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도 누군가의 

멘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일 잘했다는 회장, 훌륭한 회장이라는 칭호보다는 사람

과 함께한 회장이었다는 평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불

어 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의사들은 조그마한 진료실 안

에서 환자와 하루를 보냅니다. 따라서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습

니다. 누가 또는 내 동료가 밖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도의사회장을 하기 전, 전주시의사회장

을 할 때 회보를 만들었는데 제호가 ‘천년의 사랑 그리고 여유’

였습니다. 진료실에서 벗어나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자는 

뜻이었습니다. 2호는 ‘나눔’이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보자는 뜻이었고, 3호는 ‘동행’ 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동료도, 옆집 사는 사람과도 모두 함께 걸어갈 줄 아는 멋진 

의사가 되자는 뜻입니다. 이러한 따뜻한 의사가 되어 있을 때 국

민과 함께하는 의사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의사회가 되지 않

겠습니까? 

동행(취미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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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사회는 창립 초기부터 보건 행정 및 구민 보건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또한 회원들의 우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꾸준히 신입 회원이 늘고 회세를 신장하고 있는 서초구의사회는 2016년 현재 15개 

반, 318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서초구의사회
회원과 함께 호흡하는 참 의사회

제10차 상임이사회 및 연석회의



OCTOBER  39

창립

서초구의사회는 1988년 2월 23일 강남구의사회에서 분구, 

창립총회를 열고 156명의 회원으로 힘차게 돛을 올렸다. 111명

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김

재정 회원을 선출했다. 이어 부회장에 김동준, 박호길, 김풍명, 

노영철, 송기명을 선임했다. 

서초구의사회는 1999년 숙원사업이던 구의사회관을 마련했

다. 창립 이후부터 강남구의사회와 함께 사용하던 구의사회관

을 당시 강남구의사회 문용자 회장과 서초구의사회 박광수 회

장이 ‘회관 양도·양수 약정서’에 서명한 후 서초구의사회가 인

수했다. 서초구의사회는 초대 김재정 회장이 3대에 걸쳐 9년간 

재임했다.

주요 사업 및 활동

서초구의사회는 창립 초기부터 서초구 관내 보건인단체연합

회장에 김재정 초대회장이 선출돼 보건 행정 및 구민 보건 향상

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1991년 회원 수첩을 제작해 회원에게 배부함으로써 큰 호응

을 얻었다. 이후 3년마다 회원 수첩을 새로 제작, 배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초구의사회보’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 학술부분

을 강화해 최신 지견을 알리는 한편 동호회 활동 내용도 담아 회

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매년 봄에는 서초구보건소와 

합동 산행을 개최해 보건소와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가

을에는 ‘회원과 함게 떠나는 문화 유적 답사’를 지속사업으로 전

개해 오고 있다. 

현재는 1년에 1회 서초구의사회장배 골프대회가 있으며, 가을

에는 유적답사 또는 뮤지컬을 지속사업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공부하는 의사상’ 확립

강남 4개구(서초/강남/송파/강동)의사회 합동학술대회를 공

동으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매회 8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매

머드급 학술대회로 성장한 합동학술대회는 강남지역을 기반으

로 하는 4개 구의사회 회원들 간의 유대강화와 학술 공유의 장

이 되고 있다. 2016년 제9회 학술대회는 ‘의사로서 100세 살기’

라는 주제로 의사들도 ‘100세 인생’을 제대로 누리고 고령화 시

대에 맞는 진료의 지견을 나누기 위해 개최하였다.

‘봉사하는 의사상’ 실천

서초구의사회는 참 인술을 통한 ‘봉사하는 의사상’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서초구청과 서초구보건소가 매년 주최하는 ‘취

학 전 아동 건강검진’과 ‘장애인 건강의 날’ 행사에 의료진을 파

견하여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서초구 관내 

장기 요양시설의 대상으로 사랑의 인술을 펼치고 있다. 

동호회 활성화

또한, 회원들의 우의 증진과 취미생활을 돕기 위해 동호회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골프동호회를 비롯해 등

산, 마라톤, 테니스, 바둑, 스키, 탁구, 음악, 미술, 사진 등 10개

의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다. 테니스동호회가 2013년 서울시의

사회 분회 대항 테니스대회에서 준우승을, 탁구동호회가 서울

시의사회 분회대항 탁구대회에서 2연패를 차지하기도 했다. 

2015.08.19 영화 단체 관람

2015.08.22 서초구의사회 정기산행, 우면산

2015.09.13 서초구의사회장배 골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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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사회원과 가족을 위한 단체 영화 관람’도 수시로 개

최하고 있다.

제29차 서초구의사회 정기총회

2016년 2월 19일 수요일에 서초구의사회 정기총회가 열렸

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6년의 예산 일정을 확인하였으며 

이중의 교수의 ‘CPR Guidline-BLS&제세동 최신지견’강연이 

있었다. 또한 서울시에 건의할 내용을 확정하였으며 1988년 이

후로 한자였던 회칙을 모두 한글화하는 회칙 개정이 있다. 

현황

서초구의사회는 1988년 강남구의사회와 분구 당시 전체 회

원이 156명에 불과했지만,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신흥 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꾸준한 회원 증가와 회세 신장을 거듭해오고 있

다. 2004년, 273명에 이어 2016년 8월 현재는 총 회원이 318명

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서초구의사회는 회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반 회를 

15개 반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김재정 초대회장은 서

울시의사회 회장을 거쳐 대한의사협회 제31대와 제33대 회장

을 역임했으며, 김동준 고문은 서울시의사회대의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제4대 박광수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을, 

제6대 김일중 회장은 대한내과의원개원의회회장, 제8대 박우형

회장은 안과의사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신민호 제7대 회장은 서

울시의사회 대의원총회 제20대 대의원회의장에 피선됨으로써 

서초구의사회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회원과 함께 호흡하는 참 

의사회’, ‘활기찬 으뜸 의사회’로서 서초구의사회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기대해본다. 

역대	회장

구분 임기 성명 의료기관/주소

1~3대 1988.3.1~1998.2.28 김재정

4대 1997.3.1~2000.2.29 박광수

5대 2000.3.1~2003.2.28 서윤석 성누가의원

6대 2003.3.1~2006.2.28 김일중 김일중내과의원

7대 2006.3.1~2009.2.28 신민호 신민호이비인후과의원

8대 2009.3.1~2012.2.29 박우형 박우형안과의원

9대 2012.3.1~2015.2.28 강원경 강원경성형외과의원

2016.02.19 서초구의사회 제29차 정기총회

2016.05.09 학술대회 조찬모임

2016.05.21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 보건·의료 자원봉사

2016.06.30 서초구의사회 합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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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지키는 구의사회장 

“힘 있는 서초구의사회, 민원과 고

충을 해결하는 의사회, 원활한 소통으

로 활기찬 의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서초구의사회 제 10대 구현남 회장

은 ‘선·후배 의사의 가교 역할을 하며 

회원들의 소통을 돕겠다.’는 취임 당시

의 포부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구 회장 취임 이후 다양한 동호회 활동과 봉사 활동이 더욱 활

성화 되었다. 토요일 진료 후에 우면산을 산책하며 회원들과 커

피를 마시겠다는 낭만적인 약속도 지켰다. 가져간 수박으로 파

티를 열어 회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도 했다. 회칙을 바꾸겠다

는 약속도 지켰다. 

이런 구 회장의 크고 작은 공약 실천을 두고 주변에서는 여성

의 섬세함과 의사회의 많은 경력이 추진력과 배려의 힘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서초구의사회 회원들의 행사 참여도는 타 구에 비해 월등하

게 높다. 

지난 6월 ‘강남 4개구(서초·강남·송파·강동) 학술대회’를 성

황리에 개최한 구 회장은 그 공을 함께한 위원들에게 돌렸다. 구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학술위원을 하고 싶어하는 회원으로 정

하고, 정해진 9명과 단체카톡방을 열어 4개월 동안 수많은 의견

을 나눴다. 이렇게 개최된 학술대회였기에 회원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실질적인 주제로 회원의 호응도 높인다

“논문이나 학술대회자체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어야 합니

다. 매력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질

적으로 주제를 참 잘 잡았습니다. 마지막 강의인 ‘유머가 이긴다’

는 모두가 피로를 싹 풀고 웃으며 마무리 지을 수 있어 좋았습니

다. 이번을 계기로 좋은 주제로 많은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학술대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서초구의사회는 행사가 많은 구로 유명하다. 골프대회도 년 1

회 정도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씩 모여 연습을 하는 테니스 팀도 

있다. 지난 7월에는 뮤지컬 위키드를 60여 명이 보러 갔다. 영화 

관람은 회원들의 호응도가 높아 예상보다 백여 명이 더 참석해 

자리가 부족했다. 이런 참여도에 구 회장은 감사해했다. 

구 회장은 진료를 하면서도 핸드폰을 켜 놓는다. 젊은 회원들

이 수시로 전화를 해오기 때문이다. 바로 바로 회원들의 문의를 

귀 담아 듣고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다. 

힘 있는 서초구의사회 될 터 

“의사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서초구의사회가 만들어지면 힘 

있는 서울시의사회로, 또 의료정책을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로 

그 힘이 보태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사회가 되어야 보험수가, 의

약분업,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등 열악한 진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서초구의사

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 회장은 힘들거나 어려운 일에 부딪치면 ‘든든한 지원군인 

남편이 있어 힘이 된다’고 말한다. 강남구의사회장을 역임했던 

남편 김영진 원장(김영진성형외과)은 구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선배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총회에서 170명의 회원들 만장일치로 회장 직에 오른 

구회장은 “회원들이 믿고 따라 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남은 임

기 동안에도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 회장은 중앙대학교의대를 졸업, 구현남안과를 개원하고 있

다. 대한안과의사회에서 상임이사, 부회장 등 직책을 맡아 12년

간 일했으며 한국여자의사회 공보이사, 서초구여의사회 회장과 

서초구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중앙대의대 외래교수, 가톨

릭의대 외래교수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과

분야 전문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으로도 활동

하고 있다.

호응도가 높은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분위기 좋고 참여도 높은 서초구의사회 

구현남 서초구의사회 제10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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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은 2002년 건국대병원 서울캠퍼스 남단에 병원건물을 새로 짓기 시작해 2005년 8월 새롭게 태어났다. 

지하 4층, 지상 13층 연면적 2만 5000평 규모로 33개 진료과와 879개의 병상, 11개 전문센터, 헬스케어센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신축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각 분야의 명의를 영입, 진료의 질을 국내 정상급으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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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국대학교병원은 1931년 5월 12일 일제치하에서 굶주리고 

헐벗은 동포를 질병으로부터 구하고자 상허 유석창 박사가 종

로 2가 67번지에 실비병원인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을 설립함

으로써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당시의 온갖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료제민’이란 큰 뜻을 갖고 세워진 진료원은 불행하

게도 1932년 7월 7일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서울시 종로구 경

운동 천도교 교회당에서 임시진료하다가 11월 1일 종로 2가 13

번지로 이전하였다. 1933년 9월에는 명칭을 ‘사회영 중앙진료

원’으로 개칭하였고, 이듬해인 1934년 5월에는 ‘사회영 민중의

원’으로 개명하였다. 1939년 12월에는 낙원동에 있는 옛 오성학

교의 건물을 민중의원으로 확보하였다. 이 건물은 일본에 의해 

징발되었다가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독립과 함께 건국대학교

의 요람인 ‘건국의숙(조선정치학관)’의 터전이 되었다. 1945년 

5월에는 ‘사단법인’으로 발돋움하여 ‘사단법인 민중병원’으로 개

명하게 되었다. 

1958년 2월 화양동 97번지에 새 병원 부지를 확보하고 10

월에 1차 완공을 통해 건국대병원의 화양동 시대가 시작되었

다. 1986년에 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사단법인병원에서 건국대

학교부속병원이 됨으로써 진료,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의 기능

을 갖는 의료기관이 되었으며 2001년 5월 병원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며 새 병원 기공식을 가졌다. 새 병원 공사가 시작된 후 

2002년 12월 병원명을 민중병원에서 건국대학교병원으로 바꾸

었다. 

2005년 8월에는 870병상 규모에 최신의 장비와 시설을 갖춘 

현대식 새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함으로써 상허 유석창 박사님

의 창립정신을 계승하며 진료, 연구, 교육과 사회봉사라는 대학

병원의 기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대학병원으

로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시작했다.  

