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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세계고혈압학회서	

‘아모잘탄’	우수성	입증

대한고혈압학회 주관 아모잘탄 새로운 임상결과 발표 

ARB+이뇨복합제	대비	24hr	중심혈압·활동혈압	강하	우수

 ｜참고내용｜

세계고혈압학회 학술대회(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Hypertension):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세계고혈압학회 학술대회는 고혈압 및 심

혈관질환 분야의 최신지견을 공유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술대회로, 2년에 1번씩 전세계 국가를 순회하며 개최된다.

한미약품이 세계고혈압학회에서 ‘아모잘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 www.hanmi.co.kr)의 고혈압치료 복합제 ‘아모잘탄’의 새로운 임상결과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6차 세계고혈

압학회 학술대회(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Hypertension)’에서 발표됐다. 

이번 임상은 대한고혈압학회가 주관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한 임상으로, 국내 고혈압환자 220명을 대상으로 아모잘탄과 Losartan+HCTZ(이뇨제) 복

합제를 20주간 투여해 24시간 중심혈압(Central BP) 및 활동혈압(Ambulatory BP)을 비교 분석했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두 투여군은 진료실 혈압(Office BP)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4시간 중심혈압 및 활동혈압에서 아모잘탄이 

Losartan+HCTZ 복합제 대비 더 우수한 강압효과를 나타냈다. 

임상 책임연구자인 경희의대 김종진 교수는 “중심혈압을 기준으로 복합제의 효과를 24시간 측정한 것은 이번 임상이 세계 최초”라며 “국내 연구자들

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제품으로 진행한 임상결과가 세계고혈압학회에서 발표돼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마케팅팀 박명희 상무이사는 “이번 세계고혈압학회에서의 발표는 아모잘탄의 우수성을 전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

양한 임상결과를 통해 아모잘탄이 글로벌 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모잘탄은 작용기전이 서로 다른 ARB계열(로사르탄)과 CCB계열(암로디핀) 고혈압치료제를 결합해 개발한 복합제로, 연간 700억 매출을 기록하는 

한미약품의 대표 제품이다. 아모잘탄은 현재 미국 MSD를 통해 ‘코자XQ’라는 브랜드로 50여개 국가에서 수출 진행 중이며, 임상 2·3·4상 결과가 국

제학술지에 연속 등재되며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했다.

한미약품이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6차 세계고혈압학회 학술대회’에서 
아모잘탄 임상결과를 발표했다.

제26차 세계고혈압학회 학술대회에 설치된 한미약품 홍보부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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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EOUL DOCTOR

1 후일 대한민국의 과거를 돌아본다면, 2016년 9월을 

대표하는 단어는 ‘김영란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지적들이 있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국민의 

70% 이상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의 어떤 법보다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법이며, 현재로써

는 의료인의 기본법인 의료법보다도 의사분들에게 관심을 받

고 있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김영란법을 외치고 있으니 의사 분들

도 김영란법의 존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SNS로 보내주는 자료들은 난무하지만, SNS의 휘발성 때문인

지 아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상태인 분들이 많은 것 같

습니다.

의사분들은 김영란법에 대하여 3가지만 아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적용 대상인가? 그래서 뭘 금지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어쩌라고? 보시다시피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래에

서 살펴보겠습니다.

 3 · 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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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의사는 누구일까요?

첫째로 ‘공무원’인 의사입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의

사, 지방의료원 의사, 공중보건의사, 보건소장 등입니다. 둘째

로 ‘공직 유관단체 소속’의 의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

속 의사, 심사평가원 소속 의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공무수행사인’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 대한

의사협회에서 의료광고심의 및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대

한병원협회에서 전공의 수련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대한의학

회에서 전공의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등입니다.

넷째로 보건복지부 및 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도 적용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감염병관리위원회,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등 다양합니

다.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위촉된 

사실을 잊으셨을 수도 있으니, 한 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

니다.

다섯째로 ‘학교의 장과 교직원’으로 사립대학교의 의과대

학 교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의사 

역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교수이므로 이에 포함됩니

다. 여섯째로 ‘학교법인의 임직원’입니다. 학교와 학교법인은 

별개이며 학교의 교직원과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다른 것이라

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겠지

만 만약 의사가 학교법인에서 보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의과대

학의 교수로는 재임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역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곱째로 ‘언론사의 장과 임직원’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신

문의 발행인, 편집인, 기자 등이 있습니다. 

3 위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일단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사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인 의사, 둘째 공직유관단체 소속 의사, 셋째 

공무수행사인인 의사, 넷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의 위원인 의사의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 예외를 찾기 어렵습

니다. 다만 다섯째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학교의 교직원이

란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되는 교수만을 지칭하며 명예

교수, 겸임교수, 임상강사(펠로우), 시간강사(단 2018년 1월 1

일부터는 해당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김영

란법의 적용 대상인 학교법인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에 소속된 것이 아닌 이른바 협력병원의 소속 의사는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일곱째 언론사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각급 병원의 사보나 

소식지가 문제 되는데, 그중에서도 정기간행물로 등록 또는 

신고가 된 사보나 소식지만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언론사에 

해당하며, 정기간행물로 등록 또는 신고가 된 경우에도 ‘소식

지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

합니다. 즉 발행인(보통 대표원장), 편집인(보통 홍보이사, 학

술이사), 발행업무담당직원(기자 등) 등만이 김영란법이 적용

되는 ‘언론사의 임직원’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데, 배우자는 김영란법의 일반적인 

적용대상에 속하지는 않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일에 관련이 

되었을 때만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잊지 말아야 하실 것은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사실 또는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

다는 점입니다.



12   SEOUL DOCTOR

4 보니까 내가 적용대상인데, 그래서 뭘 금지한다는 

것인지?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입니다. 먼저 ‘부정청탁’이란 김영란법에 열거

된 14가지 직무(사실상 모든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

하여’ 또는 ‘지위를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

니다. 따라서 법 또는 규정대로 처리하여 달라는 요청이나 직

무와 관련된 법령·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

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김영란법에서는 ‘공개적으

로’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등(국회의원, 시도

지사, 구청장 등)에게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

달하는 경우 등도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에게는 2천만 원 이하, 공직

자 등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으로 ‘금품 등의 수수’는 크게 ‘1회 100만 원 초과(또는 

1회계연도 동안 합산금액 300만 원 초과)’와 ‘1회 100만 원 이

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초과의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동일

하게 처벌됩니다.

반면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

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법이 정한 8가지의 예외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동안 주위

에서 지겹도록 들으신 ‘3, 5, 10 법칙’입니다. 즉 식사 3만 원 

이하 / 선물 5만 원 이하 / 경조사비(결혼식 ○, 장례 ○, 돌잔

치 ×, 승진 ×) 10만 원 이하가 바로 이 예외사유 중의 하나입

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 식사를 하

는 경우, 밥을 사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에만 ‘3만 원 법

칙’에 해당하고, 밥을 사는 사람이 먼저 또는 나중에 따로 결

제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5 뭘 금지한다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

제 어쩌라고?

그간 언론이나 SNS를 통하여 너무 많은 정보를 들으셔서 

오히려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그러한 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특집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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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차츰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혼란한 시기에 

자꾸 신경이 쓰이신다면 다음의 간략한 팁을 기억하여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영란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을 받은 경우 알게 된 즉시 ①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거절

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②상급기관 등에 신고하셔야 합니

다. 퇴근 후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선물상자가 놓여있다거

나 배우자를 통해 부정청탁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라면 시간

에 구애받지 마시고 즉시 제공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남겨야 

합니다. 이는 만약 향후에 김영란법 위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

법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각 부정청탁 또는 금품 등 수

수의 경우마다 거절의 의사표시 및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점

입니다. 즉 동일한 내용의 부정청탁을 여러 번 받게 되는 경

우, 처음에 한 번 거절했으니 그 뒤로는 또 거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청탁 한 번 받을 

때마다 한 번씩’ 거절 및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들

과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식사비는 자

신의 카드로 더치페이하시고 ‘영수증’을 따로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모양새가 좀 그렇겠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난처함과 번거로움을 생각하여 보시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

니다.

다음으로 흔히들 많이 즐기시는 골프는 무조건 전액 더치

페이하셔야 합니다. 회원권 보유자와 함께 라운딩을 하면서 

받게 되는 그린피 우대 등의 액수가 5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

라도 그린피 우대 등은 편의제공일 뿐 선물에 해당되지 않아 

아예 예외사유인 ‘선물 5만 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 복잡하신가요? 만약 위의 내용을 외우기 번거로우

시다면, 이것만 기억하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내

가 먹고 노는 돈은 내가 낸다.’ 너무 각박하지요? 하지만 피하

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지난 2,000년의 관행과 확

실하게 작별하려는 변화의 폭풍 속으로 들어왔으니까요.

글 | 전성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

교육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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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주	서울시의사회	대외협력총괄	부회장(의료봉사단	단장)	
	 대치서울영재소아청소년과	원장	

     김희주 부회장은 과거 보라매

병원에서 오랜 시간 불우환자돕

기 보라매후원회장을 맡았고 5, 6

년간 의료사회사업실 실장을 역

임한 바 있다. 현재는 탄탄한 경

력을 바탕으로 서울시의사회 의

료봉사단을 이끌고 있다. 지난 13

년 동안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

단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에 참

여한 인원만 3만 1천여 명. 김 부

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마

련했다. 

“긴 시간 동안 헌신하고 베풀어주신 
자원봉사자들과 후원회원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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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후원회원의 밤’ 

김 부회장은 과거 보라매병원에서 불우환자들을 무료 진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해왔다. 사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에 김 부회장은 

매년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위로와 감사를 전하곤 했다.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

에 놓여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노약자, 장애

인 등에게 무료진료 봉사를 하는 의료봉사단체입니다. 올해로 13

년이 됐는데, 긴 역사를 가진만큼 튼튼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13년 째 매주 일요일마다 25개 구의사회와 사랑의 교회가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이라는 이름을 달고 번갈아가면서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 봉사를 해오고 있는데, 그간 참여해주

신 인원만 3만 명이 넘습니다. 또 노숙자 및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나눔진료 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3천2백여 명입니다. 후

원회원은 연간 약 700명 이상입니다. 수많은 개별봉사자들, 협

력병원, 후원회 등이 의료봉사단에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이

에 2009년에는 서울사회복지사대회에서 ‘서울특별시 복지상 자

원봉사자 본상’을, 2010년에는 제3회 세계인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장이 되고 보니 그

동안 의료봉사단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을 위한 시간이 따로 마

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행히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제안을 통

과시켜 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자원봉사자&후원회원의 밤’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 

김 부회장은 이번 행사는 후원금을 걷는 목적을 내포한 자리

가 아니라, 그저 지난 수 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의료봉사단에 참여해준 분들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한 자리라고 

전했다. 

“사실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모여서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축제의 개념으로 행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

번 같은 분들이 아닌 다양한 분들이 시간 날 때 오셔서 봉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한 데 모으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꾸준한 도움을 주시면서 수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자’라는 의미의 행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묵묵히,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하고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에서 꾸준히 참여

하고 계신 개별 자원봉사자 및 봉사활동 단체를 대상으로 그 공

적을 치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개별 후원자 및 의약품, 의료소모품을 보내주

시는 기업과 단체 등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이로

써 많은 분들이 향후 더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

길 바랍니다.” 

덧붙여 김 부회장은 자원봉사자와 후원회원이 한자리에 모

여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소통하고 화합

하는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올해 처음으로 자원봉사자와 후원회원들을 위한 자리를 마

련한 김 부회장.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 김 부회장은 이번 행

사를 통해 앞으로 더 발전하는 의료봉사단이 되길 바라는 마음

을 내비쳤다.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 10년 이상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간에는 봉사만 열심히 하며 시간을 보

냈지만, 이제는 열심히 봉사를 해주신 분들을 챙기는 자리도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더욱 챙김으로써 그들도 

더욱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서로가 

더욱 봉사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어 앞으로 의료봉사단 단장으로써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중국동포에 대한 무료진

료 등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대상을 특화해서 쭉 이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

니다. 물론, 보다 다양한 대상에게 봉사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달에 한번 쪽방촌에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

고 신장이 안 좋은 외국인에게는 무료 투석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해외의료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아쉬운 점들은 향후 하

나씩 보완해나가고 싶습니다. 우선 의료봉사단이 진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클리닉을 제대로 꾸리고 싶습니다. 엑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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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경우, 지금은 차가 오면 그 안에서 촬영을 하는데 실제 병

원 안에서 찍는 검사 결과물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환자들의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전산화 작업이 필요하겠고, 

마지막으로는 진료실 마련입니다. 지금은 진료실 자체가 마련

되지 않아 매주 일요일마다 강당을 빌려 진료실로 개조해 사용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진료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다 

김 부회장은 이번 행사뿐 아니라 의료봉사단의 발전을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사

업, 만성신부전증 외국인근로자 진료비 지원, 노숙자 및 노약자 

나눔진료사업 외에 중단됐던 ‘법률 봉사’를 재개한 것.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에서 법률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변호사분들이 오셔서 법률문제를 상담해줍니다.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변호사와의 전문적

인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봉사인 것 같습

니다.”

또 과거에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미용봉사가 있었지만, 김 

부회장은 과감히 중단했다.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조

선족들에게 이발 및 미용 봉사는 불필요해졌기 때문. 몇 십 년 

전 만해도 열악한 상황이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봉사를 이어나가기보

다는 꼭 필요한 봉사를 계획하는 것이 어쩌면 더 합리적인 방향

이 아닐까. 이어 김 부회장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란

다는 부탁을 남겼다. 

“요새는 서울시의사회 회원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봉사하러 

많이들 오십니다. 그런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봉사를 하면 가정에도 참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여자의사회 임원분들이 거의 후원해주

고 계시고,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분들도 100% 전부 후원해주

고 계십니다.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셈이죠. 봉사단 

단장으로써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니, 액수보다도 심적으로 많

이 의지가 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분

들이 참여와 관심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기가 모아진다면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성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실무지침서를 만들다 

김 부회장이 서울시의사회에서 일하게 된 건 1년이 조금 넘

었다. 그 이전, 한국여자의사회에서 몸 담아온 경험이 있어 추

천을 받은 것. 김 부회장은 한국여자의사회에서 총무와 감사 등

으로 10년 이상 활동해오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많다고 전했다. 

그중에서도 <성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의료·법률 실무지침서

>를 만든 건 뿌듯한 일 중 하나다.

“박경아 선생님이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으로 계실 때였던 것

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활동하기로 

했죠. 그 후 MOU 체결을 맺고 어떤 봉사와 사업을 진행할까 고

민하던 중 성폭력 문제에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의사들은 법률

지식이 없고, 변호사들은 의료지식이 없으니 관련 내용을 잘 조

화시켜 책으로 엮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편집장

을 맡았죠. 책은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게 쉬운 말로 풀이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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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도 넣어 이해를 도왔습니다. 당시 협력도 잘 됐고, 책도 잘 나와 

기뻤습니다.”

당시에는 사회적 이슈였던 성폭력 사건들이 많았다. 한국여자

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협력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일종의 

매뉴얼을 제시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깊다. 이에 김 부회장은 지

침서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길 잘했다! 

대치동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부회장은 부친의 영향

으로 소아청소년과를 택했다. 어린 시절 건물 1층에는 부친의 

소아과가 있었고, 그 바로 위층이 가족들의 살림집이었다. 매일 

병원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야 하니, 소아과는 김 부회장에게 매

우 친숙하게 다가왔다. 

“저는 사실 의대보다는 법대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과

에 지원했는데 산부인과의사셨던 어머니가 저를 한 달 동안 설

득하셔서 결국 이과에 가게 됐고,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소아청

소년과를 택한 건 홍창의 교수님과 문형로 교수님을 존경했고, 

또 소아청소년과의사이셨던 아버지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아버지는 이북에서 내려와 

소아과의사로 지내셨습니다. 당시 장티푸스로 생명이 위태로운 

아이를 살리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소아과의사는 ‘감동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살린 그 아이는 

일신기독병원 원장님이 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소아과의

사가 어린 환자를 잘 치료하면 나중에 그 아이가 대통령이 될 수

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소아과 레지던트 1년 

차 때, 강남시립병원으로 파견을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휴일이었는데 이상하게 병원에 나가고 싶어서 갔죠. 마침 뇌염

환자가 병원을 찾았는데, 뇌염은 치료를 잘못하면 죽거나 후유

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살뜰히 환자를 보살폈어요. 다행히 환자

는 말끔히 나았습니다. 얼마나 보람차던지…. 