의료정보시스템

신축 개원 3년전부터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해 

사용자 중심형의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종합의료정보시스

템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처방전달시스템(OCS), 의료

영상저장 및 전달시스템(PACS), 검사장비연동시스템(LIS), 자

원관리시스템(ERP), 경영정보시스템(EIS, DW, ABC)을 모두 

연동함으로써 진료 및 경영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K-EMR로 명명된 건국대학교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

템은 국내 최초로 개원과 동시에 입원은 물론 외래 진료 전체에 

적용되었다. 의료진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 있으며 전자인증을 도입하여 보안문제를 해결했다. 국내 최

초로 WEB 기반의 JAVA 언어로 개발된 K-EMR은 확장성과 활

용성, 그리고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한국 의료계에서 EMR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첨단 디지털 장비

건국대학교병원은 PET-CT, MRI, CT, 디지털심장혈관조영

장비, 진단검사전자동화시스템, 각종 핵의학장비와 치료방사

선장비 등 모든 의료장비를 당시 개발된 최신의 디지털 기종으

로 도입하여 최첨단의 디지털 병원을 구현했다. 또한 진단 효율

의 극대화를 위해 모든 장비를 K-EMR과 연동시킴으로써 이들 

장비와 관련하여 생성되는 진료 정보가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초기 도입한 진단 장비 외에도 3.0T 성능의 고성능 MRI, 128 

채널의 듀얼 소스 CT, 뇌종양과 삼차신경통에 대한 방사선 수

술장비인 4세대 감마나이프, PET-CT 등을 추가로 도입해 진단

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최연소자 심장이식 수술

2012년 4월 선천성심장병 부분의 명의로 평가되고 있는 흉

부외과 서동만 교수팀이 생후 4개월 만에 뇌사에 빠진 영아의 

심장을 11개월 된 아기에게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이는 심

장기증자 기준으로 최연소 수술이었다. 심장이식 수술은 5시간

이 걸렸으며, 환자는 순조롭게 건강을 회복해 2주만에 중환자실

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추가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 심장이식

1931년 5월 13일 동아일보 사진 기사 중앙실비진료원 개원(왼쪽)
1961년 화양동으로 이전한 민중병원(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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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은 탁구공보다 조금 더 큰 심장을 이식하는 미세수술의 어

려움과 4개월 된 아기 심장이 11개월 된 아기의 몸에 적응해 정

상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를 극

복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수술로 국내 연소자 심장이식 

분야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화내시경센터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47억 원을 투자해 저층

부 옥상정원을 1개층 증축하는 공사가 6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이 공사를 통해 약 1,150 ㎡(350평)을 확보한 후 2011년 3월 국

내 최고 시설을 갖춘 소화기내시경센터를 개소했다.

소화기내시경센터에서는 상하부소화기내시경검사 및 치료

내시경 시술실, 특수 초음파내시경실, 복부초음파실, 소화기중

재적시술실 등 14실의 검사와 시술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역행

성췌담관조영술, 소화관중재적 시술 등을 독립된 공간에서 시

행하고 있다. 또 전문화된 소화관기능검사실 역시 독립공간으

로 설치되어 있어 식도기능검사, 24시간 산 역류검사, 직징항문

기능검사, 위전도검사, 바이오피드백치료 등이 전문기능검사실

에서 이루어진다.

소화기내시경센터의 장비는 국내 최고수준으로 갖추었다. 

역행성췌담관조영술을 위한 디지털혈관조영장비를 도입했는데 

Digital Flat Panel Detector를 장착한 이 장비는 고화질의 선명

한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시술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기존

의 형광내시경장비에 비해 환자에 대한 엑스

선피폭량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모

든 검사실에 천장부착형 내시경시스템을 채택

해 공간 효율성과 시술집중도를 높이고 감염

관리 및 예방이 한층 수월해졌다.

개별 암센터 활성화로 만족 높아 

-유방암, 대장암, 위암, 여성부인암, 폐암

2013학년도에 분석한 유방암센터의 진료

실적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는데, 누적수

술건수가 대장암센터보다 앞서 1,000례를 넘

었다. 건국대학교병원의 유방암 수술 실적은 

유방암센터 설립 전과 후에 큰 차이를 보인다. 

2005년 신축개원 후 2008년까지 4년간의 총 

유방암 수술 건수는 202건이었다. 2009년 유방암센터 설립 이

후 유방암 수술 건수는 급증하기 시작해 2009년 163건, 2010년 

215건, 2011년 281건, 2012년 303건을 기록했고 2013년에는 

전년대비 33% 증가해 402건을 기록해 4년간 1,364건의 유방암 

수술이 시행되었다.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 유방을 최대한 보존하는 유방보존

술의 비율은 2009년 66%, 2010년 65%, 2011년 73%, 2012년 

74% 그리고 2013년에는 76%로 높아졌다. 그리고 2014년도에

는 80%로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적인 유방암 전문 의료기관의 

실적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임상교육

건국대학교병원은 2004년 11월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으

로 지정되었고 2011년 2월엔 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임상시험을 위한 조직으로는 2006년 5월 임상실험실을 개소

했고 4년 후 2010년 6월, 이를 임상시험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이에 종양혈액내과 이홍기 교수가 센터장에 취임했다. 2011년 

3월엔 임상의학연구소를 개소했고 초대 소장에 신경과 한설희 

교수가 취임했다. 그리고 2012년 5월에는 유전자은행(인체유래

물은행)을 개설했고 병리과 황태숙 교수가 유전자은행장에 취

임했다. 2012년 9월 연구부원장 직제를 신설하고 한설희 교수

가 취임해 임상의학연구소장을 겸하게 되었으나 10월 한설희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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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병원장에 취임함에 따라 재활의학과 이종민 교수가 연

구부원장 겸 임상의학연구소장에 취임했다. 2012년 11월엔 호

흡기내과 유광하 교수가 이홍기 교수에 이어 2대 임상시험센터

장으로 취임했으며 12월 약동력학실을 신설했다. 2013년 2월

엔 연구지원실을 개편해 연구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피험자보

호센터와 중개연구센터를 신설했다.

상급종합의료기관 재지정 

건국대병원은 지난 2005년 8월 신축 개원 후 지속적으로 각 

분야의 명의를 영입해 진료의 질을 국내 정상급으로 끌어올렸

다. 유방암의 양정현 교수, 치매의 한설희 교수, 부인암의 강순

범 교수, 선천성심장병 분야의 서동만 교수, 내시경 및 췌담도 

분야의 심찬섭 교수, 대장암의 황대용 교수와 위암의 방호윤 교

수, 류마티스내과 김호연 교수 등 각 진료과 별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확보했다. 

그 결과 2012년 수도권지역에서 유일하게 신규상급종합병

원으로 인정받은데 이어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서 

대장암과 유방암을 비롯해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고관절 치환술, 혈액투석 등 12개 항목에서 1등급을 받으며 최

고의 의료 수준을 입증했다.

2015년 상급종합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됨으로써 건국대학

교병원은 그간의 각종 진료량 평가와 인증평가에서 나타난 뛰

어난 진료수준이 일시적인 실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상급의 

실력을 갖춘 대학병원임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Beyond the Best

건국대학교병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 환자에게 편리한 

교통과 진료환경, 우수한 의료진 등을 바탕으로 2011년 보건복

지부 의료기관 인증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같은 해 대한민

국 대학병원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증진병원으로 인

증받기도 했다. 

2012년 수도권지역에서 유일하게 신규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은데 이어 2014년 12월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도 높은 

종합점수를 기록하며 재지정됐다. 특히 중증환자 치료 비율인 

전문질병군율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하며 암, 심혈

관질환, 녹내장이나 관상동맥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

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임을 입증했다.

이어 2016년 1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결과, 대장

암과 유방암, 간암과 위암을 비롯해 급성기 뇌졸중과 급성심근

경색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20개 항목에서 최우수 성적인 1

등급을 받으며 다시 한번 최고의 의료수준을 보여줬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2013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에

서도 제왕절개분만과 외래처방약품비를 제외한 12개 항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으며 종합 7위에 올랐다.

건국대병원은 새 병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2014년 6월 새 비

전으로 ‘Beyond the Best’를 선정하고 오늘도 최고 그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소화기내시경센터	
①역행석췌담도내시경 검사 시술용 디지털 혈관조영장비
②로비, ③천정부착형 내시경 장비

헬스케어센터	
④메인 로비, ⑤CT, ⑥촬영실 라운지, ⑦내시경검사 대기실

특실병동	
⑧접견실, ⑨VVIP실 내부

④

⑥ ⑦

⑨⑧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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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눈을 반짝이는 따스한 햇볕과 약간은 서늘한 바람이 부는 높디높은 가을 하늘을 배경 삼아 누리는 

따스한 커피 한잔은 가만히 느림을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이다. 

거기에 따스하지만 뜨겁지 않은 고소하면서 진한 커피 향과 보드라운 감촉을 전해주는 달콤한 라테 한잔이라면 

자기 자신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한잔을 다 비우면 복잡한 현실을 헤매고 다니느라 지친 나를 달래기 위한 또 다른 커피 한잔 

-쓰디쓴 커피 한잔보다는 달콤함으로 내 몸의 피로를 녹여줄 커피 한잔- 이 어느덧 내 손에 들려 있을 수도 있다. 

누가 언제부터 커피에 우유를 희석하여 커피 음료를 만들었는지 정확한 정보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으로 인해 현재의 식(食) 문화나 카페 문화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깊디깊은 순백색의 달콤함

사진｜전광수커피 하우스 

자료제공｜전광수커피

1996년	창립한	이래,	오늘날	전광수

커피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커피

전문가를	양성하는	아카데미와	대한

민국	최고의	핸드드립	커피전문점을	

동문들과	함께	운영하는	회사로	발전

했습니다.

전광수커피의	중점	사업은	개성	있고	

감동적인	블렌드커피,	창의적이고	발

전적인	커피전문가	교육,	그리고	최고

의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입니다.

전광수커피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

의	취향을	찾고	즐길	수	있도록	대중

에게	커피	문화를	전파하고	수준	높은	

커피와	지식을	전하기	위해	과감한	혁

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고객이	함

께	공감할	수	있는	커피를	만들어	가

고	있습니다.

▲커피추출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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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는 커피 음료의 시작

낙농업이 시작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아마

도 가축을 기르기 시작한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또는 어

떠한 부락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이렇

게 시작된 우유는 누군가가 발명을 하기 위해서 또는 다

양한 식(食) 문화에 활용할 목적으로 생산을 시작했다

기 보다는 그들 자신의 허기진 배와 생존을 위해 우유의 

생산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초기에는 낙농업이 발

달하지 않았기에 소, 염소, 양 등에서 나오는 젖을 활용

하여 부족했던 자신들의 배를 채웠을 것이다. 또 지금의 

그 흔한 냉장고도 없어 쉽게 상하는 우유를 보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매일매일 파트라슈는 수레를 

끌고 네로와 함께 신선한 우유를 배달하거나 치즈 등으

로 고체화시켜 오래 보관하면서 음식 등에 활용할 수 있

는 방법들을 생각했을 것이다.

오늘날의 카페 라테나 카푸치노 같은 커피를 활용한 

음료들은 어찌 보면 낙농업의 발전이 가져다준 혜택 중 

하나라고 본다. 낙농업의 발전으로 인해 우유의 생산량

이 많아지면서 커피에 고소하면서 단맛이 높은 우유를 

희석하여 마시기 시작한 것도 아마 그 시대 즈음이라 생

각해 볼 수 있다. 

홍해를 건너 유럽으로 전해 들어온 커피는 시대적인 

기술의 한계와 다양한 기술적 경험의 한계로 인해 현재

와 같은 커피 향미를 가지긴 힘들었을 것이다. 어린 아

이들에게 쓰디쓴 약을 먹인 후 사탕을 하나 물려 주듯

이, 다소 마시기 불편했던 커피의 쓴맛을 보완하고자 우

유를 희석하며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담 없이 좀 더 광

활한 커피 음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우유로부터의 동화(同化)

에스프레소 머신이 탄생하기 전부터 커피와 우유의 

조합(밀크커피; Milk coffee)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

들이 커피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커피를 활용한 음료 -

이러한 음료를 베리에이션 커피(Variation Coffee)라고 

한다.- 들의 선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커피와는 별도

로 또 다른 역사와 전통이 깊은 음료로 발전해 왔다. 단

지 각각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언어나 발음, 전통적 제조

방식에 의해서 유사한 음료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표기

되어 왔다. 프랑스에서는 카페 오 레(Café au lait - Café; 

커피, Lait; 우유), 이탈리아에서는 카페 라테(Caffè latte 

- Caffè; 커피, latte; 우유) 두 단어 모두 의미상으로 보자

면 밀크 커피(Milk coffee)이지만 시간에 흐름에 따라 후

프렌치 프레스 우유 거품

진동 거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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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사람들이 저마다 해석을 하는 정도가 달라지고 서

로 다르게 표현을 하다 보니 서로 다른 음료라는 인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후 에스프레소 머신이 

생겨나 베리에이션 커피들도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

인 음료로 발전하게 되면서 강하지 않은 커피, 예를 들

어 핸드드립 커피같이 에스프레소보다 진하지 않은 커

피에다 우유를 희석해서 마일드하게 마시는 커피를 카

페 오 레(Café au lait), 에스프레소를 활용하여 적당한 

온도의 우유를 부어 줌으로써 카페 오 레보다는 커피 향

이 다소 강한 커피를 카페 라테(Caffè latte)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전 월호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에스프

레소 머신 발전이 가져다준 커피문화는 깊고 진한 향미

의 커피와 우유를 활용한 부드럽고 달콤한 베리에이션 

커피로 양분되기 시작한다.

내 안의 적 카푸치노(Cappuccino)

위와 같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발전은 지금의 커피문

화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고 더불어 베리에이션 커피 음

료를 제조하는 기술이나 디테일,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 중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원하는 

우유의 온도를 빠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

으로 커피에 사용하는 우유의 온도는 브랜드마다 약간

의 차이가 있지만 약 65~70℃로서 이때 우유가 가지고 

있는 달콤한 향미의 표현력이 가장 높다. 이 온도보다 

높으면 우유의 고소하면서 달콤한 향미보다는 흡사 치

즈(고르곤졸라 또는 블루치즈)에서나 느껴질 법한 퀴퀴

하면서 오래된 듯한 향이 난다. 따라서 기분 좋은 커피 

향미를 방해한다. 위 온도보다 낮으면 달콤한 향미도 약

해지고 커피의 온도도 너무 떨어뜨려 입안에서의 촉감

을 방해한다. 일반적인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를 사

용해 위 온도까지 우유를 데우면 온도를 맞추기도 힘들

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자칫 한눈팔고 있다 보면 우유가 

끓어 넘치는 일이 많다. 반면 에스프레소 머신은 스팀 

전용 노즐이 달려있어 머신 내부 보일러에 생성된 뜨겁

고 높은 증기압(약 1.3~1.5bar)이 가느다란 관을 통하여 

빠르게 이동한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약 12초에서 15초 

사이로 빠르게 우유를 데워 낸다. 우유를 데워내는 시간

이 빠르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

도 있다.