어른은 남은 생이 짧지만, 어린아이일수록 남은 생이 깁니

다.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 잘 케어해주지 못하면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 긴 세월이 힘들어지죠. 아이의 먼 미래가 소

아청소년과의사에게 달려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잘 치료

하고 돌봐줘서 아이의 병이 깨끗이 나으면 정말 뿌듯해요.”

이어 김 부회장은 법조인인 남편과 딸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의사하길 잘 했다’고 느낀단다. 

“가령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의 편에만 서서 변호를 하잖아

요. 또 항상 원고나 피고, 이런 식으로 다른 편이 생깁니다. 그러

나 의사는 환자를 무조건 좋게만 해주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

습니다. 누구든 평등하게 보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의사

는 인간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 

39년을 의사로 살아온 김 부회장은 의사라는 이름으로 수많

은 활동을 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을 터다. ‘인생철학이 

있나’라는 질문에 김 부회장은 자신의 원장실 천장에 그려진 하

늘처럼 맑고 푸른 미소를 띠며 답을 내놨다. 

“저는 주어진 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대치동에서 

병원을 하다 보면 공부로 인해 우울해하는 아이들을 많이 봐요. 

그럴 때면 남에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잘 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말입

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 때 감사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잘 

대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서울시의사회의 의료봉사단 단장으로써 어떤 모습

을 보여줄지 김 부회장의 미래가 사뭇 기대된다. 부디 더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단체가 되길 바

라본다.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후원문의 02-2676-9030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0-03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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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훈 제20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3)

“대전협은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항상	이슈를	선도해야	합니다”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은 의료계 문제에 대해 언제나 날카

롭고 거침없다. 그러나 이와 조금 상반되

게 평소에는 물 흐르듯 유연한 삶을 추구

한다. 1만 7천 명의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

전협 회장으로서, 실제 병원에서 수련하

는 한 명의 젊은 전공의로서 그가 깨닫고 

느낀 바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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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들이 이끄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대전협은 1만 7천 명의 전공의들

이 모인 단체다. 전공의들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하며 달려온 시

간이 어느덧 20년째, 올해는 기동훈 전공의가 제20기 회장이 됐

다. 기 회장은 과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19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아 일한 바 있다. 

“그동안 전대 회장님들 및 이하 집행부 선생님들이 많은 노

력을 해주셔서 여러 성과를 얻었습니다. 때때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의료계에서 대전협은 젊은 의사들이 모인 만큼 진

취적이고 개방적이며, 이슈를 선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솔직하게 의견을 이야기하다 보면 현

역에서 활동하는 선배님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후배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의

료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동영상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대전협은 SNS 홍보를 잘하

기로 유명하다. SNS 상의 ‘좋아요’ 숫자 또한 의료계 단체 중 가

장 많다. 이는 젊은 세대가 가진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그는 젊은 세대만이 할 수 있는 점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

이다. 그 일환으로 의료채널을 다각화하여 소통을 강화할 것이

라고 전했다.

무관심에서 눈을 뜬 순간 

기 회장은 의대시절 학생회 활동을 했다거나 과대표를 맡아

본 적이 없다. 대외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 없는 소위 ‘노는 걸 즐

기는 의대생’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마음을 단번에 변화시킨 

사건이 찾아왔다.

“강릉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도

소라는 장소 자체가 조금 이질적이라 저를 포함한 동료들이 꽤 

힘들어했죠. 그러다 1년 차 말 경, 신종플루가 터졌습니다. 신종

플루라는 질병은 우리나라 의료 방역 문제에 한 획을 그었던 아

주 역사적인 사건이죠. 당시 저는 일선에서 국가방역체계가 제

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경험했습니다.”

기 회장을 포함한 공중보건의들은 수 천 명의 예진환자들

을 돌봤다. 백신이 확보되지 않았기에 일반 독감 예방접종을 한 

후, 다시 한 달이 지난 다음 신종플루 접종을 해야 했다. 끝도 없

이 밀려오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 외에 온갖 궂은일을 다 했음에

도 불구하고 마스크 하나 지원되지 않았던 현실…. 그런 문제들

을 온몸으로 겪으며 기 회장은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결심했다. 그렇게 대한공중보건의사

협의회(이하 대공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1만 7천 명 전공의들의 대표가 되다 

기 회장은 대공협에서 법제이사로 1년, 최연소 회장으로 1년

을 보냈다. 임기동안 공보의특별법을 발의하는 하는 등 누구보

다 정책 운동에 힘써왔다. 그런 그가 이제는 1만 7천 명의 전공

의들을 대표하는 대전협 회장이 됐다. 그가 품은 각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돌아보면 처음에는 열정이 가득해 멋모르고 활동했던 것 같

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어떠한 단체의 대표직은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 리더는 같이 일하

는 이들을 잘 이끌어야 하는 입장이죠. 따라서 제20기 집행부에

서 같이 일해주시는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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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돕고 싶습니다. 책임을 지는 역할은 제가 맡을 거고요. 모두 

개성이 뛰어나시고 똑똑한 분들이니 목표하는 영역이 있다면 크

게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기 회장은 처음 대전협으로 자신을 이끌어준 송명제 전 

회장과 故 김일호 전 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제가 대공협 회장 시절 부회장을 맡아주셨던 조영대 선생님

께서 어느 날 ‘대전협에서 함께 일해보자’라는 말을 해주셨습니

다. 그 후 송명제 전 회장님께서도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로 인

해 대전협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송 전 회장님이 18, 19기를 

맡아주셨고 제가 20기 회장이 되었죠. 모두 아시다시피 송 전 

회장님은 워낙에 일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고 싶지 

않고, 그분이 일궈놓은 것들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더 발전시키

기 위해 잘 해야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또 故 김일호 전 회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친했고, 좋아했

던 형님입니다. 형님이 회장 직을 맡았던 시기에는 젊은 의사들

이 참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형님은 PA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리셨던 분이기도 하죠. 제가 아꼈고, 저를 아껴

주셨던 형님의 자리를  맡게 되어 더욱 책임감을 느낍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 

회장 선거 당시 기 회장의 캐치프레이즈는 ‘함께하는 변화’였

다. 또 수련교육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

세우기도 했다. 1년이라는 임기 동안 그가 얼마만큼의 활약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전공의 수련병원 

평가 설문조사’입니다. 이미 진행됐는데, 역대 최고 응답률을 기

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퍼센티지(%)가 높아지면 표본의 신뢰가 

높아지죠. 때문에 외부에서도 더 신뢰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결과는 정리를 더 거친 다음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내

과 수련단축’과 관련해서 내과 전공의가 원하는 ‘Hospitalist(호

스피탈리스트)’는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 

안에서 젊은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같아 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 요구’에 관하여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수련병원은 국가로

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련병원의 경우, 병원

이기도 하지만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재정적 혜택이 

없다면 세금 혜택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관련 법규

를 검토 중이고, 준비 중입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면서 계속 두

드리다 보면 문은 언젠가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기 회장은 ‘수련의 질 향상’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

였다. 

“전공의특별법의 통과로 근로시간이 120시간에서 88시간으

로 줄긴 했으나, 이제는 단순히 시간단축보다는 수련의 질에 대

해 이야기해야 할 시점입니다.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수련의죠. 

과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느냐는 

다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과거에 비해 배울 기회가 줄어든 것 같

다고 느낍니다. 이는 전문의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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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후배들과 선배님들에게 바라는 점 

어떤 일이든 혼자만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 특히나 무

거운 책임이 따르는 자리는 더더욱.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

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로소 원하는 바를 이뤄나갈 수 있다. 

기 회장 역시 이를 간과하지 않는다. 

“젊은 의사들이 대외적인 일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랍니다. 

실제로 제 또래 의사들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의 일이 바빠 대외적인 일까지는 못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스스로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니, 

앞으로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줄면 바깥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뜻을 함께 하

고 목소리를 내줄 동료들의 수가 늘어날 거라 예상합니다. 

의료계 선배님들과는 적절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의견이 조

금 다르더라도 어쨌든 의료계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

합니다. 이미 다른 분야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대외적인 일에 많

이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만약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젊은 의사들도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

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선배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사회에서도 전공의를 불러 대화를 

늘리고, 정규의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

니다. 이제는 의료계에도 젊은 피 수혈이 필요하고, 젊은 세대

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배님들

께서 후배들을 더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명의 전공의로서의 삶 

울산이 고향인 기 회장은 어린 시절, 의사를 꿈꿔본 적이 없

다. 부친께서 오랫동안 자동차 만드는 일을 하셔서 그 영향을 받

아 부친과 비슷한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자동차의 부품이나 디

자인 등 기계 쪽에 제법 관심이 많았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의 ‘서울에서는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경

험해보고 오라’는 말을 듣고 수시 1차를 썼다. 그런데, 덜컥 붙

고 말았다. 

“의사가 된 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은 그저 면

접을 미리 경험해보라는 취지셨는데, 그 길로 의대에 진학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아주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

공은 응급의학과인데 과 특성상 응급환자를 많이 봅니다. 급박

하고 분주한 상황이 많다 보니 아무런 생각 없이 몇 시간 동안 

집중하며 환자를 볼 수 있어서 좋고, 그런 점이 저와 잘 맞습니

다. 또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느

끼고요. 환자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물 흐르듯, 비겁하지 않게 

기 회장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논할 때 흔들림 없이 또렷

한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아주 탄탄한 계획과 굳건한 마

음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질문

하니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줄을 탁 놓듯 대답했다. 

“사실 무언가를 많이 생각하는 편이 아니라 향후 삶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어요. 다만 물 흐르듯이 가고 싶네요. 제가 생각

하는 것들이 사회적 규범에 유배되지 않으면 그냥 솔직하게 제 

주장을 펼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가령 ‘돈을 많

이 벌겠어!’와 같은 욕심은 없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아도 의사로

서의 전문성이 있으니 그걸로 만족해요. 너무 현실적인가요? 

저는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

다. 그러다가 다른 길이 열리면 그 길로 가게 되겠죠. 미래에 제

가 하고자 하는 일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비겁하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그는 ‘비겁하지 않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나중에 가정

을 이루고 나이가 들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하고 되물었다. 하

지만 지금까지 그의 행보를 본다면 그가 변할 일은 아마 없을 듯

하다. 앞으로 전공의들의 대표로서, 수련에 정진하는 한 명의 

전공의로서 물 흐르듯 유려하게 흘러갈 그의 삶을 기대해본다. 

의료계 발전을 위한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의사들에게도 

다양한 참여의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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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고 건조한 날씨로부터 
당신의 피부를 지켜라

기온이 점점 내려가는 이맘때부터 아마 당신의 피부는 ‘건

조함’에 시달릴 것이다. 가려움증·각질·홍조 등으로 종종 

골머리를 앓을지도 모른다. 그중에서도 피부건조증은 초겨

울을 대표하는 피부질환 중 하나다. 특히나 아토피 피부염

은 외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 초겨울이 되면 증상이 악화

될 수도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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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질이 일어나고, 붉고, 당긴다면…

피부건조증을 의심하라 

피부는 차가운 날씨에 노출되다 보면 면역력이 낮아지고 더욱 

민감해진다. 그러다가 서서히  건조한 피부로 변해 가는데 이는 

결국 피부의 갈라짐, 가려움증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특히나 초겨울부터 이와 같은 환자들이 늘어난다. 일반

적으로 피부건조증은 피부 수분이 10%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그 증상으로는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렵고 화끈거리고, 마치 비

늘 같은 각질이 생기는 것이다. 

단순히 ‘날이 추워 건조할 뿐이야’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피부

건조증이 심해지면 각질이나 주름이 생기기 쉽고, 피부를 더욱 

예민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또 더욱 위험한 점은 건조성습

진이나 노인성습진,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건조성피부염을 발생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부건조증을 막기 위해서는 

‘수분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하루에 물은 8잔씩 마시는 것이 좋

고, 난방기의 과도한 사용은 줄여야 한다. 또한 샤워나 목욕을 

자주 해서는 안 되고, 샤워나 목욕 후에는 꼭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해야 한다. 

추워지면 더욱 조심해야…

겨울 불청객, 아토피피부염 

아토피피부염은 피부에 발생하는 만성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

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보편적으로 가족 중에 천

식, 비염 등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아토피피부염이 발

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식품이나 집먼지진드기 등과 같은 

알레르겐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급격한 온도와 습도 변화로 인

해 악화되어 초겨울에는 피부의 면역력과 보습력이 떨어져 아

토피피부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늘어난다. 또 땀이나 침, 꽉 

끼거나 거친 재질의 옷, 피부를 문지르거나 긁는 것, 스트레스, 

세균 감염 등도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킨다. 

아토피 증상

아토피피부염은 대부분 소아에서 증상이 시작된다. 아토피가 

피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토피피부염이고, 호흡기 증상

으로 나타나는 것은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①다양한 피부증상

-급성기에는 붉은 반점이 발생하고, 가려워서 긁으면 피부가 

갈라지게 된다. 

-2차적으로 세균에 감염되면 진물이 흐르기도 한다. 

-만성으로 진행되면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면서 두꺼워지고 피

부주름이 뚜렷해진다(태선화). 

②연령에 따라 다른 발생부위

-아토피피부염의 피부소견은 나이에 따라 특징적인 모양과 분

포를 보인다. 

-생후 2세 이전에는 주로 얼굴에 발생하며, 2세 이후에는 주로 

팔과 다리가 접히는 부위에 발생한다. 또 12세 이후에는 주로 

이마, 목, 손목, 발목에 건조증과 태선화가 나타난다. 

-성장함에 따라 피부 증상 부위가 바뀌고, 좋다 나빠졌다 하면

서 다른 부위에 생기기도 한다.

아토피 진단 

아토피피부염은 아래 증상들 중 하나 이상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다.

-가려움 

-특징적인 부위와 발진모양 

-가족 중 알레르기 질환 

-피부건조증, 빈번한 피부감염, 유두습진, 두드러진 손금, 눈 

주위 색소침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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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치료

①세 가지 치료 원칙

-회피요법, 피부보습, 약물치료

②환경 관리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피하려면 철저한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 

적절한 실내온도(18~21℃)와 습도(40~60%)를 유지하고 손톱

은 짧게 깎는다. 그리고 집안에서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 것이 

좋다. 무분별한 식품 제한은 영양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

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후, 원인 식품만을 제한해야 한다. 

③옷 관리

옷은 깔끔하게 세탁하고 세제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여러 번 헹

구는 것이 좋다. 꽉 끼는 옷보다는 약간 헐렁한 옷을 추천한다. 

또 환자가 입는 옷이나 환자의 피부와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수건, 베개와 이불 커버 등은 모두 면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④집먼지진드기 관리

집먼지진드기는 주로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므로 실내 습도를 

40~50%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집먼지진드기의 서식

처인 카펫, 침대 매트리스, 천으로 된 소파, 커튼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침구류, 옷 등은 1~2주에 한 번 55℃ 이상

의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하며, 세탁이 어려운 침구류는 집먼지

진드기 항원이 통과되지 않는 특수 커버로 싸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동물의 털이나 비듬, 곰팡이, 바퀴벌레 등이 피부에 자극을 

주는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⑤식사 관리

전문가에게 검사를 받은 후에 식품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아토

피피부염과 연관된 주요 식품으로는 달걀, 우유, 콩, 땅콩, 밀, 

생선 등이 있다. 무분별하게 식품을 제한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지 않으므로 반드시 알레르기 전문의의 진료와 검사를 받아

야 한다. 

⑥피부 관리

환자들은 피부장벽 이상으로 수분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부

분 피부가 건조하다. 피부를 항상 청결하고 촉촉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적절한 목욕과 보습제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목욕은 샤

워나 욕조를 이용하여 미지근한 물로 하고, 비누는 약산성 보습 

비누를 적절하게 이용한다. 그리고 보습제는 목욕 후 3분 이내

에 바르고 평소에도 하루 3회 이상 발라주면 좋다. 아토피피부

염의 악화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 보습과 청결유지

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피부 관리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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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약물치료

아토피피부염은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므로 스테로이드제를 

치료에 사용한다. 약한 스테로이드제는 비교적 안전하므로 무

조건 사용을 피하려 하지말고, 전문의의 처방대로 올바르게 사

용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항히스타민제

와 2차 세균감염에 대한 항생제 등을 사용한다.  

겨우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보습 및 피부관리에 신경 쓰자 

①올바른 목욕하기 

피부에 수분을 주는 공급원인 목욕은 매일 미지근한 물로 20분 

이내로 한다. 목욕을 너무 자주 시행하거나, 목욕시간이 길어질 

경우 피부의 자연 보습인자와 수용성 지질을 씻어내어 피부장

벽 기능이 악화된다. 5~20분간의 적당한 목욕은 피부에 수분을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피부에 묻어 있는 여러 가지 자극성 물질, 

땀, 항원, 세균 등을 씻어 낸다. 