우유를 활용한 딸기 음료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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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유의 부드러운 

감촉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우유 거품일 것이다. 일

단 우유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대기 중의 공기를 우유 안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이

에 따라 거품의 질이 결정된다. 공기를 우유 안으로 많

이 넣어 주면 두꺼운 거품층이 형성이 되고 소량만 넣어

주면 얇은 거품층이 형성된다. 전자의 경우가 카푸치노

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이며 후자의 경우가 보통 라테

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우유 거품으로 인

해 베리에이션 커피 분야의 선두를 달리고 있던 카페 라

테의 위치가 카푸치노에 의해 크게 흔들리게 된다. 라테 

보다 우유의 양이 적게 들어가 다소 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카푸치노의 거품은 새하얀 솜사탕을 한 입 크게 베

어 문 것 같은 보드라운 감촉이 입안 가득 녹아내리며, 

언제 커피를 마셨냐는 듯 달콤하면서 은은한 향미가 심

장을 두근거리게 만든다. 물론 베리에이션 커피를 제조

하는 바리스타의 기술이나 경험치 또는 각각의 브랜드

가 추구하는 음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음료

의 느낌은 천차만별이다.

이상(異常)을 꿈꾸다

현재 커피 시장은 커피뿐만 아니라 커피 이외의 다른 

재료들을 통한 색 다른 음료 개발에 있어서 주저 없이 

많은 시간과 금전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와 발맞춰 

라테나 카푸치노를 제조하는 끊임없는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라테 아트나 펜 아트 등 다양한 기술들을 뽐내고 

있다. 최근에는 마일드한 라테의 우유량을 줄여 기존의 

라테보다 커피향을 강하게 표현해내 유리잔을 통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킨 플랫 화이트(Flat White)

라는 명칭의 라테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라테 

아트 시 다양한 색을 가미함으로서 좀 더 화려하고 예쁜 

형태의 라테도 생겨나고 있다. 더불어 굳이 커피가 아니

더라도 다른 재료나 꽃향기 등을 가미하는 베리에이션

이나 칵테일 제조 기술(Mixology)을 활용한 베리에이션

도 활발하게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순백색의 

우유가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힘과 커피와의 조합에서 

오는 치명적인 매력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카푸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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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P회원이라면	OK 언제	어디서든	OK

최신지견부터
임상증례까지	OK

HMP는 의료전문포털 사이트로

6만 여명의 의료인이 활동

개원의부터 종합병원 교수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진이 

증례중심의 임상강의를 제공

HMP 로그인후

“Live Symposium”클릭

강의일정 확인 후

“신청하기”클릭

강의 당일

“입장하기”클릭

실시간 강의를 놓치셨다면

“강의 다시보기”클릭

PC/모바일 모두 가능

원하는 장소에서 실시간 수강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www.hmp.co.kr

궁금한	질문
바로	해결	OK

강사-참석자간 실시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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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애양(은혜산부인과 원장)

어릴 땐 집안에 도통 놀이기구라곤 없었다. 화투는 물론 장기판이나 바둑판처럼 값나가는 건 더욱이 찾아볼 

수 없었다. 남매가 5명이라 어울려 놀면 좋으련만 노는 데엔 가계비가 책정되지 않았던 것 같다. 어쩌다 주사위

가 하나 생기면 언니들이 서로 갖겠다고 아귀다툼을 했던 기억도 있다. 일 년에 한 번 윷놀이를 할 때도 달력 종

이 뒷면에 말들이 가는 길을 그려 넣던 생각도 난다. 놀이만큼 가족의 단합과 화합에 좋은 게 없건만 부모님들은 

왜 그리 놀지 못하게 하셨던 걸까?

 초등학교 입학 전에 ‘왈순이’란 별명의 도우미 언니가 집에 들어와 일한 적이 있다. 전라도 식당에서 일하다 

왔다는데 행동거지가 조금 어눌했다. 아이도 있지만 남편이 하도 폭력을 휘둘러 도망쳐 나왔다고 했다. 그때 귀

를 얻어맞아 그런지 말귀가 특히 어두운 사람이었다. 어느 날 왈순이 언니가 가방에서 화투를 꺼내 슬쩍 보여주

었을 때 나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만지고 싶어 안달을 피웠다. 매화, 벚꽃, 모란, 국화처럼 예쁜 꽃에다 우산 쓴 할

아버지까지 현란한 그림이 매혹적이기 그지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어머니가 집을 비우기만 노렸다. 아버지야 워

낙 방안에만 들어앉아 책만 읽으시던 터라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언니, 오빠들은 등교를 하고 없으니 어머

니만 외출하시면 우리는 부엌 뒤주 옆에 쭈그려 앉아 민화투를 치며 놀았다. 참 이상하게도 당시의 나는 제법 총

명하다는 소리를 들었건만 왈순이 언니를 결코 이길 수가 없었다. 승부에 따라 이기는 사람의 손가락 두 개로 지

는 사람의 손목을 한 대씩 때리는 것이 게임의 규칙이었는데 내 손목은 새빨갛게 피멍이 들도록 얻어맞기만 했

다. 약이 바짝 오른 내가 울고불고 소리를 지른 덕분에 아버지에게 화투 치는 현장을 들키게 되었다. 아버지의 불

같은 진노에 비하면 손목을 계속 얻어맞는 게 한결 나았을 것이다. 아버지는 대뜸 “꼬마야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이 모양이냐?”라며 야단을 치기 시작하셨는데 당신의 견해에 따르면 화투는 인생을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이 선택하는 불행으로의 입문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막내딸이 가사도우미 언니와 고작 화투놀이나 하고 있다는 게 한심하고도 실망스러우셨나 보다. 

보나 마나 나의 미래는 싹수가 노랗다고 단정 지었기 때문에 나는 손목의 아픔에 몇천 배에 해당하는 고통을 맛

보았다. 어머니가 귀가하시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자식교육의 허점을 개탄하며 온 가족에게 나를 요주의 인물

로 낙인찍어 놓았다. 한동안 나는 역병에 걸린 환자처럼 모두의 기피 대상이 되었다. 왈순이 언니가 당장 쫓겨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런 쓰라린 과거 때문에 나에게 화투는 어느 경우에나 절대적으로 나쁜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나쁜 사람들만 노는 악마의 장난감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내가 고스톱을 좋아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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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런 나의 생각에 크게 배치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아뿔싸! 시집을 가서 새로운 가정을 만나니 

이 집안은 화투뿐 아니라 트럼프, 카드놀이 그리고 카지노 출입까지 온갖 놀음과 잡기를 즐기는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남편은 친구들과 어울려 밤새 카드를 치고 시어머니는 친척들과 고스톱을 치며 소일했다. 퇴근하면 마루

에 둘러앉아 ‘고’와 ‘스톱’을 외치는 어른들을 볼 땐 아버지의 노한 얼굴이 중첩되며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이 다 

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도 시집 문화에 적응하게 되었다. 어디 적응뿐이랴. 친척

들이 하나둘씩 이승을 떠나고 놀이의 참석 인원이 점차 줄어들자 나도 멤버로 나서게 되었다.

고스톱의 최적 인원수는 4명이다. 시이모님들이 놀러 오시는 일요일이면 어머니 3자매는 내 눈치를 살피며 

함께 놀기를 은근히 종용하였다. 평균 나이 90세인 당신들끼리만 어울리면 잦은 실수와 오류 때문에 게임이 엉

망이 되기 일쑤이므로 젊은이가 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차마 거절을 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류하였다. 게임을 하는 동안 머릿속엔 딴생각이 가득 차 내방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감상하면 좋으련만 무슨 

팔자가 아까운 시간을 고스톱이나 치며 살아야 하는지 속으로 혼자 한탄을 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돈을 잃기 

마련이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박사며느리라도 고스톱 실력은 형편없다며 나를 이기는 것을 무척 좋아라 하

셨다. 그 덕에 나를 결코 멤버에서 해방시켜주려고 하지 않았다. 일요일을 비롯한 휴일이면 시골에서 또 서울에

서 이모님들이 집으로 찾아와 나를 에워싸고 고스톱을 시작하는데 점심도 짜장면이나 피자를 시켜먹자며 부엌

에마저도 보내주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의 노름 인생은 전개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시간이 갈수록 고스톱이 재미있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렇게 인생과 꼭 닮았

는지 맨 처음 누가 이 게임의 룰을 정했는지 궁금해지곤 했다. 패가 잘 들어왔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처

음에 잘 나가던 사람은 중도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었다. 한 사람의 초년, 중년, 말년이 늘 균등하지 않은 것처

럼 인생의 부침을 잘 보여주며 이길 것 같은 사람이 실패하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오히려 역전승을 낚아내기도 

한다. 매 순간 어떤 패를 지키고 어떤 패를 버릴 것인지 고민하며, ‘고’할 때와 ‘스톱’할 때를 잘 결정하여야 한다. 

 어찌 보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검증이 이 놀이의 관건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판돈은 아주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이기면 사뭇 기분이 좋고 지면 무조건 화가 나는 게 아니겠는지. 실제로 승부를 좌우하는 건 그 날의 운

세가 70%라는 데도 말이다. 

 이른 아침부터 오밤중까지 연달아 쉬지 않고 고스톱을 치는 우리 집 풍경을 보면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 요

한 호이징하의 <호모 루덴스>가 떠오른다. ‘놀이하는 인간’이란 뜻의 이 책에 의하면 놀이야말로 동물과 다르게 

인간을 규정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이란 말인가? 

 올해도 추석을 맞아 긴 휴가가 돌아오면 날마다 고스톱을 칠 수 있겠지? 100세를 바라보는 시어머니가 이 며

느리와 고스톱을 치며 자주 웃고 가끔 화내는 이런 나날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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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볼 일 없는 여자

글｜유혜영

유안과의원 원장
의사수필가 <수석회> 회원

로터리클럽 주회에서 사진 특강이 있었다. 짧은 강의로 아쉬움이 남은 회원 6명이 모여서 사진클럽을 만들었다. 우

연히 의사와 변호사들로 구성되었고 그중에는 사진에 일가견이 있는 수준급인 사람과 나 같은 왕초보도 섞인 재미있는 

클럽이었다. ML PHOTO(medical lawer photo)라고 멋진 이름도 지었고 전시회도 열 것처럼 처음에는 의욕이 대단했

지만 아쉽게도 몇 달 후에 그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초빙강사인 사진작가 유병용 선생님은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강의를 했다.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3개월 만에 

끝내려니 무척 힘이 들었다는 속 마음일 거고 비록 고학력자이지만 새파란 대학생들에 비해 이해력이 느린 우리를 보며 

답답해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그 나이엔 우리도 그랬다우!’하며 우리가 더 크게 웃어버릴 수밖에.

쫑파티에서 별 얘기가 나왔다. 내가 본 아프리카의 별들은 저 높은 하늘 가득히 별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석류 알처럼 촘촘히 붙어서 반짝거리며 금방이라도 한 아름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다. 한마디로 혼이 빠진 무아지경이

라 할까? 하지만 몽고에서는 수많은 별 잔치뿐만 아니라 바로 손에 닿을 듯 말 듯 얼굴 가까이에서 커다란 별들이 반짝

거려 깜짝 놀랄 정도란다. 정 교수와 김 변호사의 유혹에 이끌려 별 사진을 찍으러 가기로 했다. 

여름휴가로 카메라를 들쳐 메고 함께 몽고로 몰려갔다. 흡수굴(khuvsgul) 호숫가에 다다르자 몽고인들의 천막집인 

하아얀 게르가 쭉 늘어서 있는 것이 한 폭의 수채화다. 게르 뒤편으로는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들이 석양에 그늘을 드리

우며 늘어서 있다. 흡수굴은 둘레가 380km나 되는 넓은 호수로 제주도보다 조금 더 크다. 중앙아시아 호수 중 가장 깊

다. ‘몽골의 알프스’, ‘몽골의 푸른 진주’라고 불릴 만큼 풍광이 아름다운 몽골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소변(작은 김 변호사)부부는 말타기 광이다. 이 젊은 부부는 말 타는 상상에 종일 싱글거리고 난 별 사진 찍는 법을 

도사들한테 배우기 바빴다. 우리의 대장인 정 교수의 지시대로 별 사진 찍기에 좋다는 날짜를 맞춰 출발한 것이다. 깜깜

한 밤이 될 때까지 삼각대를 놓고 초점은 무한대에 맞추는 등 수선을 떨며 준비했다. 몽고의 여름은 낮에는 30도 이상의 

찌는 듯한 더위지만 밤이 되면 한겨울 날씨의 추위가 엄습한다. 두툼한 파카에 모자를 뒤집어써도 손이 시렸다. 가장 먼

저 북두칠성이 반짝거리며 첫인사를 했다. 하얀 게르와 파아란 하늘의 북두칠성이 선명히 나타난 사진을 보며 탄성을 

지르며 좋아라 떠드는 사이에 카메라 없이 쫓아 나선 대변(대표 김 변호사)이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고 게르에서 뛰

쳐나와 투덜거렸지만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았다. 몇 군데에 별이 더 나타나고 밤이 깊어갔지만 더 이상 별 잔치는 없었

다. 달이 너무 밝아 별들이 안 보이는 거란다. 달을 미처 생각 못하고 날짜를 잡았다고 대장이 안타까워했다. 치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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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이 ‘에이! 이 정도 별은 분당 우리 집 마당에서도 보이는데’하여 우리들 기를 팍 꺾어놓았다. 몽고 여행은 게르의 

야경 사진으로 만족해야 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별 볼 일은 없었다.