②올바른 보습하기 

보습제는 하루에 2번 이상, 목욕 후에는 3분 이내에 바른다. 목

욕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를 통한 수분 소실이 증가되

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부건조가 악화될 수 있으니, 목욕 후에는 

최대한 빨리 보습제를 발라야 한다. 보습제의 효과는 하루에 한

두 번 정도로는 유지되지 않으므로 하루 2회 이상 바르는 것이 

좋다.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6시간마다 한 번씩 바르는 것이 예

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보습제는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느 회사의 어떠한 제품

을 선택하느냐보다는 자신의 피부에 발랐을 때 자극이 덜하고 

다른 피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무

향·무취의 저자극성 제품이 바람직하다. 

③올바른 온도·유지하기 

기온이나 습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환경은 피부에 자극을 준다. 

또 온도나 습도의 급격한 변화 역시 피부가 즉각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트린다. 따라서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토피피부염의 악화를 막기 위

해 꼭 필요하다. 

④올바른 치료하기 

자신의 피부상태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늘 피부 상태를 주

시해야 하며, 문제가 생길 시에는 즉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가령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움증이 자주 생기는데 그 원인

이 피부염증이라면 국소용 스테로이드제를, 특정 알레르겐 소

양증이 원인인 경우에는 항원의 제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 

건조함에서 오는 가려움증이라면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해야 한

다. 이렇듯 다른 증상들 또한 다양한 원인에 근거하여 치료 방침

을 세워야 한다. 도움말｜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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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따끔따끔

안구건조증 물리치기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눈은 특별히 소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시각을 통해서 대부분의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하지만 녹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빌딩 숲은 물론 버릇처럼 보는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항상 피곤에 

지쳐있는 현대인의 눈이 흔히 갖게 되는 질병이 안구건조증이다. 

서울부산 밝은세상안과에서는 이러한 안구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아이 아쿠아 케어’를 시행하고 있다. 이종호 대표원장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정피로(Eye strain)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안구

건조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도움말 | 서울부산 밝은세상안과 대표원장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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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안구건조증(건성안)은 눈물 자체 또는 눈물의 한 가지 성분이 부족하거나 눈물막이 과

도하게 증발해 안구 표면에 충분한 윤활 작용을 하지 못하여 건조해져, 이로 인하여 눈

의 불쾌감 및 자극 증상이 유발되는 질환입니다.

원인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크게 수성눈물의 생성이 부족하거나 눈물막이 증발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수성눈물의 생성 부족을 유발하는 관련 질환은 크게 쇼그렌증후군과 

비쇼그렌증후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쇼그렌증후군은 눈물샘과 침샘 등을 침법하는 자가면역질환(만성염증)으로 중년 여성

에게서 흔히 일어나며 심한 안구건조증 및 구강건조증을 유발합니다.

비쇼그렌증후군에는 눈물샘질환과 눈물관의 폐쇄, 반사눈물의 감소를 일으키는 질환들

이 포함됩니다. 

눈물막의 증발을 증가시키는 질환으로는 눈물 중 지방성분이 결핍되어 증발을 막지 못

하는 경우와 눈꺼풀의 이상으로 안구표면이 노출되는 경우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알레르기, 단순포진과 같은 감염, 종양, 외상, 당뇨병과 같은 전신질환, 콘택

트렌즈의 착용 등 각막지각의 저하를 일으키는 모든 질환들은 반사눈물의 감소를 야기

시켜 안구건조증을 유발합니다.

증상

증상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눈의 뻑뻑함과 함께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침침하다

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눗물이 들어간 듯 찌르듯이 

화끈거릴 때도 있고, 모래알이 구르는 이물감이나 가려움

증을 호소하기도 하며, 눈꺼풀이 무거운 느낌, 눈부심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서는 눈물의 반사적 분비

로 인해 오히려 눈물이 쏟아지듯이 많이 흐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개 오후나 밤, 건조한 계절과 습도가 낮

은 실내에서 심해집니다.

진단

특수하게 제작된 검사지를 아래 가쪽 결막주머니에 5분 동

안 삽입하여 검사지가 적셔지는 정도가 10mm이하일 경우 

안구건조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 염색약을 이

용하여 눈물이 얼마나 빨리 증발하는지 판단하는 눈물막파

괴 검사와 안구 표면의 상피세포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안검

염 예방, 전신적 악화

인자 개선, 충분한 영

양분 공급으로 예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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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본적으로 안구표면의 염증 치료와 인공눈물 투여를 시행합니다. 안검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안검염 치료와 눈꺼풀위생 치료를 병행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눈물

점마개나 수술을 이용한 눈물관폐쇄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방

-안검염 예방: 안검염은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므로 평소 눈

꺼풀 위생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방해야 합니다. 5~10분 정도 따뜻한 물수건으로 온

찜질을 하거나, 베이비 샴푸를 희석하여 속눈썹이 난 부분에 약간 힘을 주어 닦은 

후 다시 따뜻한 물로 세척하는 방법 등을 통해 마이봄선의 내용물을 배출시키고 청

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신적 악화인자 개선: 과로나 과음, 스트레스로 인해서 안구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으며 몸이 피곤할 경우에도 눈물 분비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경구용피임약이 안구건조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눈물 분비를 억제할 수 있는 약물 사용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영양분 공급: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안구건조증 뿐만 아니라 결막염, 시력감퇴, 야

맹증 등 각종 안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냉이, 호박, 토마토, 사과, 

부추, 당근, 파슬리 등의 푸른 잎채소와 동물의 간과 달걀의 노른자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순무, 시금치, 호박 등의 녹황색 야채에 들어 있는 카로틴은 몸 속에

서 비타민A로 전환됩니다. 또한 오메가3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윤활 작용을 하며 눈

물을 구성하는 지방층의 구성에 도움을 주어 안구건조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참

치, 정어리 같은 생선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이 아쿠아 케어 
서울부산	밝은세상안과에서는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해	아이	아쿠아	케어	프로그

램을	추천했다.	이종호	대표원장은	‘안구건조증	외에도	눈의	통증,	피로,	안과수

술	후	관리,	안검염,	장시간	렌즈착용,	노안	등	다양한	눈의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라고	밝혔다.

아이	아쿠아	케어는	3단계	안구	집중	케어로	진행된다.	먼저	눈이	건조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눈물성분의	불균형	여부,	눈의	구조적	문제,	외부적	요인	등을	면

밀히	체크한	후	안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추가검사	진행	여부	및	관리	방향을	

결정한다.

온열	마사지	요법(Thermal	Massage	Therapy	for	Treatment	of	Dry	Eye	

Syndrome)으로	눈가	주변에	온열	및	진동을	통해	마이봄선	폐쇄를	완화시켜	안

구건조증	증상을	호전시킨다.	또한	눈꺼풀	청소	등의	1:1	전문	아쿠아	케어와	함

께	맞춤형	안약,	복용약,	항염증치료,	누관폐쇄술,	적외선	치료	등의	전문적인	치

료를	통해	증상을	집중	치료한다.	

아이 아쿠아 케어는 

안구건조증 외에도 

눈의 통증, 피로, 안

과수술 후 관리 등 다

양한 눈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

법입니다. 

▲아이 아쿠아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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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절기에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급격한 기온과 습도의 변화로 인하여 안구건조증상이 발생되고 이것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콘택트렌즈 착용과 안구건조증은 연관이 있나요?

 콘택트렌즈는 눈물의 증발을 증가시켜 눈을 건조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 시 각막의 지각예

민도를 저하시켜 반사성 눈물 분비와 안구표면의 정상적인 항상성의 균형을 파괴하여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

습니다.

 연령별 환자 발생빈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노화로 인하여 눈꺼풀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말릴 경우, 눈물 배출 지연이 일어나 염증 물질이 눈물관을 통해 잘 빠져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

이 장기간 일어나면 염증 노출로 인한 안구표면 상피에 손상이 생겨 안구건조증이 발생내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술은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나요?

 모든 안과적 수술은 갑작스런 안구 표면의 변화를 일으켜 안구건조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서도 라식수술은 각막간질을 절개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각막 내 신경을 손상시켜 신경 자극 피드백에 의한 눈

물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백내장이나 라섹수술도 라식만큼 심한 안구건조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인공눈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우선 인공눈물은 보존제가 들어 있는 것과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짜눈물과 성분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제조되어 장기간 사용하여도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인공눈물을 점안할 때 눈

이 따가운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람마다 눈물의 산성도가 달라 사용하는 인공눈물의 산성도가 본인과 다르기때문

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 경우 자신에게 맞는 인공눈물을 찾아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보존제가 함유된 인공눈물을 장기간 사용할 때는 보존제에 의한 알러지나 독성 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하루 6회 이상은 점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 점안이 필요하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보존제가 함유되

지 않은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안구건조증이 완치되지 않는다면 평소에도 인공눈물을 꾸준

히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공눈물의 1일 적절투여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환자의 증상에 따라 보존제가 함유된 인공눈물은 1회에서 6회까지, 보존제가 함유되지 않은 것은 1회에서 10회까

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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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는 오랜 역사를 바탕, 
회원들의 참여로 나아가는 의사회입니다”

김재왕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김재왕 경상북도의사회 회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경상북도의사회에 애정을 갖고 

회원들의 단합과 참여에 감사하고 있다.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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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리더로의 자부심과 각오

서울시의사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지면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직능단체로서 의사회의 중요한 일은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

의 진료권을 지켜내어 좋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

각합니다. 현재 정부와 의사회 간의 대화와 파트너십은 원활하

지 못한 상태입니다.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진료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 최하위 수준의 의료수가로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이야기가 시사하듯 환자들은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

니다. 또한 원격진료, 의료영리화와 같은 의료를 산업으로 연결

하려는 시도들로 인해 본질이 왜곡되고 의사들이 교과서적 진

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의사 제도 

또한 의료를 양분화시켜 선진국과 같이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

념할 수 있는 여건이 자꾸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어 쏟아져 나오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에 의사들은 

반발하여 상당 부분 지쳐 있기도 하고 냉소적이 되어 이것이 의

사회의 분열과 참여저조로 이어지거나 반정부의 강성기조로 흐

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국가는 물론 의사회에게도 불

행한 일이며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서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머

리를 맞대고 연구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절실합니다.

다행히 우리 경상북도의사회원들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

구하고 진료실을 지키며 열심히 진료하고 정책적 제안이나 의사회

의 일에 적극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주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기 동안 회원들의 마음에 담긴 국가와 환자를 위한 좋은 

의료환경이 의사들을 위한 이기적 주장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정부에 알리고 의료환경을 선진화하기 위

해 계속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의사회 만의 특징

원래 대구와 경북은 한 뿌리였습니다. 우리 경북은 서울·평

양과 함께 근대의학 교육의 산실이었습니다. 의과대학의 역사

가 깊은 만큼 의료기관의 역사가 길고 의사회의 역사 또한 어느 

지역보다도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상북도의사회는 전통이 깊고 잘 짜여 있으며 조

금은 보수적이라 할 만큼 선후배 간의 정과 위계질서가 어느 지

역보다 강합니다. 의료환경 역시 보수적이므로 상업적인 의료

나 원칙을 벗어난 행위가 있다면 저절로 통제받는 환경입니다.

은연중에 회원들은 이러한 전통과 풍토에 대한 자부심을 갖

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 있는 동산의료원은 1899년 제중원이

란 이름의 서구식 진료소를 세우는 데서 시작되었고 안동의 성

소병원, 안동의료원은 모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대구·

경북 최초로 서양 의술을 펼친 의료기관들입니다. 1910년 현재 

경북대학교병원인 자혜의원이 통감부에 의해 설립되고 근대식 

의학교육과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100년이 넘는 의료의 

역사가 바로 경상북도의사회의 자랑이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빛나는 전통과 함께 선비정신이라 하는 ‘경북의 혼’

이 경상북도의사회에도 깃들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열릴 때마다, 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움츠리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는 정신은 경북의 자랑이

며 의사회의 회무에서도 이러한 솔선수범의 정신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모범지부 표창 

경상북도의사의 날

사회공헌활동 골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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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만의 자랑거리

 너무나 많은 것이 있기에 어떤 것을 자랑해야 하는지 걱정

이 될 정도입니다. 우선 매년 개최하고 있는 1박 2일의 ‘경상북

도 의사의 날’ 행사를 들고 싶습니다. 이미 38년째 성황리에 개

최되고 있는데 회원의 참여와 열기가 남다릅니다. 

전라북도의사회와는 올해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친선교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기금마련을 위한 골프대

회에서는 매년 봉사기금 3천만 원 이상이 모금되고 있고, 국민

의 건강과 인류의 안녕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는 벌써 4년째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그 열의와 진정성을 인정받아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사하메

트레이 왕실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의 의사

가 경주 동국대에서 연수 중이며 젊은 여의사 한 분이 당뇨를 공

부하여 캄보디아의 11%를 상회하는 당뇨 유병률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의학발전에 공헌한 의학자를 발굴하기 위한 학술상과 지역

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에 기여한 회원을 위한 봉사상을 제정하

여 시상하고 있으며, 도내 각지를 방문하여 지역의 회원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회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귀담아들어 회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회의 사회적 의무는 국민의 건강권과 이를 위한 의

사의 진료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

료정책을 제안하거나 의협의 올바른 정책을 지지하는 것입니

다. 우리 경상북도의사회는 선도적이고도 단합된 힘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자랑거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사회를 이끄는 노하우

경상북도는 전국의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넓습니다. 시군

의사회의 각종 행사를 소화하기에도 벅찰 수가 있어 자칫 회원

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안

이나 의료와 관계된 이슈에 회원을 대변하는 적합한 의견을 발

표하는 것은 회원들을 하나로 묶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이것은 회원에 대한 도리이

며 전문 직역단체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여 공보팀을 만들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사회장들과의 소통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저희 집행부는 시군회장단이 참석하는 확대이사회의 

기회를 대폭 늘리고 SNS를 통해서도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늘

리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행사들을 알차

게 기획하여 참여한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회

원들의 참여와 결속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회원의 참여가 점점 떨어지는 것과 반대로 지난 

한 해 경상북도의사회 각종 행사의 회원 참여율과 회비납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

니다.

경상북도의사회의 비전과 미래 전망

좋은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느 의사회나 갖는 꿈일 것입

니다.

캄보디아왕실훈장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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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변해가는 의료환경을 파

악정책으로 연결하며 회원들이 서로 단합하는 좋은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회원들의 

봉사 역량을 지속시켜 국내외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의사회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나갈 것입니다. 변하는 미래의 의학과 의료

환경에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나 경상북도 당국과 파트너

쉽을 강화하며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해 고민을 해가는 노력을 하

고자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의사생활

레지던트 1년 차 때 부인이 농약을 마셔 사경을 헤매던 젊은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응급처치를 하며 매달리는 남편에게 들

은 것은 소설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천사와도 같은 이 사람들이 

왜 오히려 불행을 겪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리

기로 결심은 하였으나 의식이 없고 유기인제에 의한 호흡근 마

비로 당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는 퇴원을 시켜

야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약물학책을 뒤지며 3주면 된다는 힌

트를 찾고 자동호흡기도 쓰기 힘든 그 시절에 인턴과 간호사들

과 함께 24시간 암부백을 잡으며 3주간을 버텨 기적 같은 회복

이 있었습니다. 덕분인지 그해의 베스트 닥터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부부는 지금도 가끔 연락

을 합니다.

의사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기억이겠지만 의사라는 직업

이 힘들면서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삶에 대한 철학

고등학교 때 독서를 하던 중 느낀 점이 점점 구체화된 것이

기도 합니다만 한 사람의 일생은 한 권의 소설과도 같다고 생각

합니다. 각자가 특별한 한 권의 소설이나 Bible을 쓰는 것입니

다. 어떤 주인공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상북도의사회 회원들은 모두가 좋은 주인

공이 되어 아름답고 훈훈한 소설을 적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저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우선 요즘처럼 무관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회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경상북도의사회 회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사들의 여건은 안팎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직능단체

로서 의사회의 의무는 회원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악

한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참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난국을 헤쳐 나가자면 우리 의사들이 냉철한 두뇌와 

뜨거운 가슴으로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동

료들을 사랑하고 협력하며 의사로서의 긍지와 초심을 지키며 

우리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의료봉사 결과 
김관용도지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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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회세와 알찬 조직력을 갖춘 동대문구

의사회는 의권투쟁은 물론 1회원 1취미를 위

하여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회

원의 권익과 복지를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매년 합동연수교육을 개최하는 등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발전한 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959년 출범한 동대문구의사

회는 창립 이듬해 6개 반에서 9개 반으로 반

회를 확대 개편했으며, 현재 12개 반, 213명으

로 편성되어 있다.