그 이후 항상 가슴속에는 별 사진을 찍고 싶은 갈망이 남아 있었다. 스위스 여행을 갈 때도 삼각대와 리모컨을 챙겨 

들고 사진 찍기 족보를 고이 접어 모시고 갔다. 무거운 삼각대를 왜 가지고 가냐고 남편과 며칠을 실랑이를 했지만. 로

마시대부터 온천마을로 유명한 로이커바드에서의 이른 아침, 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수려하고 높은 눈 덮인 산맥들

을 카메라에 담으며 감탄하고 있는데 일행이 다가오며 ‘어젯밤에 별 보셨어요? 별 잔치가 대단했어요’하며 자랑했다. 일

찍 자버려 기회를 놓친 나는 스위스의 시골 마을 안데르마트에서 찍기로 마음먹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전형적인 

스위스의 아담하며 예쁜 레고 같은 집들이 좁은 길에 양쪽으로 들어서 있다. 스위스 풍의 저녁식사를 하면서도 별 사진 

찍을 생각뿐이었다. 피로가 쌓이며 쳐지는 눈꺼풀을 힘들게 치켜뜨며 카메라를 장치해 놓고 밤이 깊어지기만 기다리다 

잠깐 졸았다. 깜짝 놀라 하늘을 보니 이게 웬일인가 시커먼 구름이 온통 하늘을 두르고 있었다. 스위스에서도 별 볼일은 

없게 되었다.

별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끼리 모여 중림 천문대를 갔다. 아침부터 날씨가 꾸물꾸물 구름이 끼고 빗방울도 간혹 떨어

진다. 비가 와서 별을 못 보게 되면 쏘가리 매운탕이라도 먹고 오자며 양평으로 향했다. 땀 흘리며 매운탕을 먹으면서도 

힐끔 힐끔 하늘을 내다본다. 비는 멈추었고 시꺼먼 구름도 서서히 걷히는 느낌이 들어 실낱같은 기대감을 안고 천문대

로 차를 몰았다. 주차장에 차가 6~7대는 주차해 있는 것을 보고 반가웠다. 동료를 만난 기쁨이라 할까. 천문대 아래 길

로는 삼림욕을 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도 갖춰져서 하루 머물면서 여유 있게 별구경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곳이야

말로 별 세상이구나. 

날씨가 흐려서 별은 볼 수 없으니 오늘은 강의를 1시간 정도 듣고 다음에 와서 별구경을 하라고 한다. 보통 주말에는 

70명에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오늘은 날씨도 흐리고 메르스 여파로 예약자들이 대부분 취소를 했고 

일부 사람들은 왔다가 되돌아갔다고 한다. 우리 일행 6명 말고는 초등학생 1학년생과 그 아버지뿐이었다. 다행히 천체 

강의는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강의만으로도 우울했던 기분이 가시고 어릴 적 학생이 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 

태양계가 속해있는 우리 은하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수천억 개 은하들 중 하나이며, 10억 개 이상의 별들과 비교적 

많은 양의 성간 가스 및 티끌로 되어 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은하’ 또는 ‘은하계’라고도 불린다. 

은하수는 지구에서 보이는 우리 은하의 부분으로 천구를 가로지르는 밝은 띠로 보인다. 행성은 9개로 배웠으나 요즘은 

명왕성을 뺀 8개로 말하며 9번째 명왕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다른 8개의 행성에 비해 일그러진 타원형 궤도로 돌아

서 다른 행성과 어긋나는 궤도를 가지고 있어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또한 별은 행성보다 훨씬 더 멀리 있으며 태양 안에 

우리 지구를 담으면 130만 개가 들어갈 수 있을만한 크기란다.

강의가 끝나자 행성은 볼 수 있다고 하여 망원경 앞으로 뛰어갔다. 금성, 목성, 토성이 보였다. 망원경으로 보면 매우 

크게 보이는 줄 알았는데 배율이 낮아서인지 달걀노른자처럼 아주 작고 예쁘게 보였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으로 착각

될 만큼. 국립천문대에는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개방이 안 되고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곳이란다. 

아쉬운 대로 목성의 띠도 봤으며 은하수는 저쪽에 있을 거라는 마음의 눈으로만 보였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몽고, 스위

스, 천문대까지 세 번 모두 별구경을 못했다고 하자 다음에 별구경 갈 때는 나만 빼고 가겠단다. 별 보러 왔다가 졸지에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되고 말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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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맞다듬이질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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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바람이 잘 불고 햇볕이 짱짱한 날이면 이불 빨래를 하셨다. 먼저 어머니는 짚과 나무를 잘 태워서 만든 

재를 시루에 넣고 물을 내려 잿물을 미리 만들어 두셨다. 이렇게 만드신 잿물에 이불 홑청을 하룻밤 담가 두셨다. 다

음 날 맨발로 홑청을 꾹꾹 밟아 주셨다. 그리고는 빨랫돌에 얹어서 방망이로 힘 있게 탁탁 두드리신 후 말갛게 여러 

번 헹궈 열을 지어 빨랫줄에 걸어 말리시는 것이었다. 바람이 불면 희디흰 광목이불 홑청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은 

나무꾼이 감춘 선녀의 날개옷처럼 아름다웠다. 빨래 사이에 턱을 괴고 앉아 있노라면 향기로운 풀 냄새가 코끝에 스

며들었다. 그러면 나는 어느새 아라비아 공주가 되어 하늘하늘한 흰색 모슬린 장막에서 부채를 부치는 자신의 모습

을 상상해 보곤 했다. 

빨래가 잘 마르면 곱게 쑨 밀가루 풀로 푸새를 한다. 이렇게 하면 올이 서면서 홑청이 빳빳해져 구김도 잘 안 가

고 때도 덜 타게 된다고 하셨다. 꾸덕꾸덕 말랐을 때 빨래에 물을 축인다. 어머니는 물을 입에 머금었다 푹 뿜으셨고 

나는 물을 손에 묻혀 착착 튕겼다. 물을 축인 빨래는 대강 접어서 빨랫보에 싸놓고 물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잠시 기

다린다. 우리는 빨래의 솔기를 맞추어 다시 접는다. 홑이불처럼 큰 빨래는 두 사람이 같이 잡아당겨 올을 펴 가면서 

솔기를 맞추어야 한다. 두 사람이 팽팽하게 균형을 잘 맞추지 않으면 둘 중 하나는 뒤로 넘어가 우스꽝스러운 모습

을 연출하기도 한다. 빨래를 다시 빨랫보에 잘 싸서 그 위에 올라서서 자근자근 야무지게 밟아준다. 그러면 빨래에 

습기가 적당히 번지고 촉촉해지면서 구김살이 펴진다.

우리 집에는 반들반들하게 짙은 밤색으로 윤이 나는 박달나무로 만든 다듬잇돌과 크기가 자그맣고 예쁘게 생긴 

방망이가 있었다. 사실 다듬잇돌은 주로 화강암으로 만들고 대체로 길이 80cm, 폭이 15cm, 높이가 15cm로서 윗부

분의 가운데를 배가 나오게 만든다. 방망이는 단단한 박달나무로 만들고 길이가 35cm, 내지 45cm이다. 둥글고 길

게 깎아 손잡이는 쥐기 좋도록 홀쭉하게, 중간 부분은 배가 부르게 만든다. 나는 더운 여름날 차고 시원한 다듬잇돌

을 베고 누웠다가 입이 돌아가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혼이 난 적도 있다. 나이가 들면서 이것은 안면신경 마비에 대

한 염려였다는 걸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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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빨래를 다듬잇돌에 올려놓고 양손에 방망이를 잡고 두들기셨다. 어떤 때는 나도 끼어들어 다듬잇돌을 

중간에 두고 마주 앉아 맞다듬이질을 하곤 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빨래를 때렸다. 어머니는 무조건 힘을 쓴다고 다

듬이질이 잘 되는 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다. 어깨와 팔목에 힘을 빼고 장단을 맞추어 자연스럽게 하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손힘이 좋다고 늘 칭찬하셨다. 내 나이 여남은 살 적에 무슨 대단한 힘이 있었겠는가? 딸하고 무엇인

가 같이 한다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으셨을 것이다. 그럴 때면 만들어 주시곤 했던 진달래 화전, 도토리묵 등의 주전

부리가 오히려 나에겐 다듬이질을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이다. 

다듬이질은 처음에는 뚝딱뚝딱 소리가 나다가 똑딱똑딱 소리로 바뀌고 나중에는 통통 맑은 소리가 난다. 혼자 다

듬이질할 때는 무거운 소리가 나지만 맞다듬이질을 하면 경쾌하고 맑은 소리가 난다. 어머니와 나는 느리거나 빠르

게, 작게 또는 크게 리듬을 맞추어 다듬이질을 하였다. 처음 자진모리장단으로 빠르게 시작된 다듬이 소리의 리듬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중모리장단으로 느려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휘모리장단으로 바뀌어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면 어느새 흥이 나면서 추임새가 저절로 나온다. 그러기에 다듬이질 소리는 아기 우는 소리, 

글 읽는 소리와 더불어 가정에서 들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 세 가지 중 하나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머니는 가능하면 내가 짬이 있을 때 다듬이질을 하셨고 나도 시간만 있으면 어머니와 같이 다듬이질하는 걸 즐

겼었다. 다듬이질 사이사이에 빨래 펴기와 접기를 되풀이하면서 골고루 힘을 받도록 한다. 오래 할수록 빨래는 풀기

가 고르게 배면서 윤이 나고 올이 살아난다. 표면이 매끈해지면서 현대식으로 그냥 다리미질을 한 천보다 훨씬 구김

이 덜 가게 된다. 갓 다듬이질을 한 이불을 덮으면 아련한 풀 냄새가 나면서 선득하고 기분이 상쾌하다. 더구나 움직

일 때면 사각사각 나는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 없다. 사실 다듬이질은 옷감을 손질하는 방법이자 고단한 시집살이와 

여성의 한을 신명나게 푸는 방법이 아니었나 싶다. 

“시애미 마빡 뚝딱/시누이 마빡 뚝딱

시할미 마빡 뚝딱/시고모 마빡 뚝딱”

이렇게 애잔하면서 유머 넘치는 구전 민요도 있다. 한편, 나태주 시인의 시집 <슬픈 젊은 날>에서 ‘다듬이질 소

리’는 특별한 여운을 던져준다. 부잣집 다듬이질 소리는 ‘다다곱게 다다곱게’ 고운 소리를 내고, 가난한 집 빨래는 기

운 곳이 많아 ‘붕덕수께 붕덕수께’라는 무거운 소리를 낸다고 한다.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다듬이질 소리가 다르다

는 것은 우스갯소리같이 들리지만 여유롭지 않았던 나의 어린 시절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요즘은 주위에서 다듬이질 보기 어렵다. 세탁기로 휘휘 돌리면 빨래가 잘 되고 대부분의 경우 다듬이질은커녕 다

리미질도 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다듬이질 소리의 운치가 사라진 것이다. 달이 훤하

게 밝은 가을날 다듬이질은 특별한 운치가 있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도 이웃집 개 짖는 소리도 다듬이질 소리에 녹

아들어 장단을 맞추듯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한다. 방망이가 자아내는 소리에 내 마음도 같이 울리는 듯, 행복하고 

따뜻한 순간들이었다.

어머니는 다듬이질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단한 자신의 학업을 안타까워하셨을 

것이다. 까다롭고 완고하신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과 원망을 삭이셨을 것이다. 자녀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염원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라진 다듬이질 소리, 어머니의 사랑과 울분이 승화되어 어린 나와 장단을 맞추던 그 소리는 나에게 어

머니의 품을 그리는 향수처럼 배어 있다. 이제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시고 흰머리가 듬성듬성하고 주름이 진 딸은 

귓전에 울리는 다듬이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를 회상하고 그리워한다. 추억을 그리워하고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한

다. 꿈속에서라도 어머니와 맞다듬이질을 하면서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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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산, 

종점이 아닌 
출발점이 되기 위하여

1 1998년 제주도의 30대 치과의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화제가 된 

이유는 그때까지 법인(회사)이 파산결정을 받는 경우는 흔하였지만 제주도에서 파산결정을 받은 첫 번째 개인이 치과의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의사가 파산이라니!’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는 파산신청에 대하여 과도한 거부감을 보이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파산신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이 변화하였으며, 2007년에 이르러는 파산선고와 의료인의 면허취득 간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음을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의료인 면허결격사유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사회적 인식은 변화하였지만 의사들의 처지는 더욱 변화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개인회생신청 40%는 의사’라는 뉴스 보도

도 있었습니다. 대략 5년간 수도권의 개인회생 신청자의 직종별 분류 중 의사가 2위, 한의사가 4위, 치과의사가 5위로서 총 

신청자의 40%를 차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은 일반회생을 잘못 이해한 것인데, 용어야 그렇다 하여도 많은 의사분

들이 회생을 신청한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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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서 부드러운 내용으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 역시 부드러운 내용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주제이지만, 고심 끝에 선택한 주제는 의

사의 회생과 파산입니다. 현재 파산 직전에 있는 의사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실 

것이므로 구체적인 신청절차보다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반론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 회생과 파산절차를 알기 쉽게 비유하면 채무자인 의사(또는 의료법인)는 응급환자, 

법원은 응급실, 판사는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응급실에 실려 온 응급환자를 검사한 뒤 파악된 생체징후에 따라 먼저 응급환자가 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소생할 확률이 있다고 판단되면 응급환자를 회생절차라는 집중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응급처치로서 이자를 포함한 채무변

제를 유예하고 경매 중지, 압류 중지 및 취소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존확률(채무

자의 변제확률)을 높이고, 응급환자의 상병에 대하여 변제비율 조정, 변제기간 조정, 채무면제 

등의 수술을 행함으로써 응급환자가 퇴원 후에 자력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채무를 변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응급환자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생존하고는 있으나 연명치료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의사는 응급환자의 사망을 선고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파산절차

입니다. 만약 응급환자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채무자인 경우 사망선고 후 새롭게 ‘부활’할 수 있

도록 면책이라는 절차를 거쳐 경제적으로 Zero Base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죽은 사

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점, 바로 이 점이 의료와 대비되는 파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이 달라지듯이 채무자에 따라 각각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회생절차의 경우 크게 ①채무자가 의료법인인 경우, ②채무

자가 개인이며 무담보채무 5억, 담보 있는 채무 10억 이하인 경우, ③채무자가 개인이며 위 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채무자가 더 이상 현금을 만들어 낼 수 없을 경우(≒사망) 또는 향후 만들어 낼 현금의 가치

가 지금 현재 보유한 자산의 가치보다 낮을 경우(≒연명치료가 무의미)라면 파산을 신청하게 됩

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 앞으로의 수입’이라면 굳이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를 법률용어로는 ‘채권자의 일반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합니다.

또한 관련 법상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총 채무액이 30억 원을 넘지 않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제도로서 담보권자의 동의가 필수조

건이 아니어서, 의사와 의료법인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의사와 의료법인에 유

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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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가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봉직

의 또는 개원의 등 그 업무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지

게 된 경위가 반드시 병·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보

증 등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이어도 무관합니다. 또한 아직 지급불능에는 이

르지 않았으나 곧 지급불능이 될 것 같은 상황이어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사분들은 회생을 먼저 신청하시

는 편이 유리합니다. 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과 채권자들에게 전문직임

에도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파산결정이 쉽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인의 경우 대부분은 파산을 신청하는 편이 유리할 것

입니다. 다만 법원에 회생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법원이 항상 이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합

니다.

6 아래에서 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쌓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피부

개선물질을 연구하는 K 원장님은 재무상황을 살펴보니 연구비의 꾸준한 지출, 배

우자의 대출에 대한 보증 등이 원인이 되어 장부상 채무와 장부외채무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꾸준히 내원하였으므로 의

원의 운영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액대출의 만기일이 도래하였는데 해당 은행 측에서는 더 이상의 

대출은 어렵다는 통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회수의사까지 알려 왔습니다. 이에 K 

원장님은 예상치 못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채무금액과 변제시기

를 조정하면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

습니다.

신청 후 약 일주일 뒤에 채무의 변제를 제한하는 보전처분명령을 받아 K 원장

님은 채무 변제의 압박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나서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신청 후 약 한 달 정도 뒤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K 원장님은 법원에 10년간 변제율 28%의 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권은 변제율 30% 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있었음에

도 K 원장님은 진료에 바빠 은행권에 대한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데 별다른 노력

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인가결정(원장님의 계획안대로 

상환하는 결정)을 받지 못하여 안타깝게도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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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 원장님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등을 주요 진료과목으로 하여 130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 중인데 병원을 개원하면서 맺은 동업계약과 병원 운영차 지인에게서 빌

린 대여금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소송과 압류 등이 진행되면서 병원의 자금의 흐름이 원

활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급여, 물품대금, 금융이자 등의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원이 이미 지급불능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P 원장님은 보험급여가 입금되어도 약품 등의 

물품대금과 금융이자 중 어느 것을 먼저 변제하여야 할지 난감하였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듣

고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P 원장님은 총무과 직원들의 많은 노력을 바탕으로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하

여, 이후 법원의 관리하에 병원의 지급능력의 범위 내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도

록 했습니다. 따라서 총 채무금액의 50%를 향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큰 어려움 없이 병원을 계속 운영 중입니다.

8 회생 사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회생 사건에서 공통되는 점은 회생 사건에는 적어도 2~3개

월의 ‘골든타임’이 있음에도 뒤늦은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법원과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

움이 많다는 점입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병의원의 원무과장 등에게 재무나 행정적 관리를 일임

하고 재무상황을 잘 살피지 않아 막상 채권자의 압류 등이 진행되면 다급하게 알아보신 후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사는 것이라면 자신의 운전 경험도 있고 주변의 승차소감도 들어 보고 직접 시승하여 

보기도 하지만, 회생절차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도 없고 타인의 경험도 듣기 힘들기 때문에 적절

한 대응시기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환자가 ‘조금만 더 버텨봐야지’라고 안일하게 대처

하거나, 민간요법에 현혹되어 임시방편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 의사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회생절차는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환자에 대한 치료에 골든타임

이 있듯이, 재정상황에 대한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으니까요. 

글 | 전성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

교육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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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오토,	서울	서남권	최초의	메르세데스-벤츠	전시장	

‘영등포	전시장’ 오프닝 세레모니 열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KCC오토는 2016년 8월 5일 ‘영등포 

전시장 오프닝’ 세레모니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디미트

리스 실라키스 사장을 포함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임직원, 메르

세데스-벤츠 딜러십 대표자 및 임직원, 언론인 등 관계자 100여 명

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영등포 전시장 설립까지의 경과보고와 

함께 테이프 커팅식, 오픈 명판 증정식 등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보라매공원 인근 여의대방로에 위치한 영등포 전시장은 메르세데

스-벤츠 코리아의 40번째 공식 판매거점이자 서울 서남권 최초의 메

르세데스-벤츠 전시장으로 연면적 2,947㎡, 대지면적 1,073㎡로 지

상 4층, 지하 2층 규모를 자랑한다. 영등포 전시장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신 모델 15대가 전시되며 최상위 모델인 메르세데스 -마이

바흐를 위한 전용 전시공간과 상담공간 그리고 방문객 라운지도 별

도로 마련되어 있다. 또한 16대의 시승차량을 구비해 두고 있다.

서비스센터는 오는 2016년 11월, 시흥대로에서 문을 열고 2017년

에는 지역 최대 규모의 서비스 센터로 확장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KCC오토는 강서목동, 강북, 제주에 전시장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네트워크 확대에 주력하고 있

다. 서울 서남권 수입차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영등포 전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KCC오토	영등포	전시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13

문의	:	02-6123-1400

오픈 명판 증정식

테이프 커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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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SALON

 비아이티 살롱(센트럴시티점) 
 tel. 02-534-5852 

 도움말｜센트럴시티점 조수진 부점장 

어울리는 메이크업으로 
보다 더 세련되게

얼굴형에 맞는 화장법 찾기

얼굴형 커버는 눈썹과 볼터치가 관건!

얼굴의 지붕이라 불리는 눈썹은 그 모양과 굵기에 따라 얼굴

형은 물론 이미지까지 달라 보이게 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 

생략하고 넘어가기 쉬운 볼터치는 얼굴을 더 작고 입체적이게 

만들어주고, 얼굴형 보완과 커버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므로 빼

놓을 수 없답니다.

각진 얼굴형

눈썹: 턱이 각진 얼굴형은 눈썹 색을 진하게 채우거나 눈썹 

산을 각지게 연출하면 자칫 인상이 강해 보일 수 있으므로, 브라

운 톤 아이브로우를 이용해 둥근 형태로 그려 부드러운 이미지

를 연출해 줍니다.

볼터치: 볼(코 옆 광대) 쪽으로 포인트를 주어 시선을 분산시

켜 주세요.

둥근 얼굴형

눈썹: 둥근 얼굴형은 눈썹 산을 살리며 그려주면 세련된 분

위기를 풍길 수 있습니다. 눈썹 전체를 얇게 그리면 자칫 얼굴이 

더 동그래 보일 수 있으니 적당히 두께감 있게 그려주세요. 이때 

눈썹꼬리를 눈썹 머리의 위치보다 높게 그려주시면 날렵한 인

상을 줄 수 있답니다.

볼터치: 관자놀이부터 광대로 이어지는 부분에 사선으로 블

러셔를 칠해주세요. 시각적인 효과로 갸름한 얼굴형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긴 얼굴형

눈썹: 긴 얼굴의 소유자라면 도톰한 일자형 눈썹 스타일을 

추천합니다. 도톰한 일자형 눈썹은 긴 얼굴형을 보완해 주며, 동

시에 동안 효과까지 더해준답니다. 눈썹 머리와 꼬리 부분은 연

하게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주면 자연스러운 눈썹이 완성됩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 찾기

습관대로 하는 메이크업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나의 얼굴형에 맞는 메이크업 방법과 

피부 톤에 맞는 색감을 정확히 찾아서 제대로 메이크업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막연히 유행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굴의 결점을 커버하는 

메이크업 방법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비아이티 살롱에서 여러분의 얼굴형과 피부 톤에 딱 어울리는 화장법을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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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터치: 볼(코 옆 광대) 쪽으로만 포인트를 주어 얼굴 전체로 

시선이 가지 않도록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턱 아래쪽으로는 진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음영을 주면 얼굴이 한층 짧아 보여요.

역삼각형 얼굴형

눈썹: 뾰쪽한 역삼각형 얼굴형은 도톰한 두께의 둥근 형태 

눈썹이 잘 어울립니다. 눈썹 머리는 파우더 타입 아이브로우를 

이용하여 색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둥글게 마무리해주세요. 홀쭉

한 눈썹 모양은 자칫 인상이 사나워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볼터치: 코 옆에서 귀 옆 라인까지 수평으로 볼터치를 해줍

니다. 사선 볼터치는 얼굴형을 더 부각시킬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톤에 맞는 파운데이션 찾기

다양한 브랜드와 쏟아지는 수많은 제품들 속에서 내 피부 톤

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다크닝, 무너

지는 화장, 커버력 제로, 모공 끼임, 주름 부각 등 피부의 단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제품을 선택한 당신. 성공적인 파운데이션 구

매가 어려웠던 이유는 나에게 맞는 제품 선택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맞는 파운데이션만 찾아도 메이크업의 반

은 완성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내 피부 톤에 찰떡같이 맞아떨

어지는 파운데이션을 찾아 화사한 메이크업을 완성해보세요.

흰 피부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에 붉은 기(홍조)를 가

지고 있으며, 피부가 얇고 예민한 것이 특징입니다. 붉은 기를 

잡아줄 수 있는 옐로우 빛이 감도는 파운데이션을 선택해보세

요. 옐로우 컬러는 얼굴의 홍조를 잡아주며, 더욱 건강한 피부

로 보이도록 해줍니다.

노란 피부

한국인들은 대부분 노란 기가 도는 피부를 가지고 있지요. 

이런 옐로우 베이지 톤을 가진 분들은 핑크톤이 감도는 파운데

이션을 선택하세요. 핑크톤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얼굴

의 노란 기를 잡아줄 뿐 아니라, 화사하고 밝은 피부 표현이 가

능하답니다.

어두운 피부

어두운 피부라고 느끼는 분들의 피부 톤은 대부분 23호 이상

일 거예요. 하지만 내 피부 톤이 어둡다고 너무 어두운 파운데이

션을 사용하게 되면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거나, 매끄럽지 않은 

피부로 보일 수 있죠. 화사한 피부 표현을 원하신다면 21호와 

23호의 중간 톤을 사용하시면 어색하지 않게 화사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①, ②눈썹
③볼터치
④, ⑤속눈썹

① ②

⑤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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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새로움이	있는	

미지의	땅,	호주

호주의 시드니는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유명 관광지다. 몇 해 전부터는 호주 

의 유럽이라 불리는 멜버른이 인기를 끌고 있

기도 하다. 그러나 호주에 시드니와 멜버른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최근 새롭게 개

발된 케언즈, 울룰루, 태즈매니아가 관광객들

에게 특별한 매력을 뽐내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부터
케언즈 열기구
케언즈 그레이트베리어리프 스노쿨링
케언즈 그레이트베리어리프 스노쿨링
케언즈 그레이트베리어리프 하트섬
사진 제공｜호주 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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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새로운 여행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관문도시 ‘케언즈’

케언즈는 본래 작은 해안 도시였지만 현재는 휴양지의 메카

로 떠오르고 있다. 케언즈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데인트리 

열대우림’은 유네스코에 지정된 세계유산이기도 하다. 이는 전 

세계를 통틀어 한 지역에서 두 곳이 나란히 지정된 유일무이한 

사례다. 이렇게 뛰어난 자연환경은 케언즈만의 다채로움과 아

름다움을 더욱 빛내주고 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는 스

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서 수만 가지의 열대 산호초를 

감상할 수 있으며, ‘데인트리 열대우림’에서는 경이로운 자연경

관을 감상할 수 있다

-케언즈 주요 관광지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산호암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오스트레일리아	북동	연안에	있는	아름답고	다양한	산호초	

유적이다.	4백여	종의	산호,	1천5백여	종의	어류,	4천여	종의	연

체동물	등이	서식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	컬렉션이기도	하

다.	멸종위기에	있는	초록거북,	듀공(海牛類)	같은	종이	서식하고	

있어	과학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곳의	가장	경이

로운	점은	옥색	빛	파란	바다가	2000km	이상	펼쳐져	있다는	것

이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산호	암초다.	또한	그레이트	베

리어	리프만의	따뜻한	바다는	바다낚시	코스와	다이빙을	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다.

▶애보리지니의 성지 ‘에어즈 록(울룰루)’

에어즈 록(Ayers Rock)은 본래의 암석 덩어리 가운데 3분의 

2는 땅 속에 묻혀 있고, 겉으로 드러난 규모만 길이 3.6km, 너

비 9km, 높이 348m에 이르는 거대한 마천루다. 이는 파리의 에

펠탑보다 48m가 더 높다. 그리고 단일암체(岩體) 바위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 중 하나다.