소통하며	단결하는

동대문구의사회

동대문구의사회 제57차 정기총회

동대문구의사회 창립 50주년 행사

✣ 창립

1959년 8월 15일 의사단체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움직임과 함께 

각 구의사회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관내에서 활동 

중이던 80여 명의 회원 중 30여 명의 뜻있는 회원들이 창립총회를 개

최하여 초대회장에 장규진 씨, 부회장에 김동길, 황진후 씨를 선출하

고 총 6개 반으로 회원을 편성하여 힘찬 출범을 하였다.

사회적 격변의 어려움 속에서도 회무에 전념을 기해 성문화된 

회칙을 마련하고 경조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자체회관 마련을 위한 

회관기금모금을 결의하여 매월 10원씩 거출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

은 오늘날 동대문구의사회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 주요사업 및 활동

공제조합 발족과 회사 발간

1968년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4월 20일 구의사회 최초로 

공제조합을 발족시켜 회원 상호 간의 자금유통과 저축의 생활화를 

위한 건설적인 사업을 추진,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

나 1973년 정부의 8·3조치(경제 사금융 사채정리 동결)로 인하여 

부득이 8월 31일 해산의 아쉬움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서 얻은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정신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동대문구의사회 문화동호회



한편 1968년 회원의 자질향상과 총화단결을 위해 회보를 발

간, 회무수행과 구의사회의 발전상을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에 

널리 알리기도 했다. 1989년에는 동대문구의사회 창립 30주년

을 맞아 30년사를 발간하고 2009년에는 50년사를 발간하였다. 

2011년에는 23대 집행부가 3년 임기를 마치면서 동대문구의사

회보를 발간하였고 2014년에는 24대 집행부가 창간호에 이어 2

번째 동대문구의사회보를 탄생시켰다.  

의권 투쟁

2000년, 의료계 사상 최대 현안인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권투

쟁이 있었다. 잘못된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저항이 극에 달

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권쟁취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3월 말부터 휴진에 돌입하기로 하자, 동대문구의사회는 비상총

회를 열고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왜곡된 의약분업 반대, 의

보수가 현실화, 심사평가원 설립 시 요양기관 실사에 보험자단

체 개입 절대 반대 등을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2001년에는 지역의사회들이 상용의약품 선정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였다. 동대문구의사회 역시 

협업정신에 입각한 목록선정을 강조하면서도, 임의조제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의 보험 재정 안정화대책과 관련해 임시총회를 열어 

원천무효화할 것을 촉구하고 의협에서 행정가처분소송과 적극

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주장했다.

2007년 2월 6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좌훈정(동대문구의

사회 보험이사) 회원은 34년 만에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갈등 구조가 더욱 악화되

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 주관으로 열린 ‘의료법 전면 개정 저

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할복하여 긴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자매결연 및 합동연수교육 

1977년 5월 6일 경희의료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간 의

학교류와 협조체제를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 이후 의학연수

교육 개최 시 경희의료원 측의 후원으로 31회째 교재 등을 제작

하여 연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모범을 보인 바 있다. 현

재까지는 합동연수교육을 매년 7월에 개최하였으며, 32년 차 

2015년도 연수교육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11월 1일로 연기하여 

개최하였다.

단체접종 근절 추진

1986년 전염병예방접종 시 단체접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접종하도록 첫 시도, 학교 등에서의 집단

순회접종 금지에 앞장섰으며 1990년에는 관내 33개 초·중·고

등학교 교장에게 서한문을 발송, 단체접종의 모순과 그에 따르

는 제반문제 등을 상세히 알림으로써 단체접종 근절에 노력해

왔다.

의료봉사활동과 사랑의 쌀 전달

동대문구의사회는 관내 영세민과 불우시설에 대하여 지속적 

무료진료사업을 펼쳐 지역주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으며, 무료

진료권도 발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동대문구의사회 50년사 출판기념회

의료법 개악 저지 전국회원 궐기대회

동대문구의사회 송년회, 사랑의 쌀 전달 및 장학사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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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성금모금에도 동참하여 수재의연금을 비롯하여 이리 

이재민구호금, 구민합동결혼축하금, 올림픽참가선수 격려금, 

르완다 난민돕기성금 등을 전달함으로써 항상 이웃과 함께하는 

의사단체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지난 1993년 충남 논산 

서울신경정신과의원 화재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위로금 

4백3만 원을 전달, 동료의 아픔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

여주었다.

2009년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따뜻한 미래로’라는 비전선포 슬로건을 걸고 회원 1인당 한 포

대씩 사랑의 쌀을 보건소장에게 전달한 후 해마다 사랑의 쌀을 

동대문구청에 전달하였다.

장학사업

2012년 제53차 정기총회(윤석완 회장)에서는 다양한 학업의 

욕구는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청소년

을 대상으로 연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장학사업을 계획하고, 

매년 회원 5만 원/이사 10만 원씩 모든 회원에게 모금을 받아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추

천으로 3명의 중학생에게 각각 매월 20만 원씩 연 240만 원(3명 

총 연간 720만 원)을 전달할 것을 2012년 송년회장에서 장안종

합사회복지관과 후원 협약서를 작성하고 2013년 1월부터 현재

까지 매월 전달하고 있다.

1회원 1취미 운동 및 동호회 활성화

회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단합을 위해 1인 1취미 갖기 운

동을 추진함으로써 회원간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취미별 

그룹회장을 두어 구 의사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동호회는 등산동호회, 골프동호회, 문화동호회

가 있으며 각 동호회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원로회 

모임, 여의사 모임이 있어 회원들은 1인 1개 이상 동호회에 동

참하고 있다. 

현황

1959년 출범한 동대문구의사회는 창립 이듬해 6개 반에서 9

개 반으로 반회를 확대 개편했으며, 이러한 반회 확대는 꾸준히 

계속돼 1983년에는 22개 반에서 26개 반으로 늘어나기도 하였

다. 이후 2006년 4월, 반원 수의 차이가 많아 도로를 기준으로 

12개 반으로 편성하여 현재 213명에 이르고 있다.

1960년 성문화된 회칙을 통과시킨 후 1970년 회칙개정을 단

행하여 부회장직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으며 1973년

에는 회장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다. 1991년에는 3

명의 부회장을 4명으로 정원하였으며 부회장 1석은 여 부회장

으로 선출키로 했다. 2003년과 2010년에 회칙을 현재에 맞게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역대 회장

구분 임기 성명

초 대~4대 1959년 8월~1966년 3월 장규진

5대 1966년 4월~1967년 3월 정진현

6~7대 1967년 5월~1970년 3월 전군준

8대 1970년 4월~1972년 3월 이성우

9대 1972년 4월~1974년 3월 권재창

10대 1974년 4월~1976년 3월 박문갑

11대 1976년 4월~1978년 2월 임세욱

12~14대 1978년 3월~1985년 2월 유성희

15대 1985년 3월~1988년 2월 박희백

16~17대 1988년 3월~1994년 2월 최대영

18~19대 1994년 3월~2000년 2월 김효린

20~21대 2000년 3월~2006년 2월 경만호

22대 2006년 3월~2009년 2월 유태욱

23~24대 2009년 3월~2015년 2월 윤석완

25대 2015년 3월~현재 허성욱

동대문구·중랑구의사회 합동 등반대회

동대문구의사회 여자의사회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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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모임의 활성화는 

구의 자랑

“동대문구의사회는 25개 구 중 처음으

로 원로모임을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으며, 여의사 모임과 문화동호

회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로회는 2003년 정기총회에서 평생 

의사회 발전에 기여한 만 60세 이상의 전·현직회원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원로로서 지혜를 모아달라는 뜻에서 결성·출범하였다. 

동대문구의사회 허성욱 회장은 동대문구의사회에 대한 자부심

이 가득했다. 만 60세 이상의 회원이 모이는 ‘원로회’는 지금도 

가장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임 중 하나다. 지난 10월 9일에

는 충남 부여 백제문화단지와 낙화암, 고란사를 답사하는 추계

모임을 개최했다. 30인승 버스를 대절하면 빈 좌석이 없을 정

도로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분기에 한 번씩 공식 모임을 갖고 있는 여의사회 모임의 경우

도 번개모임을 하면 참여율이 좋아 여의사로서의 소소한 재미

도 느낀다.

문화동호회는 오페라 관람 등을 통해 좋은 공연을 함께하며 친

목을 다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디자인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간송문화전을 관람, 호응을 얻었다. 

‘단합’은 동대문구의사회의 가장 큰 힘이라고 허 회장은 말한다.

소통과 단결이 중요하다

허 회장은 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말한다. 

소통은 서로의 오해를 없앨 뿐 아니라 모든 행정에 있어 최선

책이라고 말한다. 요양원 문제나 원격진료 문제 등도 소통의 

부재에서 온 것으로 소통은 자신의 가치를 알리고 정책을 이끌

어 내는 등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말한다. 

허 회장은 ‘언제든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한다. 항상 열린 귀로 임하겠다는 의지

에 변함이 없다. 

허 회장은 병원을 개원하면서부터 주변 의료인들의 어려운 현

실과 문제점 등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왔다. 다른 구의 좋

은 점도 항상 경청한다. 동대문구의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다. 

허 회장은 의사회의 또 다른 힘은 단합이라고 말한다. 

“의사회는 단결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 보다 상대의 목소

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전체가 같이 사는 길입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많다

허 회장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많다. 

“반상회도 활성화시켜야 하고 내년엔 동대문구의사회 홍보 책

자도 만들어야 합니다. 또 1차 의료 활성화에도 앞장서고자 합

니다. 인재발굴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허 회장은 회원이 함께하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변함없는 애

정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항상 숙제가 남아 있음을 느

낍니다. 임기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아보려고 애쓰

겠습니다.”

허 회장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1980년), 내과의사

회 검진의학회, 노인의학회 위내시경평의원 보직을 맡아왔

으며 동대문구 장안동에 허성욱내과의원(1986년)을 개원하

고 있다.

모임 활동이 활발한 

동대문구의사회

허성욱 동대문구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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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개원 22년 세계 글로벌 병원으로 우뚝

혁신	발판	삼아	새로운	역사	만들어갈	것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994년 ‘최선의 진료, 첨단의학연구,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이념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고도압축 성장을 거듭하며 

대한민국 의료계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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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 발전의 견인차 역할

미국 환태평양지역 공식 후송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미국 백악관이 지정한 환태평양지역 공식 

후송병원이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나 고위 인사들이 환태평양 

지역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이 발생하면 방문국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후 즉시 삼성서울병원으로 후송되어 필요한 치료

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미국 백악관 진료팀은 한국, 일본,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이 

추천한 20여 개 일류병원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1996년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삼성서울병원을 공식 후

송병원으로 지정했다. 그만큼 진료 성과 면에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역 의료기관과 임상경험 공유

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국내 최초로 뇌종양 내시경 레이저 

수술을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1999년 간암 초고주파 열치료 

성공 ▲2001년 소장이식 ▲2002년 생후 3개월 환아 간이식 ▲

2008년 병원간 부부 간이식, 싱글포트 복강경 신장수술 ▲2012

년 반영구 인공심장수술 ▲2013년 신장이식 후 면역관용 성공 

▲2014년 바이오 인공간 성공 ▲2015년 하이브리드 부정맥 수

술 150례 달성 ▲ 2016년 근치적 로봇 방광적출술 100례 달성 

등 수많은 최초를 쏟아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 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나누어 왔다. 

1995년 진료의뢰센터를 국내 처음으로 개설, 지역 및 중소병원

과의 협력모델을 제시한 데 이어 현재는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모

델을 가동하고 있다.

지역 의료기관이 다학제 협진 수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

록 ‘e-컨설트’와 삼성서울병원이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 교육하

는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전국의 삼성서

울병원 파트너 의료기관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삼성서울병원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새로운 도약을 향해 

다양한 특성화센터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4년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

로운 도약을 약속했다. 기존의 진료과 중심이던 병원문화를 환

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특성화센터에 기반을 

둔 의료체계를 도입했다.

암병원

삼성서울병원은 2008년 1월 국내 최초로 지상 11층, 지하 8

층, 700병상 규모의 암전문 치료 시설인 암센터를 오픈하고, 다

양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암진료를 제공해왔다. 2013년 

4월에는 보다 차별화되고 포괄적인 암전문 진료를 제공하기 위

해 암센터를 암병원으로 재출범하였다. 

가장 먼저 기존 진료체제를 환자 중심 진료프로세스로 혁신했

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방

침을 결정하는 다학제 협진을 개발하여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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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고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로봇수술, 싱글포트수술, 간

암 고주파 열치료 등 최소침습치료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

으며 환자중심 진료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심리·통증 완화·재

활치료·영양관리 등 치료과정 중 환자에게 필요한 통합진료서

비스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암치유센터를 신설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양성자치료센터

삼성서울병원은 올해부터 양성자치료를 본격 시행 중이다. 

양성자치료기 도입으로 수술에서부터 항암, 방사선치료에 현존

하는 암 치료법 풀 라인업을 완성하며 국내 암 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암 정복을 향한 세계 경쟁에서도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게 됐다.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센터는 환자맞춤 통합진료를 위해 

고도로 숙련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각 분야별 전문 치료팀을 

구성, 방사선종양학 전문의, 의학물리학자, 선량설계사, 방사선

치료사, 간호사 등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각 환자에게 맞

는 최적의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심장뇌혈관병원

2014년에는 심장질환과 뇌졸중, 혈관질환을 통합 진료하

는 심장뇌혈관병원이 공식 출범했다. 심장뇌혈관병원(Heart, 

Vascular and Stroke Institute)은 ‘튼튼한 심장, 깨끗한 혈관, 행

복한 뇌’를 슬로건으로 심장과 뇌졸중, 혈관 질환 관련 유관 진

료과가 하나로 뭉쳐 다학제 통합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산하에 심장센터와 혈관센터, 뇌졸중센터, 이미징센터, 예방

재활센터, 운영지원실 등 5개 센터, 1개의 지원실을 두고 관련 

질환의 예방과 치료, 치료 후 관리를 위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 최적화된 표준 치료법 확립, 복합중증 질환치료 시스템 

구축, 최첨단 기술과 치료법 연구, 국내외 협력관계 강화 등 4가

지 전략에 따라 모든 치료 과정이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

삼성서울병원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 기관

으로서 치료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찾

아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2004년부터 기형 등으로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

하여 지금까지 총 757명(2015년 기준)의 환자를 대상으로 ‘밝은 

얼굴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삼성물산 패션부분 ‘구호(KUHO)’와 함께 사시, 안검

하수, 의안 수술이 필요한 소아 환자들을 위하여 하트포아이

심장뇌혈관병원	다학제	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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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for Eye) 사업을 진행하여 2015년까지 313명의 환아에

게 새 빛을 찾아주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삼성서울병원은 2007년 삼성전자와 함께 고도 난

청 환자의 수술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저개발 국가에

서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

하여 이러한 어린이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심장수술을 지원하거

나 현지에서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을 2015년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출범한 의료지원단은 10여 개 진료과 

1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국내외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진료와 교육 등을 병행하며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국민에게 인정받는 병원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삼성서울병원은 고객들의 사랑을 한 몸

에 받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설립 이후 지난 22년 동안 NCSI(국

가고객만족도) 14회 1위, KCSI(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16회 1

위, KS-SQI(한국서비스품질지수) 12회 연속, 총 13회 1위, 브

랜드스타 13년 연속 병원 부문 1위에 선정되는 등 국민에게서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았다.

글로벌 의료기술 육성 위해 노력할 것

삼성서울병원은 ‘환자행복을 위한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인

류의 평생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 선도 기술 20가지를 집중 

투자해 2020년까지 삼성서울병원을 대표하는 의료기술을 만들

겠다는 각오로 한발 한발 전진해 나가고 있다. 

삼성이 반도체,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을 세계적 대표 상품

으로 성장시켰듯 의료분야에서도 이러한 20가지 중요과제를 글

로벌 의료기술로 육성할 계획이다. 

권오정 삼성서울병원 원장은 ‘안전한 병원, 진료의 질이 높

은 병원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께 신뢰받는 병

원이 되겠다’며 ‘소통을 통해 환자는 물론 전 의료계와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	

양성자	치료기	모습



Issue	&	Focus

42   SEOUL DOCTOR

해외유입 

국내 홍역 환자 발생
예방접종 기록 확인

올해도 어김없이 해외유입 국내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홍역 예방 접종률은 95% 정도이나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특히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예방접종 기준과 접종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건강을 지키도록 하자.  자료제공｜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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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 홍역 환자 발생

9월 19일 김포공항 내 일본 국적 항공사의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남성(38세)이 홍역 유전자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

로 확인되었다.