‘지구의 배꼽’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호주의 원주민인 애버

리지니들의 성지로 숭배되고 있는 거대한 암석으로 호주의 웅

대한 자연과 야생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시간대별로 일

곱 가지 색으로 변한다고 하니 그 변화무쌍함이 무척이나 신비

롭다. 1987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세계 생물권 보호지구로 지정

했고 1994년에는 세계 복합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과거에는 

부족의 주술사만이 올라갈 수 있었지만 현재는 관광지로 개방

되어 울루루 등반이 가능하다. 

▶호주의 전원생활 ‘타즈매니아’

타즈매니아는 호주에서 가장 독특한 생활 분위기를 간직한 

곳이다. 운전자들이 서로 손을 흔들며 지나가고 자동차 문을 잠

그고 다닐 필요도 없다. 이처럼 한가롭고 단순하며 정겨운 과거

의 그 시절이 아직 남아 있는 곳이다. 보통 타즈매니아를 묘사할 

때는 ‘버드나무가 줄지어 선 개울과 푸른 초원이 융단처럼 깔려 

있는 곳’이라 하는데, 이는 영국의 시골 풍경을 연상시킨다. 하

지만 단순히 시골 풍경만 있는 건 아니다. 이곳에서는 거칠고 장

엄한 자연 경관도 볼 수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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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즈매니아 서남부 지역의 숲은 너무나 울창하고 습하기에 

접근이 어렵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다. 따

라서 모험 스포츠를 즐기기에 가장 이상적이기도 하다. 때문에 

타즈매니아에서는 래프팅, 송어 낚시, 부시 워킹 등의 스포츠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타즈매니아 주요 관광지

①자연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섬 

‘브루니 아일랜드’

브루니	아일랜드(Bruny	Island)는	타즈매니아의	주도(州

都)	호바트에서	배를	타고	20분	정도	나가면	만날	수	있는	섬이

다.	이	섬은	자연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대표적인	곳	

중	하나다.	사방으로	눈부신	바다가	펼쳐져	있고,	호주	원주민

들의	일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야간에는	펭귄과	함께하는	

비치의	풍경이	이색적인	경험을	선물해준다.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
타즈매니아 레이크클레어
타즈매니아 캐스케이드 맥주양조장
타즈매니아 호바트
사진 제공｜하나투어

타즈매니아 해변
타즈매니아 와이너리
사진 제공｜호주 관광청

아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야경
시드니 전경
사진 제공｜호주 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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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캐스케이드 양조장 

남	호바트(South	Hobart)의	캐스케이드	양조장은	호주에

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이다.	호주	최고의	맥주를	생산하는	이	

유서	깊은	공장에서의	견학은	양조장	대표의	옛날	사택이었던		

우드스톡(Woodstock)	정원	산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술도	시음해	볼	수	있다.

호주의 인기 여행지 

▶매력적인 미항의 도시 ‘시드니’

호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시드니는 호주 개척의 출발

점이 된 도시로 세계 3개 미항 중 하나다. 1770년에 제임스 쿡 

선장이 이끄는 탐험대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1788년

에는 최초의 영국 이민 선단이 상륙하면서 이민의 역사가 시

작됐다.

-시드니 주요 관광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오페라하우스’

호주를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다.	

1973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2세에	의해	정식	개관했다.	오

페라하우스의	특이한	모양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개껍데기	혹은	

요트의	흰	닻을	형상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

나	오렌지	조각에	의해	창출된	디자인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멜버른’

멜버른은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연방 수도가 캔버라

로 옮겨지기 전까지 27년간 호주의 연방 수도였다. 멜버른은 시

드니에 비해 다소 보수적이고 세련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

며, 유럽의 분위기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문

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들에 의해 연출된 이 도시만의 특별한 

분위기는 건축과 음식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멜버른 주요 관광지

눈부신 장관의 해안도로 ‘그레이트 오션 로드’

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200km에	이르는	해안도로로	절벽과	

기암괴석,	숲으로	둘러싸인	구릉이	어우러져	있다.	또한	주변에

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눈부신	장관을	이룬다.	시드니의	오

페라하우스,	붉은	사막	위의	거대한	바위	에어즈	락(울룰루)에	이

어	호주를	상징하는	세	번째	풍광이다.	

위에서부터
멜버른 그레이트오션로드
멜버른 시가지
사진 제공｜호주 관광청

하나투어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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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원리를 알아야 
골프가	쉬워진다	강재원 KPGA 프로(SRIXON 소속)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프스윙이라 하면 골프채를 ‘휘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휘두르는 게 다라면 골프는 그렇게 어려운 운동이 아닐 것이며, 

골프의 늪에서 헤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스윙을 제대로 알아야 골프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법. 

강재원 프로에게 골프스윙의 원리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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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스윙의 원리

보통 골프스윙이라 하면 골프채를 휘두르려고만 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스윙(swing)은 ‘휘두르다’가 아닌 

‘흔들리다’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골프스윙(골프+스윙)은 

골프클럽을 이용해서 흔들려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의미다. 

자신의 어깨 밑에 양팔이 흔들리면서 나오는 것이 몸의 움직

임이다. 그네를 연상하면 좋을 듯하고, 진자운동을 연상하면 

좋을듯하다. 

양팔이 그네의 양쪽 줄과 같은 역할을 했을 때 가장 이상

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체 골프스윙은 돌팔매질 혹

은 쥐불놀이의 느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물체를 잡고 

있는 팔이나 줄은 끝의 물체를 이용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

다.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끝의 무게와 힘을 이용해서 그

냥 잘 잡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나머지 끝은 무엇인가의 

무게로 인해서 날아갈 뿐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

라, 잘 잡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물체의 힘을 이

용하기만 하면 더 쉬워진다는 뜻이다. 

그다음에 내 힘이 서포터의 역할을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

이다. 그래서 잘 잡고 있는 그립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무

게가 있는 반대편 끝을 얼마나 잘 잡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

이다. 두 손으로 그 역할을 스윙 내내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힘들을 이용할 수 있다. 중력과 아주 흔히 이야기

한다면 반동 같은, 그 힘들만 이용한다면 거리와 방향을 쉽

게 잡을 수 있다. 즉 골프가 쉬워진다는 것이다.

몸을 알아야 골프가 쉬워진다. 흔히 말하길 ‘골프는 힘을 

빼는데 3년’이라고 한다. 하지만 필자는 골프를 20년을 치는 

지금도 가끔 힘이 들어간다. 그 이유는 그립의 역할을 제대

로 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골프클럽을 들거나 꽉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결된 나머지 관절이나 근육들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강

조하고 싶다. 한 번 경직된 몸의 근육들은 절대로 스윙 중간

에 다시 이완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힘이 안 빠진다는 이

야기다. 때문에 그립을 잘못 잡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72   SEOUL DOCTOR

Golf Story

그립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앞서 말한 대로 무게의 반대쪽 끝을 얼마나 잘 잡

고 있느냐다. 그래야 지렛대의 원리로 무게를 쉽게 이길 수가 있다. 지렛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골프클럽헤드의 무게가 많이 나가진 않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다른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위 ‘타격본능’, 즉 앞에 있는 공을 맞히

려는 본능적인 행동을 한다.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건 뛰어난 사람이건 말이다. 하지

만 골프를 잘, 쉽게 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본능을 잠시 접어 둬야 한다. 그래야 몸의 힘

들을 유하게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다. 그러나 믿음이 조

금만 더 생기면 이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을 잘 맞히기 위

해서만 연습을 한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골프클럽을 잘 잡고만 있으면 골프클럽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저절로 공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고 공을 맞추게 된다. 하지

만 공을 맞히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하면 골프는 너무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필자는 골프를 배우는 분들에게 골프를 더 쉽게 이해시키고자 한다. 

공을 맞히는 행동을 한다면 손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몸(척추)의 움직임이 생긴

다. 그렇게 되면 공은 바로 나가기가 어려워진다. 몸을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골프채가 조금 더 움직이게 내버려 둔다면 몸의 움직임이 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골프클럽이 제자리로 돌아올 확률은 더 높아진다. 골프연습은 잘 맞추는 연습이 

아니라 불안감을 믿음으로 바꾸는 연습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골프

는 특히나 확률 싸움이다. 5시간 정도를 계속 높은 확률로 공을 맞춰야 하니까 말이다. 

야구의 경우 홈런이라는 한방이 있다. 하지만 골프는 한방이 없다. 아무리 멀리 나

가는 플레이어도 세컨드 샷을 해야 하고 퍼터도 해야 한다. 물론 장타는 골프를 쉽게 

만들긴 하지만 한국의 골프장에는 OB(out of bound)라는 장애물도 많다. 그러므로 

OB 없이 똑바로 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앞으로 필자가 설명하는 부분은 장타자로

도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들이다. 절대로 나의 힘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

해야 한다. 

힘의 원리를 이용한 후에 힘을 쓴다면 장타자란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 

힘의 원리를 알아야 골프스윙을 좀 더 쉽고, 멋지고,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자, 이제부

터 하는 말에 더욱 경청하면 앞으로의 골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골프스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중력’이다. 중력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의해서 나머

지의 힘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혹자는 어깨가 많이 돌아간다고 표현을 하기도 한

다. 비슷한 이야기일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다르다. 어깨는 많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골

프클럽의 힘에 의해서 따라오는 것이다. 많이 돌아가지 않아도 그 힘은 정말 어마어마

하다. 남자 프로들이 300야드란 거리를 치는 데는 이 힘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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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이 뛰어난 사람은 조금 유리하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꼭 

해줘야 골프에 도움이 된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설명할 예정이다. 또

한 골프스윙은 ‘누가 정원을 잘 만드느냐’인데 이 정원의 반지

름은 ‘팔 길이+골프채’ 길이다. 물론 채가 길어지면 반지름은 

커지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 원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신의 느낌과는 조금 다른 느낌일 수도 있다. 

이 이론을 토대로 어드레스의 공 위치에 대해 설명하겠다.

대부분의 양팔로 원을 그렸을 때 지면과 닿는 정점이 몸의 

가운데 일어난다. 7번 아이언~피칭웨지까지의 공 위치다. 공

은 절대로 찍어 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롱아이언과 드라이

버까지의 공위치는 몸의 왼쪽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보이지

도, 느껴지지도 않겠지만 원의 정점을 지나 올라가면서 맞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이다.

*그립 잡는 방법 

왼쪽	네	번째	손가락과	손바닥이	약간	겹쳐지게	한다.	손가락	쪽으로	약간	사선으로	골프채를	대고	잡는다.	왼손	새끼손가락	하

나만	견고하게	잡는다.	그러면	골프채를	약간의	지렛대원리로	이용할	수	있다.	오른손은	왼손과	대칭되도록	골프클럽	그립	위에	

‘얹어만	놓는다’는	느낌으로	잡는다.	오른	손목은	흐느적흐느적한	느낌을	갖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잡은	양손이	스윙하는	내내	피

니시까지	일정한	힘으로	유지돼야	좋다.	그래서	스윙	내내	그립의	형태나	악력의	변화가	없이	유지하면	제일	좋다.	

*골프를 잘 치는 방법

골프를	잘	치려면	앞서	설명한	대로	골프클럽과	적절한	중력을	잘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두	가

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된다.	첫	번째로	‘임팩트’라고	칭하는	지점의	골프클럽이	어드레스의	자세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	둘째로	

첫	번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골프클럽헤드가	가장	늦게	따라와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지킨다면	골프를	잘	칠수	있다.	물론	그립

을	잘	잡고	있다면	더욱	쉬워질	것이다.	하지만	조금	잘못된	백스윙을	하더라도	이득이나,	잊지	말고	대입시킨다면	골프공은	좀	더	

바로,	멀리	나갈	것이다.	다시	말해	최대한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최선이면서도	제일	쉬운	길이다.	조금	잘못된	백스

윙이라도	이	두	가지를	지켜서	임팩트를	만든다면	골프공은	더	바로	나갈	것이다.	

여기서	잠깐,	‘임팩트존’을	설명하자면	절대	힘을	주는	동작이	돼서는	안	된다.	그냥	골프클럽이	지나가면서	공이	맞는	시점인	것

이지	만들거나	멈추거나	힘을	주는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가속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속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팩트존은	그냥	수동적으로	골프클럽이	지나가는	한	구간이다.	임팩트라고	말하는	곳은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상당수가	임팩트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는	사실상	절대	인식하지	말아야	할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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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

머레이	페라이어	피아노 리사이틀

MURRAY PERAHIA

Big program, Full of masterpiece

머레이 페라이어가 5년만에 리사이틀로 한국을 찾는다. 하이든, 모차르

트, 브람스, 베토벤 등 고전과 낭만을 아우르는 이번 프로그램을 두고 뉴

욕타임즈는 ‘기다림이 아깝지 않았던 공연’, LA 타임즈는 ‘월트디즈니 공

연 중 단연 손꼽히는 연주’, 워싱턴 포스트는 ‘거침없는 질주’, 시애틀 타

임즈는 ‘a big program full of masterpieces’라 표현했다. 

페라이어는 프로그램 선정에 매우 신중한 피아니스트로 유명하다. 매년 

봄, 뉴욕에서 리사이틀을 열지만 티켓 오픈 때 프로그램을 발표한 적은 

거의 없고 늘 공연을 몇 달 남겨두지 않았을 때 프로그램이 나온다. 지난 

5월 초 뉴욕 리사이틀 공연 후, 한 평론가는 다음과 같은 리뷰를 썼다.