환자는 9월 7일 발열, 기침 등의 감기 증상 후 11일부터 발진이 동반되어 12일부터 14일까지 의료기관에서 격리 

및 치료를 받아 현재는 완전히 회복해 일상생활로 복귀한 상태다.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 보건소는 홍역환자가 방

문했던 의료기관(양천구 소재 이화연합소아청소년과) 내원자, 가족, 직장동료 등 총 102명을 확인하여 모니터링하

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홍역 예방접종률은 95% 이상으로 군집면역 수준이 높게 유지되어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

는 상황은 아니지만 홍역의 전염력은 매우 높으므로 산발적으로 추가 환자 발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해외유입 관련성

예방접종관리과에서는 매년 해외유입에 의한 홍역 환자가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으므로 해외여행 전 MMR 예방접

종 완료 여부 확인과 여행 후 최대 잠복기인 3주 내 발열, 발진, 기침 등의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의료

기관의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추가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므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

며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다.

국가별 환자 현황

1)WPRO Measles-Rubella Bulletin, NIID 

Mealses situation update, epidemiologic 

week 34, 2016

2)SEARO Vaccine preventable Disease 

Surveillance Bulletin, 30 June 2016

3)PAHO Measles/Rubella Weekly Bulletin, 

Vol.22, No.34, 2016

4)ECDC Measles and Rubella monitoring, 

July 2016

국내 환자 현황(2016년 9월 20일 기준)

연도별 국내 환자 현황

*해외유입: 외국에서 감염된 후 국내에서 확인된 경우

*해외유입연관: 해외유입사례에 의한 국내 2차 전파 또는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해외유입 바이러스로 구분되는 사례

*감염원 불명: 해외유입 또는 해외유입연관으로 구분될 수 없는 사례

대륙 국가 2015년 환자 수
2016년 

환자 수 기간

1)동북아시아

중국 41,217 21783 ~8.20

일본 32 82 ~9.7

몽골 1,617 3334 ~8.20

2)동남아시아

필리핀 688 44 ~8.20

인도네시아 818 142 ~6.30
1)베트남 291 26 ~8.20

싱가포르 39 71 ~8.20

말레이시아 1,302 1072 ~8.20

태국 588 426 ~6.30

3)미주지역
캐나다 83 8 ~8.27

미국 187 52 ~8.27

4)유럽

독일 2,466 164 ~6.30

이탈리아 26 432 ~6.30

영국 45 232 ~6.30

프랑스 364 58 ~6.30

스페인 911 20 ~6.30

오세아니아 1)호주 74 62 ~8.20

구분 합계 해외유입(국가명) 해외유입연관 감염원 불명 자국 내 발생

2012 2 태국 1, 말레이시아 1 - - -

2013 107 태국 2, 인도네시아 1, 필리핀 1 103 - -

2014 442 필리핀 11, 중국 5, 베트남 4, 싱가포르 1 407 14 -

2015 7 터키·불가리아·그리스 1, 중국 1, 인도네시아 1 1 3 -

2016 8 몽골 4, 인도네시아 1, 중국 1 1 1(조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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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내 환자 현황

*최근 필리핀은 B3형, 베트남은 D8형, 중국에서는 H1형이 유행 중

홍역 알아보기

병원체

Measles Virus: Paramyxoviridiae과의 Morbillivirus속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감염경로

주로 감염자의 호흡기분비물로 사람 간 전파

잠복기

평균 10~12일(최소 7일~ 최대 21일)

임상 증상

전구기: 2~4일 지속되며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 발생

*Koplik spot: 첫 번째 하구치 맞은편 구강 점막에 충혈된 작은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회백색의 모래알 크기의 작

은 반점으로 발진 1~2일 전에 나타나 발진 발생 후 1~2일 이내 소실

발진기: 4~8일간 지속되며 홍반성 구진상 발진이 귀 뒤에서부터 생긴 후 첫 24시간 이내에 얼굴, 목, 팔

과 몸통 상부, 2일 째에는 대퇴부, 3일째에는 발까지 퍼진 다음 발진이 나타났던 순서대로 소실

회복기: 발진이 소실되면서 색소 침착을 남기고 작은 겨 껍질 모양으로 벗겨지면서 7~10일 이내에 소실. 

손과 발은 벗겨지지 않으며 이 시기에 합병증이 잘 생김

시도 인적 정보 접종력 국적 발진 발생일 진단일 여행지역 유전자형 비고

서울 19세/남 모름 몽골 2. 10 2. 12 몽골 H1 -

서울 21세/여 미접종 한국 2. 22 2. 23 - H1 1번 접촉자

울산 22세/남 모름 몽골 3. 13 3. 14 몽골 H1 -

서울 9개월/여 모름 몽골 3. 9 3. 15 몽골 - -

부산 34세/여 모름 몽골 4. 24 4. 25 몽골 H1 -

서울 1세/여 미접종 한국 8. 21 9. 1 인도네시아 진행중 -

충남 33세/남 모름 한국 9. 8 9 .12 중국 진행중 -

서울 38세/남 모름 한국 9. 11 9. 12 - 진행중 -

-21 -20~-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최초	노출	가능일
(발진	발생	7~21일	전)

전염기

전구기 발진기

(약	4일) (약	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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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환자 검체(인후도찰물 등 호흡기 검체, 소변, 혈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유전자 검출

•혈청학적 진단: 특이 lgM 항체 양성, 회복기·급성기 lgG항체가 4배 이상 증가

치료

보존적 치료: 안정, 충분한 수분 공급, 기침, 고열에 대한 대증치료

합병증

•홍역 환자의 약 30%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합병증이 발생하며 주로 5세 미만의 소아 및 20세 이상의 성

인에게서 흔하게 발생

•설사가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약 8%에게서 발생(중이염 7%, 폐렴 6%, 급성뇌염 0.1~0.2%)

진료 시 추가 고려 사항

진료 시 비특이적 임상증상 고려(임상증상만 가지고 초기 진단이 어려운 비특이적 증상): 발열과 발진을 

보이는 환자 진료 시 최근 해외 여행력과 발진 환자 접촉력을 함께 확인하고, 홍역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의사환자로 분류하여 신고

홍역 신고 기준

의사환자: 홍역이 의심되는 발진과 동시에 3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콧물, 결막염 중 하나 이상

의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환자: 홍역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실험실적 혹은 역학적으로 홍역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람

실험실적 확진환자: 홍역 특이 IgM항체 양성/회복기 혈청에서 급성기 혈청에 비해 홍역 특이 IgG 4배 

이상 상승/검체(호흡기 검체, 혈액, 소변, 뇌척수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

이 유전자 검출

역학적 확진환자: 홍역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실험실적 확진환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홍반성	구진상	발진 Koplik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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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격리 및 병원감염관리

환자 격리: 검사 결과 확인 전 의심 단계에 격리(의심단계에서 격리하더라도 격리치료 지원비 지급)

 전염기(발진일로부터 5일까지) 1인실 또는 코호트 격리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가택 격리를 권고, 활동 제한 교육

병원감염관리

외래진료:	홍역 의심 환자는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

입원치료: 공기매개 주의(1인용 병실 사용/환자가 병실 밖으로 이동 시 수술용 마스크 착용/홍역예방접종

을 받지 않은 의료진은 홍역 환자 진료 금지)

기관종사자: MMR 2회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과거 홍역 감염력이 없는 경우, 본인과 내원객들의 감염 예방

을 위해 최소 1회 MMR 예방접종을 권장

예방접종

소아: 12~15개월 및 만 4~6세에 유행성이하선염, 풍진과 함께 2회의 MMR백신 접종

성인: 홍역에 대한 면역의 증거가 없는 성인은 적어도 1회 접종

           (특히 해외여행자 및 의료종사자는 MMR 백신을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권고)

*홍역에 대한 면역의 증거: MMR 백신 2회 접종력, 실험실적 홍역 진단, 홍역 항체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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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과거 MMR 접종 횟수 해외여행 대비 가속접종 일정 향후 MMR 접종일정

0~5개월 없음 -
권장 접종일정(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따라 

2회 접종

6~11개월 없음 1회
생후 12개월 이후 1회 재접종이 필요하며, 

2차 접종은 권장 접종일정(만 4~ 6세)에 따라 접종

12개월~만 49세

없음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 

향후 추가 접종 필요하지 않음

1회 최소 4주 간격으로 1회 접종

2회 -

연령과 MMR 접종력에 따른 접종 기준

•MMR: 홍역(Measles), 볼거리(Mumps), 풍진(Rubella) 혼합백신

•가속접종: 불가피하게 표준접종일정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면역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적

용 가능. 이전 접종과 최소 접종 간격은 4주

•과거에 홍역을 앓은 경우 접종 불필요

•만 4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자연면역이 형성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접종 불필요

•만 12세 이하 아동(국가예방접종 대상 연령)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예방접종비용 지원

•홍역 예방접종력은 접종기관이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

nip.cdc.go.kr)’를 통해 조회 가능(1985년 이후 출생자는 대부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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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개념어 사전이라고 하지만 辭典보다는 私傳에 가까운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전문적이고 설명

적인 커피 관련 지식이 범람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커피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삶과 사회를 

반추해봄으로써 알아보려 한다. 커피는 우리 삶을 지지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다.  

글 | 박우현. <커피는 원래 쓰다> 저자, 전광수커피 온라인마케팅 실장

사진｜전광수커피 하우스 

커피 개념어 사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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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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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_GRADE

커피는 기본적으로 농작물이다. 그렇기에 아라비카

종 커피도 세분해서 들어가면 다양한 종자가 존재한다. 

수확물을 거두면 종자의 특성이 잘 드러났는지, 상품성

이 있는지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긴다. 그런데 등급 산

정 기준은 커피 산지에 따라 제각각이다. 케냐 커피에

서 많이 본 AA란 말은 영국식 커피 등급 표기 방식이고 

C-B-A-AA 단계로 되어 있다. 특징은 생두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AA가 가장 높은 등급

으로 크기가 가장 크다.

반면 중남미 쪽에서는 커피 산지의 해발고도에 따

라 등급을 결정한다. 예컨대 SHB(Strictly Hard Bean), 

SHG(Strictly High Grown) 등의 등급 기준은 해발고도 

1,4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재배한 것을 말한다. 참고로 

1,200~1,400m는 HB(Hard Bean), HG(High Grown) 

등으로 표기한다.

SCAA(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f America, 

전미 스페셜티커피 협회)에서는 커피의 맛과 향에 대한 

기준치를 만들어 이른바 스페셜티커피 등급을 결정한

다. 이때 커피를 시음하는 것을 커핑(cupping)이라고 하

며 커핑을 하고 평가하는 사람을 커퍼(cupper) 또는 커

핑 저지(cupping judge)라 한다. 이들은 커피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데이터를 마련하여 커피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획득한 커피

를 스페셜티 등급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방식의 

커피 등급 분류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

커피에 등급 체계가 생긴 것은 돈 때문이다. 커피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평가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그

렇기에 아무리 품질 좋고 맛과 향이 탁월한 커피를 재

배했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객관적일 수가 없었다. 다

시 말해 비싸게 팔고 싶어도 쉽지가 않았던 것이다. 또

한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커피는 

작황 상태에 따른 생산량과 품질 차이가 발생한다. 커피

가 재화가 되면서 커피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

산량과 품질의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와 손해를 등급이

란 시스템을 마련하여 상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즉, 품질이 좋고 귀한 커피는 비싸게 팔아 수익

률을 높일 수 있게끔 분류 기준을 만들어 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 매기기는 땅과 햇빛의 반응에 자

연스럽게 응답하는 농작물 커피를 스펙으로 만들어 버

렸다. 이것은 마치 인간 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도 비슷하다. 누가 더 능력 있고 특별한 인간인지를 평

가하는 세상이 되어갈수록 커피의 등급 분류 체계도 더

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특

별함을 표현하거나 과시하기 위해 또는 남과 차별하기 

위해 특별한 등급의 커피를 찾아 소비하는 경향이 늘어

난 것이다. 자본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놓치지 않았

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소중한 커피를 마시고 서로를 

토닥이던 그런 시절은 이제 다시 오지 않으리라.

코피루왁_KOPI LUWAK

영화 <카모메식당>의 주인공 사치에는 커피를 내리

며 ‘코피루왁!’이라고 주문을 외운다. 이 장면이 공감을 

얻은 것은 코피루왁이 값비싸고 희귀한, 게다가 맛있는 

커피의 대명사로 대중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코피루왁이 발견된 배경이나 현재의 유통 과정 

실상을 알게 되면 ‘코피루왁!’은 더 이상 낭만적인 주문

이 아닐 수 있다.

커피 재배가 불가능한 유럽은 종교적으로 적대시하

던 이슬람에서 커피를 수입했다. 특히 예멘의 모카 항은 

유럽과 이슬람의 커피 교역 중심지였다. 비록 이슬람보

다 커피를 뒤늦게 먹기 시작했지만 유럽 커피 시장의 확

대 속도는 눈부셨다. 커피 교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

은 상인 계층들은 신흥 자본가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것

이 이른바 부르주아지 탄생의 순간이다.

커피로 부를 모은 이들은 더욱 큰 이익을 위한 야심 

찬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식민지 개척이었

다. 커피 생두 및 묘목의 해외 반출을 강력히 관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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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이었지만 당시 유럽에도 수많은 문익점이 있었기에 

결국 커피는 이슬람을 벗어났다.

동인도회사의 양대 축인 영국과 네덜란드. 이들은 제

국의 식민지 개척을 위한 척후병 역할을 했는데 영국은 

인도와 중국, 네덜란드는 동아시아를 공략했다. 인도네

시아를 식민지로 점령한 네덜란드는 커피 이식 대성공

을 거둔 유럽의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이 사건이 코피

루왁 탄생의 서막이었다는 걸 누가 알았겠는가.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사향고양이 즉 루왁은 난생

처음 보는 열매를 목격했다. 바로 커피나무에 탐스럽게 

열린 빨간 커피 열매였다. 칼디의 염소가 그랬듯이 사향

고양이도 덥석 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육보다 씨가 더 

큰 커피 열매는 먹잇감으로 그다지 효용은 없었다. 사향

고양이 몸속으로 들어간 커피 열매의 과육은 소화되고 

남은 씨앗은 사향고양이의 배설물을 통해 다시 세상으

로 돌아왔다.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은 가혹한 커피 노동에 시달렸

는데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커피 열매를 먹어치

우는 사향고양이를 쫓아내야 했다. 우리네 허수아비가 

참새를 쫓듯이 말이다. 그러던 중 그들이 싸놓은 배설물 

속에서 커피콩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향고양이 소화액

과 어우러진 커피는 독특한 맛을 냈고 유럽인들은 열광

했다. 하지만 유럽 귀족들에게 충분히 공급하기엔 그 양

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격이 치솟았다. 코피루왁 

신화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코피루왁은 대부분이 강제 사육당한 루왁에

서 생산된다. 명백한 동물 학대다. 아무리 돈이 최고라

지만 이건 아니다. 우리를 더욱 아연실색게 하는 건 사

향고양이가 살지 않는 인근의 나라들이 코끼리나 원숭

이, 심지어 족제비까지 잡아다 커피를 먹이고 유사 코피

루왁을 만들어 내는 현실이다. 인간의 커피 욕구와 자본

의 욕망은 달라야 한다.

▼커피의 기원:  칼디와 춤추는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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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카모메식당>으로 돌아가자. 사치에는 ‘코피루

왁!’이라고 주문을 걸며 커피를 내리지만 그녀가 잊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다. 커피를 마실 사람을 위해 정성

을 담아 내리겠다는 마음가짐이다. 커피는 사람과 사람

을 연결한다. 그러나 이 연결 이면에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커피가 개입된다면 과연 그 커피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 아니, 의미가 있을까?

구름_CLOUD

커피를 재배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 

기온, 강우량, 일조량을 비롯하여 해발고도와 토양 등 

커피 생육에 필요한 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 보통 적도

를 중심으로 북회귀선과 남회귀선 사이 지역이 이러한 

조건에 충족하기에 커피 산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곳을 커피벨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커피벨트 지

역이라 해서 커피가 다 잘 자라는 건 아니다. 낮 기온이 

알맞다 하더라도 밤에 온도가 떨어져 서리라도 내리면 

모든 걸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우량도 마찬가지다. 

연 1,400~1,600mm 정도의 빗물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내린 비를 적절하게 머금다가 배출하는 토양의 존

재 여부다. 물이 안 빠지면 식물은 썩기 때문이다.

또한 해발고도는 1,500~2,000m 정도가 되어야 한

다. 그 이유는 밤과 낮의 온도 차이로 커피 열매가 이완 

수축을 하면서 조밀도와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

기에 중요한 조건 하나가 더 있다. 높은 고도에서 강렬

한 태양빛을 받으면 식물이 타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늘이 필요하다. 그래서 커피나무 사이에 그늘

을 만들어 주는 ‘음영수(shade tree)’를 심는다. 대개 바

나나와 같은 이파리가 넓은 작물이다. 그런데 음영수 조

차 필요 없는 산지가 있다. 햇빛이 충만하다가 이쯤 되면 

됐는데, 싶은 순간에 저 하늘 어디서인가 구름이 다가와 

커다란 그늘을 선사하는 그야말로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곳 

말이다. 이런 구름 부대를 클라우드 패턴(cloud patterns)

이라 하는데 이런 환상의 산지는 그리 많진 않다.

커피 재배 조건에 다들 태양과 비, 아니면 기온을 얘

기하지만 사실은 이처럼 구름이라는 그늘이 필요하다는 

걸 잘 모른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먹구름은 피하고 싶다 생각하지만 그게 뜻대로 될 리가 

없다. 만약 우리네 삶이 빛나는 순간으로만 되어있다면 

과연 행복할까. 삶의 그늘은 때론 아픔을 주지만 휴식과 

돌아보기와 같은 성찰의 순간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인

간은 그늘을 통과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세상의 이치

는 이렇게 음양의 생극(生剋)으로 되어있고 또 그 균형

이 맞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커피와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

이슬람_ISLAM

커피의 유래를 이야기할 때 대개 아프리카 에티오피

아를 출발점으로 꼽는다. 잘 알려진 칼디의 전설(사실

은 서구에 의해 각색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배경도 에

티오피아 고원이다. 그런데 홍해를 사이에 두고 에티오

피아와 마주 보고 있는 예멘에 가보면 커피 유래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예멘이 최초로 커피를 경작했기에 예멘

이 원조라는 것. 실제로 커피는 예멘의 항구 도시 모카

를 통해 유럽에 수출되었고 당시 굉장한 호황을 누렸다. 

예멘을 기반으로 하는 또 다른 커피 유래 전설 오마르 

설은 이러한 예멘의 커피 자존심에 기인한다.

문제는 에티오피아든 예멘이든 커피의 기원에 대해 

확실한 역사적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쌀이나 보리를 비

롯한 농작물은 그 기록이나 고고학적 증거가 도처에 나

타나는데 왜 커피는 기록이 없을까. 일부 학자들은 커피

를 초기에 음용한 집단이 이슬람 수피교도들의 비밀스

러운 종교적 집회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게 

커피는 신이 내린 신비의 명약이며 커피를 통해 신께 기

도드리며 복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비밀리에 

음용했다하더라도 인류의 역사에 커피가 등장한 게 고

작 천 년 남짓이란 건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아무튼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확실한 건, 예멘을 필두

로 터키에 이르기까지 커피 문명을 먼저 이룬 쪽은 이슬

람 세력이란 점이다. 커피가 자라지 않는 유럽은 아라비

아 반도에서 커피를 사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유럽

의 대항해시대가 열리고 유럽 제국들의 식민지 경쟁이 

일어나고 식민지에 커피를 심기 시작한다. 유럽이 커피

를 스스로 조달하자 이슬람의 커피 경제는 붕괴하고 점

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유럽의 커피 식민 정

책은 인류사의 커다란 전환적 사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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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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의 왕자, 사과의 맛을 모르는 분은 없겠죠? 달콤하고도 새콤한 사과는 씹을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상

큼한 맛을 더하기 마련입니다.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라고 외우던 어린 시절 낱말 잇기 놀이가 말하듯 사과

는 세상의 모든 빨간색을 그리고 모든 맛있는 음식을 대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사과처럼 많은 이야

기를 자아낸 과일이 또 있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따먹는 죄를 범하기 시작하여 트로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하

고 백설 공주가 깨물어 먹다 가사상태에 빠지는 등등, 이야기마다 사과가 소재로 쓰이고 있어요. 윌리엄 텔이 아

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을 쏘았다던 전설도 놀랍죠. 그런 활 솜씨라면 훗날 스위스 독립을 끌어 내는 

것이 당연하지 뭐예요. 아, 뉴턴의 사과가 빠졌네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뉴턴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

다고 하잖아요. 때가 되면 떨어지는 건 복숭아도 배도 마찬가지인데 왜 하필 사과였을까요? 아마 사과는 전 세계

적으로 재배되기 때문인가 봐요. 품종만 해도 7,500개가 넘는다고 하지요. 그 밖에도 손안에 잡히는 아담한 크기

와 사랑을 상징하는 심장과 같은 모양새가 우리에게 친숙한 까닭에 사과를 자주 입에 올리는 게 아닐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과 한 쪽을 얻어먹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홍옥 몇 알이 생기면 5남매가 나눠 먹느

라 네 것이 더 크니 내 것이 더 작으니 싸움이 붙기 마련이었지요. 오늘날은 먹거리가 흔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 점차 입에 단 것이 당기지 않아서 그런지 사과가 귀하고 맛있단 생각을 잊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였어요. 사과의 다른 맛을 알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 집에 새로 온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는 

멀리 충주에서부터 일하러 온다는군요. 충주 집에는 과수원이 딸려서 2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었대요. 남편분이 

농사를 짓고는 있지만 젊었을 때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 몸이 성치가 않다는군요. 달리 취직

이 되지 않아 농부의 길을 택했다는데 이 농사일이 결코 녹록치가 않은가 봐요. 제 생각에 저 해님의 사랑과 땅의 

보필만 있으면 간간이 비가 내려와 열매는 절로 영그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대요. 사과농사를 지으면 지

을수록 가계 빚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빚을 갚기 위해 아주머니는 하는 수 없이 서울까지 와서 도우미 일을 한

다고 하니 기가 막히지 뭐예요. 지난해에 트랙터를 새로 들여놨는데 그게 거금 3,000만 원이라고 해요. 그 밖에도 

농사에 드는 비룟값, 농약값이 사과를 팔아선 충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쁜 사과가 가득 매달려도 

판로가 제대로 없다는 겁니다. 농협에서 구매해주는 건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값이라 어떨 땐 사과를 죄다 파묻

어버리고 싶도록 또 어떤 땐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리고도 싶도록 화가 치민다는데 사연을 듣고 나니 사과가 빨간 

이유가 농부의 한이 서려서 붉게 물든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나마 멀쩡한 사과는 헐값에라도 팔아넘긴다 

사과의 또 다른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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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까치가 꼭꼭 찍어 먹어 흠집이 난 물건이나 땅에 나동그라져 손상이 간 낙과, 나뭇잎에 가려져 얼룩덜룩한 사

과는 상품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잘라서 말리거나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보지만 일일이 손이 가

서 힘만 들고 도무지 돈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충주에서 우리 집까지 오려면 차를 세 번 갈아타고 거의 세 시간이 소요된다는데 양손에 사과를 들

고 또 머리에 이고 온답니다. 제가 하도 안쓰러워 돈으로 쳐 드린다고 하면 팔지도 못할 걸 주워 온 것이니 받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치시지요.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까 싶어 올 추석엔 지인들에게 사과 한 상자씩 선물했

어요. 과일이 워낙 흔한 선물이지만 이건 예사 물건이 아니라 가슴 아픈 사과라고 설명을 곁들이고 농장에서 곧바

로 딴 과실이라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유통되는 것보다 한결 신선하고 맛있다고 장담하면서 말예요. 한데 약간 속

상한 일도 겪었어요. 어떤 분이 선물 받은 사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농장으로 대뜸 전화를 했대요. 알은 굵고 잘 생

겼지만 푸석거리기만 하고 단맛이 없다고 불평을 하며 작아도 좋으니 맛있는 것으로 바꿔달라고요. 아주머니는 눈

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예전에 고추농사 지을 때의 경험에 의하면 똑같은 고추를 팔아도 한 사람은 매워서 틀렸

다, 다른 사람은 맵지 않아 나쁘다 그랬대요. 저마다의 취향을 모두 만족시킬 순 없지만 아무렇거나 농사짓는 죄인

이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야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농사가 이렇게 힘드니 모두 점차 땅을 떠나는 것이겠지요. 어

떡해서든 도시에 자리 잡고 살려고 애쓰는 이유를 이해할 것만 같아요. 

예전엔 단지 달콤하고 맛있는 게 사과였다면 이제 사과가 아픈 맛을 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

지 맛을 가져서일까요? 사과는 우리 몸에 참 이로운 과일이라고 하지요. 웨일즈에는 ‘하루에 하나씩 사과를 먹으

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는 속담도 있대요. 칼륨과 나트륨을 배출시켜 고혈압을 예방하고, 식이섬유 펙틴은 혈관 

내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며 당뇨를 막아주고, 페놀 성분이 지방축적을 막아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각종 아미노

산이 면역성을 증가시키고 노화를 방지하며, 여러 비타민은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가졌다니 얼마나 훌륭한 

과일이냔 말예요. 

어떤 땐 이 사과 농사를 생각하다 보면 잠을 못 자며 뒤척이는 날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공평하지 않고 부조리

한 것 같아서 말예요. 그러면 곁에서 남편이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묻지요. 농부가 가슴 아파 잠이 안 온다고 대답

했더니 글쎄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주머니의 사과야 먹을 수나 있지, 내 글은 무엇에 쓸모가 있어

서 날마다 애를 쓰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나는 왜 글을 쓰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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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같이 

흐르는 세월 

돌같이 살자

글｜김철규

前김철규소아과 원장
수필문학 문인, 사진 작가

얼마 전에 집에서 가까운 아차산에 올랐다. 금년에는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아 

산에 가도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지 않다. 그래도 온달과 평강공주가 노닐

었던 온달교 밑에는 물이 졸졸 흐르고 산새 소리와 매미의 울음소리는 도시 속에

서도 들리는 자연의 소리다. 흐르는 물속에서 작은 돌을 하나 꺼내보니 물과 같

이 흐르는 세월 속에 깎이고 깎여 조약돌이 되었는데 돌에는 아름다운 무늬가 새

겨져 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물과 같이 지내며 변치 않고 꿋꿋한 삶을 살아왔던

가? 돌을 주워서 다시 흐르는 물에 담가주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며 다시 물과 

하나가 된다. 이를 보니 물같이 흐르는 세월을 돌과 같이 살고 싶어진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다. 어제의 아픔도 오늘

의 아픔이었기에 물처럼 모두를 감싸주면 안아 주는 것.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

는 세월 앞에 마음은 언제나 머물러 있고 싶어진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

다 웅덩이가 있으면 고였다 다시 흙이 차면 넘쳐 천천히 길을 만들며 바다로 간

다. 내 모습이 흙탕물이든 맑은 물이든 말없이 내 갈 길만 가는 물을 바라보며 힘

들었던 지난날도 물처럼 흘러가듯 추억 속에 한 장면으로 남는다.

나는 박인희의 <세월>이란 노래를 좋아한다. 세월아, 혼자 가지 왜 사람을 데

려가느냐 하는 가사도 있다. 세월의 가는 느낌도 나이 따라 다르다고 하더니, 정

말 그런 것 같다.

세월은 물과 같은 것 같다. 결국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만든다. 천하를 얻었을지언정 결국 세월한테 뺏기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세월은 채워주는 게 아니고, 비우게 만든다는 것이다. 채우는 게 편한 게 아니

고, 비우는 게 편하지 아니한가?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고 말하면서도, 그 시간을 균등하게 쪼개어 

달을 만들고 날을 만들고 시간을 만든다. 물 같은 시간에 기계 같은 마디가 있기

를 바라는 것이다.

누가 세월을 유수와 같다 했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번쩍번쩍 지나가고, 

지나온 날을 뒤돌아보면 아쉬움만 남고, 앞을 바라보면 안타까움만이 가득하다.

흘러만 가는 강물 같은 세월 붙잡을 수 없고 이제 인생을 조금 알 만하고, 느

낄 만하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하니, 이마엔 깊은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

다. 그 주름살이 돌에 새겨진 무늬같이 느껴진다.

돌이라 하면 흔히 바둑돌을 연상하게 된다. 나는 바둑을 좋아하지만, 지금은 

허리가 좋지 않고 오래 앉아 있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아 두지 않고 있다. 바둑을 

두다 보면 돌로 만든 바둑알에 인생의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그리고 바둑 애

호가들은 바둑에 우주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도 한다. 바둑을 두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도 빠르게 지나간다. 바둑돌과 함께 세월도 흘러간다. 좀 더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았을 텐

데…. 아쉽고 안타깝지만 살아가야 할 세월이 있기에, 아직은 더 생각하고 바둑 

같은 삶이 있기에, 마지막 가는 그 날까지 멋지게 완성시키며 살아야겠다.



NOVEMBER  57

정처 없이 흘러가는 강물 같은 세월이지만 살아 있으므로 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루하루 주어진 오늘이라는 삶을 결코 한 점 헛되지 않게 바둑돌에 담아 가슴 깊이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다.

돌에 관한 일화로 ‘큰 돌과 작은 돌’이 있다.

두 청년이 옛 스승을 찾아가서 삶의 지침이 될 만한 가르침을 달라고 청하였다. 

스승은 그들에게 지나온 과거에 대하여 반성해보라고 했다. 한 청년은 남을 심하게 괴롭혔던 일을 

생각해내고 뉘우쳤다. 다른 청년은 이렇다 할 큰 잘못은 없노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스승은 먼저 청년

에게는 커다란 돌 하나를, 잘못이 별로 없다는 청년에게는 작은 돌을 한 바구니 주워오라고 시켰다. 

두 청년이 시킨 대로 각각 돌을 주워오자 스승은 다시 그 돌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오라고 하였다. 

큰 돌을 가져왔던 청년은 손쉽게 제자리를 찾았으나, 작은 돌을 한 바구니 주워온 청년은 그 돌들

이 놓였던 자리를 일일이 찾을 수 없어 도로 들고 올 수밖에 없었다.

그걸 보고 스승은 ‘잘못이란 그 돌과 같은 것이다. 큰 것은 기억할 수 있지만, 작은 잘못들은 기억

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 자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남의 눈의 대들보는 보아도 내 눈의 티끌은 보이지 못한다.’는 성서의 말처럼 자신의 잘못

이나 실수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의 것보다 객관적으로 인식되지 않을 따름

이지 그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 되어 인격의 향기를 피우려는 사람일

수록 나 자신부터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은 돌과 같지 않아야 한다. 돌과 같지 않다 

함은 융통성이 없는 딱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돌과 같아야 한다. 돌과 같다 함은 그 

심지가 변하지 않고 굳건해야 함이다.

세상엔 믿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돌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돌에게 사랑을 주는 이가 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도 사람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사람이 

먼저 사람을 사랑해야 세상 만물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마스 칼라일은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

돌’이라고 하였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삶의 돌을 만난다. 그때마다 그 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 돌을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라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

라고 말한다. 삶에서 오는 모든 장애를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그것을 발판으로 재기와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오늘도 장애의 요소와 같은 돌을 곳곳에서 만나게 된다. 그런 돌들은 생활에 무수히 널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깔려 있는 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나를 힘들게 하고 뒤처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온 모든 걸림돌을 오늘부터는 역으로 발판을 

삼아서 디딤돌로 생각할 수 있다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본다.

금년이 수필을 사랑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수석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물과 돌의 만남이니 

영원히 변치 말고 모두 함께 물과 같은 세월 돌과 같이 살고 싶다.

*이	글은	수석회	수필집	<수석	반백년>에	게재되었던	글입니다.



사색의 창가에서

58   SEOUL DOCTOR

소녀의 기도

글｜맹광호

가톨릭의과대학 명예교수

서재에 들어서면 구입한 지 30년도 넘는 낡은 미니오디오부터 켠다. 몸체와 앰프 두 개를 합쳐도 사과상자 하나 

정도 크기에 지나지 않는 조그만 오디오이고 따라서 음질도 좋을 리 없지만 음악 전문가가 아닌 내게는 조금도 불편

할 것이 없는 애장품이다. 미리 고정해 놓은 FM 음악채널에서 광고도 없이 언제고 조용히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아니 꼭 음악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 서재의 아늑한 분위기를 위한 배경음악으로 생각하고 

거의 습관적으로 틀어 놓는 편이다. 물론 그러다가 귀에 익은 곡이 나오면 볼륨을 좀 더 높이고 잠시 눈을 감은 채 감

상을 하기도 한다. 가끔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곡 중에는 비교적 잘 알려진 긴 교향곡들도 없지 않지만 대개는 

개인적인 추억이 담긴 짧고 간단한 연주곡들인 경우가 많다.