‘페라이어의 다음 공연은 2017년 5월 19일 카네기 홀에서 있다. 당장 티

켓을 예매하라. 당연히 프로그램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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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연 일 정 2016년	10월	24일(월)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프 로 그 램 하이든	변주곡	바단조	Hob.XVII,	No.	6

모차르트	소나타	8번	가단조	K.	310

브람스	발라드	3번	사단조	Op.	118

											인터메조	Op.	119	No.	3	다장조

											인터메조	Op.	119	No.	2	마단조

											인터메조	Op.	118	No.	2	가장조

											카프리치오	Op.	116	No.	1	라단조

베토벤	소나타	29번	내림나장조	Op.	106	‘함머클라비어’

공 연 예 매 인터파크	1544-1555

클럽발코니	1577-5266

쌕티켓	02-580-1300

티 켓 가 격 R석	15만	원	/	S석	12만	원	/	A석	8만	원	/	B석	4만	원

처음 꺼내 든 함머클라비어

2007년 페라이어는 그라모폰과의 인터뷰에서 베토벤의 ‘함머클

라비어’를 연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후로 거의 10년이 

흘렀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뉴욕 타임즈는 이렇게 평했다. 

‘베토벤의 위대한 피아노 소나타인 함머클라비어를 루돌프 제르

킨이 베토벤 탄생 200주년인 1970년 12월 16일, 카네기 홀에서 연

주했을 때 그의 나이 67세였다. 제르킨은 이 공연을 위해 50년을 준

비해 왔다고 밝혔다. 올해 69세인 머레이 페라이어는 최근까지도 이 

곡을 무대에 올릴 생각을 하지 않다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리사이틀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다린 시간들이 결코 

아깝지 않았다.’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베토벤 소나타 ‘함머클라비어’라 

할 수 있다. 이 곡은 전 피아노 레퍼토리를 통틀어 가장 난곡으로 여

겨지는 곡 중 하나이다. 베토벤이 실수로 잘못 붙였다는 의심을 사

게 하는 빠른 템포와 비상식적으로 혼잡한 구성은 이 곡에 ‘피아노의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지난 4월 페라이어의 LA공연에서 연주된 ‘함머클라비어’에 대해 

LA타임즈는 ‘페라이어는 베토벤이 원했지만 피아니스트들이 대부

분 실현해내지 못한 그 속도로 연주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소용

돌이치는 대위법의 멜로디는 명확하게 들려왔다’고 평가했다.

Murray Perahia

뉴욕에서 태어난 페라이어는 그의 나의 4세 때 처음 피아노를 시

작하여 후에 매네스 음대에서 작곡과 지휘를 전공하였다. 그 시절 

그는 루돌프 제르킨과 파블로 카잘스, 그리고 부다페스트 현악 사중

주단과 교류하며 대부분의 여름을 말보로에서 보냈다. 또한 그는 미

에치슬라프 호르초프스키를 사사하기도 하였다. 그는 자신에게 지

대한 음악적 영감을 안겨 준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와 깊은 친분을 쌓

으며 음악적 역량을 키워나갔다. 

1972년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페라이어는 1973

년 알데버그 페스티벌에서 그의 첫 연주를 시작하였고 이곳에서 벤

자민 브리튼과 테너 피터 피어스와 함께 작업하였다. 그 인연으로 

1981년부터 1989년에 걸쳐 여러 차례 피어스의 가곡 리사이틀 때 

함께 하였으며, 알데버그 페스티벌의 공동 예술감독을 지냈다. 머레

이 페라이어는 왕립 음악학교와 왕립 아카데미 오브 뮤직의 명예회

원이며, 리즈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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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시대의	3대	천재	중	한	명	

미켈란젤로를	조명하다	

미켈란젤로 展

당대 유명 화가였던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에게 13살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미켈란젤로는 평생 동안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등의 그림과 ‘피에타’, ‘다비드’와 같은 조각을 만든 르네상스 최고의 아티스트다. 평생 동안 오로지 

예술만을 보고 살아온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3대 천재화가로 불린다. 

<미켈란젤로 展>은 그런 그의 삶과 명작을 최첨단 영상기술과 결합해 펼치는 전시로 박물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공간으로 구성한 ‘뮤제오그라피’ 콘셉트로 제작됐다. 또한, 그를 예술가로 성장시킨 메디치의 묘소와 

그의 작업실, 성 베드로 성당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을 비롯하여 창세기 내용을 바탕으로 그린 시스티나 천장화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등이 국내 최초 컨버전스아트로 재창조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켈란젤로의 고집스러움이 

조각과 그림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Sistine Chapel Ceiling The Creation of Adam, 150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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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장 소 용산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 

전 시 기 간 2016년 08월 20일~11월 3일 

전 시 시 간 오전 10시~오후 6시(입장마감 오후 5시)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문 의 1661-0553

홈 페 이 지 www.lovemichelan.com

미켈란젤로의 작품과 삶 

“최고의 작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미켈란젤로

1475년 피렌체의 소규모 은행가 집안에서 태어난 미켈

란젤로는 다른 귀족들의 후손들처럼 고전문법학교에 다녔

지만 라틴어보다 그림에 대한 열망이 강해 아버지와 갈등을 

겪는다. 결국 그는 13살 때 기를란다요의 제자로 들어간다. 

1496년 로마에 간 그는 이미 고대 조각에 대한 상당한 지

식을 갖추고 있었다. 로마에서 그의 첫 번째 의뢰인이 되어

준 리아리오 추기경은 그를 로마로 초청하고 이 때 ‘바쿠스’

와 ‘피에타’를 제작한다. 다시 피렌체로 돌아온 그는 피렌체 

정부로부터 ‘다윗’ 상을 의뢰받고, 이 작품을 통해 그는 동시

대 최고의 조각가로 손꼽히게 된다.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리는 일을 맡겼다. 그는 4년 동안 천장 

밑에 세운 작업대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물감을 칠하

는 고된 작업을 이어나간다. 이로 인해 목과 눈에 이상이 생

기기도 했지만 마침내 혼자서 대작을 완성한다.

1534년 교황 바오로 3세는 미켈란젤로를 ‘로마 교황청 

최고의 건축가, 조각가, 화가’로 임명한다. 그리고 그는 1536

년부터 1541년까지 쉬지 않고 ‘최후의 심판’ 작업에 매달린

다. 이 작품은 60대 노인의 강도 높은 육체적 작업으로 탄생

했는데, 생각해 보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564년 그는 로마에서 89세를 일기로 사망한다. 그의 소

망에 따라 시신은 비밀리에 피렌체로 이송되었고 지금은 그

가 어린시절 예술의 세계를 익혔던 산타 크로체 성당 안에 

안치되어 있다. 

Frescoes in the Sistine Chapel, 1508-1512(위)
Sistine Chapel Ceiling  Last judgement, 1535-1541(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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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뛰어넘는	거장	오태석의	‘도라지’가

현대적인	느와르로	재해석된다

지난해 창작산실 최우수 대본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

받은 뮤지컬 <곤 투모로우>가 김수로 프로젝트 19탄으로 화려

한 초연을 펼친다. 김수로 프로젝트는 매년 연극, 뮤지컬, 무용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공연계의 믿고 보는 브랜드’로 올가

을에는 <곤 투모로우>를 통해 공연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

시할 예정이다.

<곤 투모로우>는 한국의 셰익스피어라 불리는 극작가 겸 연

출가 오태석의 ‘도라지’를 원작으로 한다. 이는 조선 말 혼란스

러운 정세 속에서 나라를 구하려는 혁명가 김옥균과 그를 암살

하려는 조선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 홍종우, 그리고 변화의 소용

돌이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고종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고 

뮤지컬 <잃어버린 얼굴 1895>로 유명한 이지나 연출이 각색한 

작품이다. 그녀는 <곤 투모로우>의 장르를 ‘역사 느와르’로 정의

하며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민족주의적 뮤지컬에서 벗

어나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는 컨템포러리 형식의 작품을 만들

고 싶다’며 작품의 방향과 포부를 밝혔다. 

작품을 더 탄탄하게, 화려한 캐스팅!

“밤이 수 십 번 지고 가려진 태양빛을 잃어도 

난 아직도 네가 그립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대한민국 최초의 혁명가 ‘김옥균’ 役 

-강필석, 임병근, 이동하

김옥균은 개화사상을 바탕으로 급진 개화파를 결성해 갑신

정변을 일으킨 인물이다. 정변은 실패로 끝났지만, 일본에서 은

신하며 강한 리더십을 뽐내는 매력의 소유자다. 

“그곳은 정녕 갈 수 없는 나라입니까?”

조선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 ‘홍종우’ 役 

-김재범, 김무열, 이율

프랑스로 유학 간 지식인 홍종우는 한 통의 편지를 받고 조

국으로 돌아온다. 마침내 발 디딘 조국, 그리고 점점 김옥균의 

사상에 매료되어 가는 인물이다. 

“한바탕 사는 인생 죽으니 부질없다. 오히려 자유롭네.”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여 조선, 비운의 왕 ‘고종’ 役 

-김민종, 조순창, 박영수

믿었던 김옥균에게 배신당하고,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러시

아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때그때 강자에게 기댈 수밖에 없

는 조선의 왕이다.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

조선을 장악한 거대 권력자 ‘이완 제독’ 役 

-김법래, 임별 

힘없는 왕을 대신하여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결국 조선

의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한 권력자로 여러 인물을 상징적으로 

뒤섞은 가상의 인물이다.

“민족과 국가가 아닌 존경할 인품의 인간을 섬길 뿐입니다.”

대가 없이 김옥균의 곁을 지키는 보디가드 ‘와다’ 役 

-김수로, 강성진, 정하루

김옥균의 인격과 사상에 감화되어 아무런 대가 없이 김옥균

의 곁을 지키는 말수가 적고 무예가 출중한 보디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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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여행V

학력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수석 입학

밀라노 국립 베르디 음악원 졸업

도니젯티 아카데미 뮤지컬 과정 졸업

프랑스 보르도 와인 어드바이저 과정 졸업

경력

미주신경자극기 심포지엄 신경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총 6회 개최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와 백여 회 협연 및 공연
(이태리, 프랑스, 미국 공연 및 국제 콩쿠르 다수 입상)

2012 동아일보 선정 문화예술 부분 글로벌 리더 수상

도서 <와인과 음악은 사랑의 묘약이다>,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있다> 저자

국내 와인과 음악 특허권 보유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및 CEO 소믈리에 과정 강의

앨범/가요리메이크: ‘To You’, ‘Love’, ‘나 그대를 위하여’ 
(팝페라가수 부문 멜론차트 상위권)

현

㈜동산히어링 대표이사
(의료기기-미주신경자극기 수입 판매)

㈜제이알인터내셔날 대표이사

JR 갤러리 관장

한국실용음악학회 교육이사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과 보컬 교수

팝페라 가수

글｜박정희

필자 역시 오페라와 뮤지컬을 함께 

공부했지만 오페라를 자랑으로 삼는 

유럽일지라도 뮤지컬에 있어서는 미

국에게 양보해야 할 것 같다. <오페

라의 유령>, <맘마미아>, <캐츠>, <

시카고>, <지킬 앤 하이드> 등 셀 수 

없이 많은 세계 최고의 뮤지컬이 미

국 브로드웨이에서 매일 공연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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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렝 레스토랑

뉴욕의 자랑거리 미슐렝3(스타 레스토랑, 스타 셰프가 있는 

곳의 등급을 매긴 것)를 가진 레스토랑에는 세계적인 요리솜씨

를 인정받은 스타 셰프들이 최고의 요리를 내어놓고 그 요리에

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와인리스트를 만드는 소믈리에가 와인을 

소개한다.

와인과 음악, 음식에 대한 칼럼을 쓰는 작가의 입장에서 

정말 추천해 주고 싶은 미슐렝3 레스토랑이 있다. 그곳은 나

파밸리와 뉴욕에 있는 페르 세(PER SE)와 장 죠지(JEAN 

GEORGES)레스토랑이다.