지금 방 안을 가득 채우도록 볼륨을 높여 듣고 있는 피아노곡 <소녀의 기도>가 바로 그런 곡 중 하나다. 3분이 조

금 넘는 이 짧은 피아노곡을 들으면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오래전에 있었던 두 가지 아릿한 추억에 잠기곤 한다.

하나는 50년도 더 지난 1961년 봄의 일이다. 당시 나는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있었다. 그해 고등학교를 졸

업하고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6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던 중이었다. 아침 6시 기상과 함께 시작되는 선착순 점호에

서부터 하루 종일 이어지는 군사훈련은 남들보다 키도 작고 어려서부터 약골이었던 나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엄격한 내무반 생활과 매일 받아야 하는 고된 군사훈련에 그때 나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

태였다.



NOVEMBER  59

두말할 나위도 없이 나에게는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드는 저녁 10시 취침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 

숙소 뒷산에서 들려오는 취침 나팔 소리와 함께 침대에 들어가면 건물 전체가 소등되고 방 천장 한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앰프에서 곧바로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그 곡이 바로 <소녀의 기도>였다.

고등학교 학생일 때도 가끔 들어본 적이 있는 귀에 익은 이 곡을 이때 들으면서 나는 거의 매일 눈물을 쏟았다. 

비교적 높은 음으로 시작되는, 떨리는 듯한 도입부 피아노 건반 소리는 힘겹게 하루를 보낸 내 몸과 마음을 처음부

터 마구 흔들어 오열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소녀의 기도>는 한 개의 주제 선율을 일곱 번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각각의 선율을 두 

번 반복하는 변주곡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비슷한 선율이 열네 번 반복되는 셈이다.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배워 연주하는 곡이기도 한데, 바로 이런 반복적인 선율 때문에도 음악이 처음 흐를 

때 가슴에 이는 슬픈 느낌이 곡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곡에 대한 또 하나의 추억은 내가 육군사관학교를 중퇴하고 다음 해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만난 친구 L과 연관

된 일이다.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유학 온 L이 우연하게도 종로 사직공원 건너편 마을에 있던 우리 집

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대학 입학과 함께 우리는 곧장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유명한 변호사 집 

아들답게 친구는 서울에 집을 사서 E여자대학교 음대에 다니는 여동생과 함께 친척 할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꽤 여

유 있는 생활을 했었다. 귀공자처럼 키도 크고 잘 생긴 L이 어느 면으로 보나 나하고는 친해지기 쉽지 않은 일이었는

데 그는 늘 먼저 나를 찾고 배려해 주었다. 의예과 2학년이던 가을 어느 날 저녁, 그는 나를 지금 시청 앞 플라자호텔 

뒤편에 있던 어느 경양식집으로 데리고 갔다. 멕시코풍으로 실내를 장식한 꽤 운치 있는 그 식당 한가운데는 큰 피

아노가 한 대 놓여 있었다. 손님들이 많이 드는 저녁 8시 이후가 되면 피아노에 맞춰 가수가 노래하거나 피아니스트

가 직접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하기도 하는 라이브 음악식당이었던 것이다. 나는 처음 가 본 곳이지만 친구는 꽤 여

러 번 다녀간 눈치다. 맥주 두 병과 안주를 시켜놓고 나와 많은 얘기를 나누던 친구는 피아니스트가 잠시 쉬는 시간

에 카운터로 가서 주인과 무어라고 얘기를 하더니 곧장 피아노 앞에 앉아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엘리제를 위하

여>와 <소녀의 기도> 두 곡이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멋이 있었던지 나는 거의 황홀한 느낌이었다. 손님들이 박수를 

치고 앙코르를 외쳤지만 쑥스러운 듯 그냥 자리로 돌아온 친구는 내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사실 그 두 곡 밖에는 자

신 있게 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하며 씽긋 웃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친구 집에 가서 나에게도 그 두 곡을 가르쳐달라고 졸랐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풍금을 이용해 간단한 동요며 가곡들을 몇 개 배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도 쉽게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꼭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나도 그 음악식당에 가서 피아노를 연주(?)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문

화촌에서 입주 가정교사를 시작해야 했던 나는 끝까지 배우지도 못하고 도중에 중단했고 그렇게 우리는 의과대학

을 졸업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 수련과정을 마친 친구 L은 1970년 초 미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심장내과 의사생활

을 하다가 3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을 못 했던 나는 다음 해 겨울, 멕시코에서 열린 회

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캘리포니아 태평양 연안 아름다운 공원묘지에 있는 친구의 무덤 앞에 꿇어앉아 한참

을 울었다.

지금도 라디오에서 <소녀의 기도>가 흘러나오면 나는 그 옛날 육사 생도시절 고된 훈련을 마치고 숙소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던 내 모습과 시청 앞 경양식 음악식당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신나게 이 곡을 치던 친구 L을 생각하

며 조금은 슬픈 회상에 잠기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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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오토,	서울	서남권	최초의	메르세데스-벤츠	전시장	

‘영등포 전시장’ 오프닝 세레모니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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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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점) 
tel. 02-2061-9555

도움말｜목동점 예슬기 실장

F/W 트렌드 컬러 
따라잡기

비아이티살롱에서 추천하는 2016 F/W 헤어 컬러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 팬톤에서 선정한 2016 F/W 트렌드 컬

러 10가지 중 헤어에 어울릴만한 컬러 4종을 비아이티살롱이 

직접 선정하였습니다. 

	더스티	시더	Dusty	Cedar	(고급스럽고	지적인	분홍)

	샤크스킨	Sharkskin	(섬세하고	무난한	듯	보이는	그레이)

	리버사이드	Riverside	(차분하고	단아한	파랑)

	포터스	클레이	Potter’s	Clay	(펌킨	컬러,	진한	주황)

2016 봄/여름은 애쉬 카키, 애쉬 그레이 등 다소 빈티지한 느

낌의 파스텔톤 컬러가 유행이었는데요, 이번 가을/겨울은 딥하

며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의 도시적인 컬러가 사랑을 받을 것으

로 보입니다. (컬러 참고: http://www.pantone.kr/report_fall2.html)

연령대별 추천 헤어 컬러

20~30대 여성

가을 노을과 단풍을 연상시키는 레드/핑크 브라운(더스티 시

더)과 오렌지 브라운(포터스 클레이). 자연스러운 레드 톤의 컬

러가 밝은 피부 표현을 도와줍니다. 탈색 여부와 피부 톤에 맞게 

명도 조절을 하면 다양한 레드 컬러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20~30대 남성 

조금은 과감해 보일 수도 있는 애쉬 브라운과 그레이(샤크스

킨). 빛에 반사되었을 때 보일 듯 말 듯한 애쉬 톤이 시크함과 남

성미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 내내 질끈 묶고 다닌 헤어스타일, 

강한 열과 자외선으로 손상된 머릿결. 미처 가을을 맞이할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겨울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

예요. 이럴 때 어떤 시술을 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다

면, 컬러 체인지를 추천합니다. 기분 전환과 이미지 변신

엔 염색만큼 적합한 시술도 없답니다.

▲애쉬 브라운

더스티 시더 샤크스킨 리버사이드 포터스 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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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

하나둘씩 생겨나는 흰머리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집에서 하

는 염색은 NO! 새치커버만을 목적으로 나온 제품들은 다양한 

컬러를 연출할 수 없고 오직 블랙 컬러만 가능한데요, 블랙 컬러

는 새치가 많은 편이라면 머리카락이 자랄 때 흰머리를 오히려 

더 잘 보이게 하기도 하지요. 또한 새치염색을 하고 색을 밝게 

바꿀 때는 손상이 심해지므로 어두운 염색은 신중하게 선택하

셔야 합니다. 

동양인의 피부 톤에 잘 어울리면서 칙칙한 안색을 밝아보이

게 해주는 중명도의 웜브라운 컬러를 사용하는 비아이티 살롱 

염색은 확실한 새치커버와 함께 색감의 선명함을 보장합니다. 

헤어스타일별 추천 컬러

롱 스타일 

전체 길이가 가슴 선을 넘어가는 길이일 때 쇄골라인에서 1

차 레이어, 턱 선에서 입술 선까지 2차 레이어를 주는 레이어드 

컷 스타일은 흩날리는 느낌의 여성스러운 스타일입니다. 어두

운 컬러일 때는 레이어의 느낌이 잘 표현되지 않으므로, 컬러 연

출이 반드시 필요입니다. 여성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

고 싶다면, 저명도의 레드 브라운 컬러로써 컷트 스타일을 돋보

이게 연출합니다.

미디엄 스타일

요즘은 단발이 대세라고 할 만큼 많은 여성들이 단발을 하고 

있죠. 볼륨감을 부여하기 위해, 또는 소녀 같은 분위기로 어려 

보이고 싶을 때 단발 스타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똑

같은 단발이라도 어떤 컬러냐에 따라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어

요. 선명한 오렌지 컬러의 단발이라면 발랄함과 경쾌함, 엉뚱한 

말괄량이 느낌을 줄 수 있답니다. <제5원소>의 주인공 밀라 요

보비치를 떠올릴 수 있겠죠? 반대로 그레이, 애쉬 톤이라면 시

크함과 세련미가 돋보이는 도시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악

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메릴 스트립처럼 말이죠.

숏 스타일

진정한 패셔니스타들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성들은 숏 스

타일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숏은 앞머리 선이 분위기를 

결정하는데요, 매니쉬한 느낌을 원한다면 정확한 선이 표현되

도록 턱 선에서 입술 선까지 컷트해 줍니다.

근엄하고 보수적이면서 시크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면 블

랙 컬러를 추천하며, 여성미와 부드러운 느낌을 살리고 싶다면 

레드 브라운, 초코 브라운, 밀크 브라운 등의 컬러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세련되고 어려 보이는 이미지를 갖고 싶다면 밝

은 명도의 매트 브라운, 애쉬 브라운 톤을 추천합니다.

남자 헤어 컬러

남자 머리는 무조건 검정이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그

만! 남자도 댄디한 스타일에 브라운 컬러를 입혀 단정하기만 해 

보이는 느낌을 세련되고 부드럽게 바꿀 수 있어요. 미소년 같은 

느낌을 원한다면 레드나 골드 컬러도 잘 어울립니다. 

포마드나 투블럭 스타일의 남성미가 강조된 스타일이라면, 

애쉬나 카키의 차가운 계열로 매니쉬한 세련미를 연출할 수 있

습니다. 

①bit트렌드염색

②골드 브라운

③애쉬 그레이

④애쉬 카키

⑤새치 염색 -웜브라운

⑥모발클리닉

⑦두피보호제

⑧염색 후 샴푸

①

② ③ ④

⑥

⑦

⑧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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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알로하

여행의 천국, 하와이
하와이는 때묻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따뜨한 기후 덕분에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휴양지이다. 

와이키키 해변과 훌라댄서들의 공연, 서핑과 제트스키 등 

즐길 거리 또한 다양하다.

화산 활동이 빚어낸 아름다운 섬으로 떠나보자.

하와이 오아후 섬 와이키키해변   사진 제공｜하와이 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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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우 섬                    

하와이하면	떠올리는	곳으로	하와이를	구성하는	8개의	섬	

중	3번째로	크며	제주도보다	약간	작은	크기다.	호놀룰루와	와

이키키	해변이	있으며	하와이	전체인구의	80%가	거주하고	있

다.	와이키키	해변은	물론	원주민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폴

리네시안	민속촌,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하나우마	베이	해양

공원	등이	유명하다.

✿오하우 섬 주요 여행지

호놀룰루

하와이의 수도로 오하우 섬의 남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 시내 남동쪽에는 하와이 관광의 중심이자 

세계적 명성의 와이키키 해변이 펼쳐져 리조트, 나이트클럽, 레

스토랑 등이 밀집되어 있다.

와이키키 해변

하와이의 대명사로 와이키키를 따라 펼쳐진 해변이다. 중간 

지점인 로얄 하와이언 호텔과 쉐라톤 모아나 서프 라이더 호텔 

앞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와이키키 비치다. 이곳의 백사장 모래

는 관광용으로 노스 쇼어와 몰로카이 섬에서 운반해 온 것이다.

다이아몬드 헤드 분화구

호놀룰루 시내 어디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분화구다. 19

세기 초 포경선들은 겨울을 보내기 위해 하와이 근처의 바다로 

왔다. 그때 그들이 분화구 꼭대기의 석영의 반짝임을 보고 다이

아몬드로 착각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하나우마 베이

‘하나우마’라는 말은 ‘굽혀진’ 또는 ‘팔씨름을 하는’이라는 뜻

으로 이 바다의 모양이 굽어 있는 것과 과거 오아후 섬의 귀족들

이 이곳에서 팔씨름을 즐긴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앞바다의 암

초들이 파도와 해류를 막아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다. 1967년부터 법적으로 낚시나 포획 등이 일체 금지되

어 이후 해양생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열대어들도 사람들

을 두려워하지 않아 바로 눈앞에서 각양각색의 열대어를 볼 수 

있다.

팔리 전망대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거센 바람이 부는 지역이다. 하와이를 

통일한 ‘카메하메하 대왕’의 마지막 결전지로도 유명하며 그 당

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과 함께 기념비가 있다. 전망대에 올

라서면 하와이가 자랑하는 푸른 바다가 감동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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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하와이 오아후 섬 하나우마 베이   사진 제공｜하나투어
(아래) 하와이 오아후 섬 다이아몬드 헤드   사진 제공｜하와이 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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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섬(빅아일랜드)                    

다른	섬	전부를	합친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빅	아일랜드'라

고	부르며	젊음의	섬,	난의	섬,	화산의	섬이라고도	부른다.	기후

와	지형의	변화가	풍부하여	열대우림과	만년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하와이 섬 주요 관광지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4,170m의 ‘마우나 로아’와 1,247m의 ‘킬라우에아 화산’을 포

함하여 광대한 지역에 걸쳐있다. 킬라우에아 화구는 1959년 대

분화를 일으켰을 때 500m 높이까지 용암이 분출했다고 한다. 

지금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땅이 검은 용암으로 뒤덮여 있다. 

화구와 땅속에서 피어오르는 증기를 볼 수 있으며 헬리콥터투

어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용암의 흐름을 볼 수 있다.

마우나케아 천문대

해발 4,205m로 하와이에서 가장 높은 마우나케아는 하와이

말로 ‘흰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

한 산이라 여겨지며 불의 여신 팔레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천체 관측 명소로 세계에서 가장 큰 광학

망원경과 여러 개의 우주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다. 일몰과 별자

리 관측이 하이라이트이다.

마우이 섬                    

하와이	제도	중	2번째로	큰	섬으로	세계	최대의	휴화산인	할

레아칼라	국립공원이	있다.	산과	계곡	등	변화가	심한	지형으로	

형성되어	계곡의	섬이라고	부르며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10선에	뽑히기도	했다.

✿마우이 섬 주요 관광지

이아오 계곡

일찍이 마크 트웨인이 ‘태평양의 계곡’이라고 극찬했을 정도

로 아름다운 곳이다. ‘바늘산’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끝이 뾰

족한 산들의 절경이 펼쳐진다.

할레아칼라 화산 국립공원

할레아칼라는 화구원 주위가 33.5km, 길이 12km, 넓이 

4km, 관측소부터 분화구 바닥까지 914m로 휴화산 중 세계 최

대 크기이다. 산 정상에서는 세계적 희귀종인 은검초를 볼 수 있

다.

(위에서부터) 하와이 빅아일랜드 화산 국립공원, 하와이 마우나케아

하와이 볼케이노 국립공원   사진 제공｜하와이 관광청

(위) 하와이 마우이 섬 할레아칼라  사진 제공｜하나투어
(아래 왼쪽) 하와이 마우이 섬 라히아나  사진 제공｜하와이 관광청
(아래 오른쪽) 하와이 마우이 섬 이아오 계속 폭포  사진 제공｜하와이 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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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가 함께합니다.

라하이나

옛 하와이 왕조의 수도였기 때문에 ‘하와이의 고도’로 불린

다. 보리수의 일종인 반얀거목(Banyan Tree)이 있는데 이것은 

1873년 기독교 포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심은 것으로 북미

를 통틀어 가장 큰 나무로 알려져 있다. 나무그늘이 미치는 범위

는 자그마치 800여 평에 달한다.

카우아이 섬                    

약 550만년 전 생성되어 하와이 제도 중 가장 오래된 섬이

다. 세계 3대 다우지역 중 하나인 와이알레알레 산이 섬 중앙에 

있어 섬을 흐르는 7개의 강에 충분한 물을 공급해준다. 그로 인

해 섬 전체가 울창한 수목을 가지고 있어 정원의 섬이라고도 부

른다. 영화 <블루 하와이>, <킹콩>, <가시나무 새>, <쥬라기 공

원> 등을 촬영하기도 했다.