센트럴 파크 west에 위치하여 식사 후엔 가벼운 산책도 할 

수 있으며 같은 건물에 재즈 공연장은 세계최고의 재즈스트들

이 다 거쳐 간 공연장이기도 하다. 새벽 1시까지 멈추지 않고 연

주되는 빅밴드를 감상하려면 체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물론 뉴욕의 품위인 뉴욕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를 

들으며, 미국 여기저기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음악, 발레, 클래

식 공연 감상 역시 강력히 추천한다. 와인에 대해 알려면 당연히 

나파밸리를 방문해야 한다. 나파밸리 와이너리들은 와이너리 

방문과 테스트를 위한 많은 투어 시스템이 있다. 작은 셔틀버스

에서 리무진 개인 투어까지.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미국은 역시 시스템 마케팅이 대단한 나라다.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 음악회와 와이너리를 찾아다니려면 교통, 비용, 시간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공항에 도착하면 리무진이 나와 있어 음주운전이나 음주도

보 등의 걱정 없이 많은 와이너리를 방문하면서 곳곳에 준비되

어 있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면 리무진이 투숙 호텔까지 태워다 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풀코스 시스템이다. 여기에 200개의 와이너리와 테이스팅 룸, 

100여 개의 호텔, 60개의 식당, 그리고 많은 스파와 골프장도 

갖추고 있다. 1960년대 로버트 몬다비가 와인 테이스팅 관광객

들을 위해 문화축제와 볼거리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한 지 40년 

정도 지난 지금 나파밸리는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traveling in style with California Wine TOUR-a 

full service transportation’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다음의 25가

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와인	테이스팅	/	다이닝	/	레일	체험(와인	기차여행)	/	나파밸리	

리무진	투어	/	나파리버에서의	보트여행	/	매일	저녁마다	식사,	와

인과	함께	최고의	콘서트	감상	/	직접	만들어	보는	요리	체험	/	나

파밸리	시내	중심지	쇼핑	/	아침에	애드벌룬을	타고	하늘여행	/	바

이크	투어	/		나파밸리	오페라하우스,	링컨	극장	등에서	열리는	다

양한	퍼포먼스	감상	/	애드벌룬	대신	헬리콥터로	나파밸리	전체	

투어	/	실버라도	열차를	타고	와이너리	투어	/	금요일에	열리는	커

플	런치	배우기	/	스파	타임	/	골프	/	아트갤러리에서	조각,	보석,	

유리공예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작품	감상	/	머스터드	페스티

벌(겨울)	/	나파밸리	히스토리(디스커버	나파밸리	히스토리)	/	고

전	영화감상,	영화	페스티벌	/	‘페트리파이드	숲’	산책	/	와인	한	병

을	가방에	넣고	소풍	가기	/	핸드메이드	등	나파밸리의	특산물을	

파는	‘파머	마켓’	둘러보기	/	많은	파티	플래너가	있어	상황별	파티	

주문이	가능	/	tour	the	unusul-rosa	preserve	schedule	tour

(www.copia.org, www.musterdfestival.org, 전화: 

1-707-259-1600 888-51 참고)

와이너리

✠ 샤토 몬텔레나(Château Montelena) 와이너리

카베르네 소비뇽 에스테이트(estate: 열대 및 아열대에 발달

한 기업적 대농장. 수백에서 수천 헥타르에 이르는 대규모 농장

으로 여기에서 경영되는 농업을 일반적으로 플랜테이션이라고 

한다.)로 나파밸리에서 가장 수령이 오래된 카베르네 나무를 재

배하는 포도원이다. 수확량은 매우 적으며 농축된 포도만을 생

산하기 때문에 ‘몬텔레나(Montalena)’만의 독특한 특징을 만들

어낸다. 그리고 짐 배럿 외 소수의 전문가가 땅과 품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고 있다. 

미슐렝3 스타에서 바라본 센트럴파크와 어우러진 맨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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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화 <와인 미라클(bottle shock, 2008)>의 배경이 되

었던 와이너리이기도 하다(www.montelena.com 참조).

✠ 욘트빌(Yountville) 와이너리

훌륭한 조각공원과 현대미술 컬렉션 갤러리를 갖추고 있으

며, 카베르네 소비뇽과 소비뇽 블랑이 자랑인 와이너리다. 캐나

다의 디벨 로퍼가 인수하면서 혁신적으로 바뀌고 발전했다. 그

야말로 와인과 문화의 한마당이라 할 수 있는 곳. 참고로, 2008 

미국 와인 어워드를 수상했다(www.cliffledevineyards.com 

참조).

✠ 소노마밸리(Sonoma Valley) 와이너리

1974년 소노마밸리에 생겨난 이래 카베르네 소비뇽과 샤

르도네, 메를로 품종으로 톱을 지키고 있는 와이너리. 진판델

과 카베르네가 스페셜하며 높은 수준의 피노누아를 자랑한다

(www.arrowoodvineyards.com 참조).

✠ 앤더슨밸리(Anderson Valley) 와이너리

훌륭한 와인 테이스팅 룸을 갖추고, 피노누아를 자랑하는 아

름다운 와이너리다. 나파의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다양한 이벤

트와 마케팅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www.breggo.com 참조). 

✠ 산타바바라(Santa Barbara) 와이너리 

남캘리포니아의 대표 지역인 산타바바라는 영화 <사이드 웨

이즈>의 배경으로도 유명하다. 이곳의 산타바바라 와이너리

는 30년 이상 새로운 시도를 해오며 발전하고 있다. 스타일리

시한 피노누아와 잘 숙성된 샤도네이가 자랑으로, 특히 샤도

네이를 최고로 내세우는 엘레강스한 모습을 갖추었다(www.

almarosawinery.com 참조).

✠ 얼마전 쿡가대표라는 세프 배틀 프로그램의 배경이었던 

웬티 빈야드(Wente Vineyard)와이너리

독일계 이민자인 C. H. Wente에 의해 1883년에 캘리포니아 

리버모어 밸리에 설립된 이 와이너리는 동시기에 설립된 와이

너리들이 금주령 시대(1920~1933년)에 와이너리를 폐쇄했지

만 그 기간에도 미사용 와인을 생산했기 때문에 단 일 년도 와인 

생산을 중단한 적이 없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인정한 캘리포

니아에서 제일 오래된 와이너리(The oldest winery, California 

Registered Historical Landmark No. 957)로 등록되어 있다.

많은 미국 와이너리들이 가족 경영으로 시작하여 합병 등

을 통하여 기업화되어 가고 있지만 웬티는 현재도 4대인 Eric, 

Philip, Carolyn 5대인 Christine Karl이 양조, 마케팅, 경영을 

맡아서 가족이 운영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와인을 생산하는 철

dizzy’s club에서 공연한 재즈 연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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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지키고 있는 보기 드문 와이너리이다.

독일인의 실용 정신을 갖고 있던 C.H. Wente는 19세기 당

시에는 미국에서도 상상을 못했던 라벨에 품종 표시를 소비자

를 위하여 최초로 실천하였다. 당시에는 와인의 격이 떨어진다

고 다른 와이너리들의 비웃음을 샀으나 현재는 거의 모든 신세

계 와인들이 라벨에 품종 표시를 하고 있다.

4대가 경영에 나서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웬티 빈야드는 

와인만 생산해 파는 곳이 아닌 지역(California San Francisco) 

주민 및 웬티 와인을 사랑해 와이너리를 방문하는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과 함께 즐기는 곳으로 와이너리를 가꾸기 시작했다.

웬티 빈야드안에는 세계적인 골퍼 그렉 노만(Greg Norman)

이 설계한 18홀 골프 코스가 포도밭 사이로 펼쳐져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Wine Country Championship의 PGA 

Nationwide가 열리고 있다. 이 골프 코스를 설계하는 동안 웬

티 빈야드에 머물렀던 그렉 노만은 와인 양조를 배우게 되고, 호

주로 돌아가 와이너리를 구입 자신의 이름을 딴 Greg Norman 

Wine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웬티 빈야드는 그렉 노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계적인 골퍼

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데, 그 골퍼의 이름은 애니카 소렌스

탐(Annika Sorenstam)이다. 한동안 내가 너무나 좋아하며 따

라 했던 골프 멘토이기도 하다. 스웨덴 출생인 그녀는 선수 생

활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와인을 접하고 와이너리를 방

문하면서 와인에 대한 애정을 더하고 와인에 깊은 조예를 갖게 

된다. 언젠가는 본인의 이름을 딴 와인을 생산하고자 마음먹은 

그녀가 선택한 와이너리가 웬티 빈야드다. 그녀의 첫 번째 와인

인 Annika Syrah는 웬티의 시라 품종 포도밭인 숏혼 캐년에서 

재배되었다. 600케이스 한정 생산인 그녀의 첫 와인 첫 빈티지 

Annika Syrah 2006는 출시와 동시에 품절되었다.

와이너리 안에 있는 웬티 레스토랑은 1986년에 설립된 이래 

미국 100대 레스토랑 랭킹에서 빠진 적이 없는 레스토랑이다. 

와이너리의 사장인 Carolyn Wente가 co-chef로 레시피를 정

하고 있고 장시간을 요하는 통돼지 바베큐를 제외한 모든 요리

가 시장의 신선한 재료에 따라 매일 매일 바뀐다. 웬티 레스토랑

을 방문하면 매일 아침 출력된 B4용지의 데일리용 메뉴를 받아 

볼 수 있다.

7월부터 9월에 거의 매주 열리는 썸머 콘서트는 캘리포니아 주

민의 로망이다. 넓은 와이너리 정원에서 미국 100대 레스토랑이 

제공하는 음식과 와인과 유명 뮤지션의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웨딩 및 개인적인 이벤트에도 와이너리를 오픈하

고 있는 고객 중심의 와이너리이다. 이윤 추구가 아닌 와인을 사

랑하는 사람들과 와이너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즐기고자 

마시기 편한 와인을 만들며 즐길 수 있는 장을 함께 제공하고 있

는 와이너리이다.

리버모어밸리에서 재배한 잘 익은 샤도네이와 약간 서늘한 

지역인 아로요 세코의 산미가 강한 샤도네이를 블랜딩해서 균

형을 잡았다. 잘 익은 사과와 시원한 배 맛을 베이스로 파인애플

과 감귤 향이 은은하게 감돈다. 또한 숙성과정에서 배어나는 가

벼운 오크 향과 바닐라 향이 더해져 훌륭한 부케를 만들었다. 잘 

잡힌 균형과 깔끔한 끝 맛이 일품이다(www.wentevineyards.

com 참조). 

미식가들이 좋아하는 하이츠셀러 나파밸리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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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의료영어

의료분야가	국제화됨에	따라	의료인들의	전문화	된	

영어구사	능력이	요구된다.	실제	진료	상황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영어회화	중에서	오늘은	통증	

및	건강검진에	관한	영어표현을	알아보자.

1) Have stomach cramps 위경련을 일으키다

같은 의미의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는 ‘Have cramps in 

the stomach’가 있습니다. 

‘Abdominal cramp’와 같은 방식으로 경련이 발생하는 

부위를 합성어의 앞부분에 접합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Have a cramp’는 일반적으로 다리나 팔에 쥐가 날 때 사

용됩니다.

Doctor: How are you feeling after the surgery?

(수술 후에 기분 어떠세요?)

Patient: I feel terrible. My vision is blurry, my mouth is 

dry and I feel so weak and dizzy when I get out of bed.

(아주 안 좋아요. 시야가 흐릿하고 침은 계속 마르고 기력이 

없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땐 어지럽고요.)

Doctor: That is to be expected after a serious operation.

(이런 종류의 수술을 하시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에요.)

Patient: I know, but I’m so hot I feel like I’m burning up 

and my body feels itchy. Do you think I have a fever?

(네, 알긴 하지만 몸이 달아오르는 것처럼 뜨겁고 몸이 간지러

워요. 제가 지금 열이 있는 건가요?)

Doctor: You could have a fever and maybe an infection. 

Describe exactly where you are aching the most.

(열 때문일 수도 있고 감염에 의해 생긴 증상일 수도 있습니

다. 어디가 가장 간지러운지 말씀해주세요.)

Patient: I think my back and legs hurt the most, they are 

throbbing and I think they are swollen.

(등이랑 다리에 통증이 제일 심해요. 욱신거리면서 부어오른 

것 같아요.)

Doctor: And how does your stomach feel?

(배는 어떠세요?)

Patient: I have stomach cramps and I feel very nauseous, 

I can’t eat or drink anything without vomiting.

(위경련이 있고 굉장히 메스꺼워요. 토하지 않고는 먹거나 마

실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Doctor: OK, I’m going to check your temperature and 

your pulse. You may need an antibiotic if you have an 

infection.

(체온이랑 맥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염일 경우 항생제가 

필요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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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 Well, I’ll have to check you out to be able to 

make a diagnosis. Let me listen to you breathe. Oh. This 

doesn’t sound good. It is probably pneumonia. This is 

pretty serious.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더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호흡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좋지 않네요. 폐렴인 듯싶습

니다. 상태가 꽤 심각하네요.)

Patient: I thought it was serious. Honestly it has been a 

while now that I haven’t felt so good.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게 꽤 오

래되었거든요.)

Doctor: Do you get a regular checkup each year? You 

may have had this for months now.

(매년 정기검진 받으시나요? 아마 몇 달 동안 지속되어온 증

상들일 텐데요.)

Patient: No. I never go to the doctor.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Doctor: Ok. Just wait here and the nurse practitioner will 

be in shortly.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간호사 분이 오셔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Patient: Can you please give me something for the pain, 

my whole body is sore and my head is aching too.

(진통제 좀 주실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몸이 아프고 두통도 

있어서요.)

Doctor: Yes, I will prescribe a sedative for now.

(네. 일단 진정제를 처방해드릴게요.)

2) Get a regular checkup 정기검진을 받다

일시적으로 특별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가 있을 경우에

는 ‘run test’ 혹은 ‘have examination/inspection/

assessment’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

으로 많이 사용되는 검사 용어로는 Blood Test(혈액 검사), 

Urine Test(소변검사), Blood pressure check(혈압 검

사), Autonomic Nervous Function Test(자율신경 검

사)가 있습니다. 

Doctor: Hello. I will be the physician taking care of you 

today.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안녕하세요. 오늘 진찰을 맡게 된 의사입니다.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Patient: I’m having trouble breathing, I’m dizzy and I’m 

running a fever.

(숨 쉬는 게 힘들고, 어지럼증과 열이 있어서 왔습니다.)

Doctor: OK. How long have you been feeling this way?

(네. 이 증상이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Patient: I’d say for about three days now.

(한 3일 정도요.)



01

02

1. 서울의사 10월호를 보시고 독자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

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2. 여행후기나 진료실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등 함께 나누

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선정된 이야기는 ‘서울의

사’에 게재하며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 2016년 10월 24일(월)까지

                   (24일 이전 소인에 한정)

보내주실 곳 : 

(04165)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907호 

‘서울의사’ 담당자

Tel : 02-3272-2052 ‘서울의사’ 편집부

FAX : 02-3272-2053

e-mail : seongju7@hanmail.net

보내주신 분

이름                                      

연락처                                   

주소                                      

October 2016

EVENT

ABOUT + READER

ABOUT + MAGAZINE

                 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매거진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