✿카우아이 주요 관광지

칼랄라우 전망대

카우아이 최북단에 위치해 최고의 절경 포인트인 나팔리 코

스트 해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이른 아침에 방문하

면 구름의 영향을 덜 받아 깨끗한 전경을 볼 수 있다.

와이메아 캐니언

‘리틀 그랜드 캐니언’으로 불릴 정도의 절경으로 수백만 년 

동안 지각변동과 풍화작용으로 빚어진 모습을 자랑한다.

몰로카이 섬                    

단층운동으로	인해	섬	한편이	급경사의	절벽인	산지이다.	길

이	38마일,	폭	10마일의	작은	섬으로	인구도	적고	신호등이나	

엘리베이터	등	현대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조용한	곳이다.	

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막에서	열대우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연환경을	선보인다.

✿몰로카이 섬 주요 관광지

칼라우파파

과거 하와이에서 처음 한센병이 발병했을 당시 환자들을 격

리 수용한 곳이다. 480m의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땅이 비옥

하여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자급자족하게 했다. 초

기에는 아무런 시설도 없었지만 가톨릭 선교사인 데미안 신부

가 두 명의 동료와 함께 이곳에 들어와 집과 교회, 각종 시설을 

짓고 환자들에게 봉사하며 살았다. 이후 병이 치료 가능해지며 

격리법은 해제되었으나 환자촌은 그대로 보존되어 공개되고 

있다. 

◀은검초

할레아칼라	분화구	근
방에서	군생하는	희귀
한	식물로	은으로	된	
검과	같이	생겨서	붙여
진	이름이다.	사람의	손
이	닿으면	죽는다고	전
해져	신비감을	더하며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하와이 카우아이 섬 나팔리 코스트  

사진 제공｜하와이 관광청

하와이 카우아이 섬 와이메아 캐니언   사진 제공｜하와이 관광청



Golf Story

골프스윙의 문제점보다는 
좋은	어드레스를	찾아라
강재원 KPGA 프로(SRIXON 소속)

최근 들어 골프 실력이 늘지 않고, 점점 어려워

지기만 한다면 자신의 ‘어드레스’를 점검해보면 

어떨까. 골프스윙의 문제점을 해결해줄 열쇠는 

바로 어드레스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일상생활

에서도 바른 자세는 무척 중요한데, 골프도 마

찬가지다. 직선운동인 골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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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골프를 위해 필요한 어드레스

골프를 쉽게 치려면 골프클럽을 잘 이용하고, 지구 상의 힘의 원리 즉 물리학적인 힘들을 이용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골프에 조금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잡고(그립) 잘 서 있는 것(어드레스)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그립

을 잘 잡고 앞으로 알려 줄 어드레스를 한 번 더 생각해본다면 골프 실력이 좋아지리라 확신한다.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프로들

이 코칭(coaching)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어드레스다. 골프스윙의 문제점은 대부분 어드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능한 코치들은 골프스윙의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좋은 어드레스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예를 들면 모

델들이 좋은 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똑바로 잘 서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자세에서 올바른 워킹이 나오는 법이니 말이다. 

“올바른 어드레스의 

옆 자세는

번개모양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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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Story

좋은 어드레스란? 

일단 그립을 잘 잡았다는 조건 아래 차렷 자세로 선다. 그다음 상체를 살짝 앞쪽으로 기울이고(이때 허리를 

펴거나 허리를 넣거나 해선 안 된다) 편안한 상태에서 상체 기울기를 유지한 채 무릎을 살짝 굽힌다(이때 나머지 상

체, 하체가 이루는 각들이 변형이 돼서는 안 된다). 무릎을 살짝 굽힐 때 바닥의 힘(중력)이 하체에 느껴지면 된다. 발

바닥의 느낌은 앞꿈치나 뒤꿈치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의 느낌이 약간 앞쪽으로 느껴지면 좋다. 발바닥 

위의 무릎이, 무릎 위의 골반이, 골반 위의 상체가 벽돌처럼 착착 쌓여있는 느낌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리고 상체는 양팔로 골프클럽을 잡고 있지만 축 늘어트려져 있는 느낌(양팔은 펴져있지만 억지로 양팔을 펴는 

것은 아니다)이라면 좋을 것이다. 특히 왼쪽 팔을 잡고 있는 어깨의 겨드랑이 부분은 약간 타이트하면 좋다. 하지만 

억지로가 아닌 팔이 늘어트려 있는 느낌으로 골프클럽을 잡고 있다면, 왼쪽 겨드랑이 부분은 당연히 타이트해질 것

이다. 오른팔 역시 늘어트려 있는 느낌으로 한다. 오른쪽 어깨 밑 겨드랑이 부분도 왼쪽보단 조금 덜 하지만 비슷하

게 타이트한 느낌을 갖는 것이 좋다. 또한 몸을 이루는 모든 관절은 느슨한 느낌(힘이 빠져있는 느낌)으로 풀려있어

야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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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잡는 법

필자가 광고한 제품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 이는 곧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아마추어 골

퍼들이 많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많은 아마추어들이 방향을 잡을 때 다리라인부터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방향을 잘 잡기 어렵다.

먼저 골프클럽을 목표선과 직각으로 맞춘 후(먼 거리에 있을 경우 골프공 앞 30~50cm 정도의 

임의에 목표선 연장선의 랜드마크를 정하고 그곳에 맞추면 된다) 다리 라인은 직각으로, 어깨 라

인을 맞추면서 어드레스를 들어간다면 좋을 듯하다. 여기서 하나, 골프클럽과 다리라인과 어깨라

인들이 모두 한 곳을 응시하여 일체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팁을 주자면 골프클럽 목표

선의 라인보다 자신의 어깨라인과 몸 라인들이 약간 왼쪽을 보면 좋다). 이렇게 좋은 어드레스를 

한다면 앞으로의 골프스윙이 한결 쉬워지며 생각보다 골프가 쉽게, 똑바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골프는 직선운동이다 

백스윙에 대해 말하기 전 한 가지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많은 프로님들이 백

스윙을 할 때 회전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닫게 해주

기 위해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다. ‘골프는 회전운동이 아닌 직선운동이다’ 이 명제에 대해 필

자 역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해가 될 것이다. 

물리학적으로 가장 큰 힘을 내는(혹은 받는) 것은 회전력이 아니라 직선운동(밀거나 당기거나)

이다. 골프클럽을 잡고 있는 사람의 몸 때문에 직선운동이 약간의 회전운동처럼 보이는 것뿐이

다. 만약 몸을 회전 시키는 행동을 한다면 몸을 돌려 회전을 시켜 제자리도 돌아와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몸이 회전 한다면 골프공 또한 회전하여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공이 휘어져 나갈 것이다. 

즉 제자리(어드레스의 연장선)로 돌아오기가 힘들 것이다. 손목 또한 마찬가지이다. 잘 잡고 있는 

그립이라면 왼쪽 손목은 골프클럽헤드모양과 똑같다고 본다. 스윙 중에 왼쪽 손목의 각도가 변한

다면 골프클럽헤드모양이 분명히 변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공이 맞는 시점에서 골프클럽헤드모

양이 목표선과 직각으로 맞아야 한다. 그러려면 ‘왼쪽 손목 각도가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올 

것인가?’ 아니면 ‘최대한 왼쪽 손목 각도가 변형을 이루지 않은 채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쉬

울 것인가?’라는 명제를 되새겨 본다면 누구나 결과는 뻔할 것이다. 그러므로 왼쪽 손목의 각도는 

좌우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라 위, 아래로만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프로님들이 이야기

하는 손목 코킹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 또한 골프를 잘 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알아야 할 점은 손목을 억지로 꺾는 느낌이라면 다시 억지로 풀어야 제자

리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립의 연장선으로 이야기한다면 지렛대 원리로 백스윙을 시작할 때 자

연스럽게 골프클럽헤드 무게로 인해 손목이 꺾이면, 다운스윙 때 다시 자연스럽게 골프클럽헤드 

무게에 의해 손목의 각도가 풀릴 것이다. 때문에 그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렛대원리를 이용

하면 왼손 새끼손가락의 작은 힘이 골프클럽의 무게를 한결 이용하기 쉽게 해줄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수동적인 몸의 움직임은 골프스윙을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밀고 당기는 힘은 

회전의 힘보다 더 

쉽고,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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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단편 <얼룩, 주머니, 수염>으로 

신춘문예에 등단한 소설가 이지. 

그리고 같은 해에 다시 장편 <담배를 든 루스>로 

제7회 중앙장편문학상을 수상했다. 

얼마 전에는 모교에서 독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 사인을 받으러 온 

후배에게 그는 몇 권의 책을 추천해줬다. 

그렇다면 소설가 이지는 <서울의사> 

독자들에게 어떤 책을 추천할까.  자료제공｜웅진지식하우스
 

Book Story

‘내 손에 잡힌 책’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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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하고 싶은 책 
최근 인도의 소설가 아룬다티 로이의 <작은 것들의 신>과 

프랑스의 소설가 파스칼 키냐르의 <옛날에 대하여>를 읽고 있

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설가인 장 그르니에의 <섬>도 좋

고, <열대식당>이라는 동남아시아 여행서도 재밌게 읽었다. 

사실 나는 작가로서는 신입이지만 독자로서는 고급이다. 아무

래도 글을 쓰는 직업이라 그간 다양한 책을 접해왔기 때문이

다. 그런데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는 어려운 걸 좋아하는 것 같

다. 하지만 나는 다른 분야, 가령 음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때때로 음악 전공자에게 음악 추천을 부탁하면 고전 음악이나 

어려운 현대음악을 권해준다. 그래서 간혹 ‘나도 혹시 누군가

에게 어려운 책을 추천하지 않을까?’ 싶어진다. 또 ‘평소에 책

을 엄청 많이 읽어야 한다’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받아들이기 쉬운 콘텐츠가 있다. 활자나 언어가 편하고 좋은 

사람은 읽으면 되고, 영상이 편하고 좋은 사람은 보면 된다. 책

을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나 콘텐츠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게 무엇이든 삶을 밝히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좋은 책이란 
고등학생 때 이민 가는 친구에게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선물한 적이 있다. 그 후 서른이 넘어 미국에서 그 친구를 만났

다. 친구는 ‘네가 선물한 책으로 오랜 시간을 버텼다’라고 하더

라. 그 친구에게는 어느 날 누군가에게 받은 책 한 권이 운명처

럼 다가온 것이다. 반드시 문학작품이나 고전만이 좋은 책이 

아니다. 나는 ‘어느 날 눈에 들어온 책’이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도서관, 병원, 은행… 많은 곳에 책이 꽂혀 있다. 그

걸 집어서 읽을 때, 오늘의 나에게 새로운 고민을 던져주는 한 

줄이 분명 있다. 그날그날 내 손에 잡힌 책이 제일 좋다. 

책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 
처음에는 내용이 쉽거나 남들이 많이 보는 책으로 출발해

도 된다. 잡지나 사보도 도움이 되는데, 우선 호흡이 짧아서 수

월하게 읽히고 그러다 보면 활자와 친숙해진다. 또 관심분야

와 연결 지어 읽어도 좋다. 나는 찻잔을 좋아해서 관련 책을 읽

은 적이 있는데 온갖 설명과 예쁜 찻잔 그림이 많더라. 보통 이 

지점에서 더 읽고 싶은 책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읽어나가면서 

책에 흥미를 붙인다. 그리고 에세이나 여행서도 좋다. 특히 여행

서는 다른 나라를 간접 체험할 수 있어 좋은데, 재미있게 읽었다

면 그 나라의 작가가 쓴 책들을 찾아 읽어봐도 좋을 것이다. 

책이 주는 영향 
지식이라는 건 어제는 몰랐어도 오늘은 바로 습득 가능하

다. 하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다. 책은 분명 자신이 어떤 것을 

고민할 때 도와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내 소설 속 주

인공인 루스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러나 책

이나 음악으로 삶을 버틴다.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자신의 자

존감을 높이는 것이다. 책, 음악 등은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접

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세계라고 생각한다.

<담배를 든 루스>
200대 1의 경쟁을 뚫은 제7회 중앙장편문학상 수상작이

다. 심사위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보편성의 세계에

서 이 시대 청춘들의 암울한 현실을 그려내고 그게 바로 ‘우리’

라고 말하는 방식이 독특하다(이순원)”라는 평을 얻었다. 등단 

한 해 만에 신춘문예, 중앙장편문학상을 연달아 거머쥔 신예 

소설가 이지는 독창적 캐릭터와 내러티브가 돋보이는 자신만

의 작품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삶의 무기라고는 질긴 생활

력과 잡다한 알바 경력이 전부인 스물셋의 ‘나’가 ‘날씨연구소’

에서 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이 소설은 N포 세대 

혹은 흙수저로 대변되는 이 시대 청춘들의 고유명사를 거부하

고, 주류 사회에서 철저하게 주변화된 청춘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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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	앙상블의	음악은	

진정	소리의	성찬이고,	

당신의	귀를	위한	축제다”	
-Smithsonian

실크로드 앙상블

<요요 마&실크로드 앙상블>이 2016년 11월 18일(금) 오후 8

시,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에서 내한 공연을 가진다. 실크로드 앙

상블은 2000년, 첼리스트 요요 마가 탱클우드 페스티벌에서 세

계 음악가들을 모아 진행했던 워크샵에서 시작되었다. 20개가 

넘는 나라의 전통악기 연주자 및 클래식 연주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첼로와 바이올린 등 기존 클래식 악기 외의 한국의 장구, 

스페인의 가이따, 이란의 카만체, 인도의 타블라, 일본의 샤쿠하

치, 중국의 피파와 생이 함께 한다. 또한 한국인 작곡가 김동원, 

김지영, 강준일의 작품이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 

공연 외에도 창작곡 위촉, 강의, 음반, 영화 제작 등을 통하여 

문화 전파와 교육을 실현하는 비영리 예술기관인 이들이 연주하

는 음악은 각 나라의 전통곡에서부터 창작곡까지 매우 다양하다. 

요요 마, 예술감독&첼리스트

요요 마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중국계 첼리스트다. 4세 때 첼

로를 배우기 시작해 6세 때 데뷔 리사이틀을 가진 후 신동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7세 때 미국으로 이민, 1962년부터 줄리

어드 음악원에서 미국의 정상급 첼리스터였던 레너드 로즈를 사

사하면서부터 명 연주자의 세계로 들어섰다. 그 후로도 꾸준히 

정진하여 1978년 ‘에이버리 피셔상’을 수상해 ‘젊은 거장’이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다.

그는 세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리사이틀, 실내악 연주, 음

반 녹음을 적절히 병행하며 조화를 유지하고 있다. 덜 알려진 20

세기 현대음악 연주와 새로운 음악 창작으로 첼로의 레퍼토리를 

확장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15번의 그래미 상을 수상했고 75

개가 넘는 음반을 발매하였다.

첼리스트 요요 마의 화려한 경력들은 그가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음악적 성장

을 지속하려는 노력을 대변하고 있다. 

프로그램

Ichichila, 말리 전통 음악(편곡: 셰인 샤나한)

If you shall return…, 산디프 다스, 코지로 우메자키

Green(Vincent’s Tune), 우만(편곡: 리호바)

Tranditional Korean

Playlist for an Extreme Occasion, 비제이 아이어

Ashoka, 산디프 다스

Kio, 미치오 마미야

Going Home, 드보르작(편곡: 윌리엄 암스 피셔&제레미 키텔)

Take the “A” Train, 빌리 스트레이혼(편곡: 셰인 샤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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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규의 사진-인간극장>은 60여 년에 걸쳐 광주지역의 역

사적·정치적 사건들과 동시대 서민들의 삶의 현장, 사라져

가는 거리 제례, 굿판 같은 전통 축제의 장면들을 기록해온 

강봉규의 작품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생기 넘

치는 인물 사진을 휴먼 다큐멘터리로 조망하고 기획·편집

자로서의 작가의 태도 또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된 <강봉규의 사진-인

간극장>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프로

젝트 갤러리 1, 2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강봉규 작가의 작품세계 

그의 작품은 지역, 대중, 개인, 전통 양식 등 타자화되기 쉬운 

소재들을 다룬다. 그러나 이 소재들은 단순한 볼거리만으로 남

지 않는다. 이는 그 모든 것들을 ‘잃지 말아야 할 어떤 것’으로 여

기는 작가의 태도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는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서가 있다. 또한 그의 휴먼 

다큐멘터리는 따뜻한 시선으로 보통 사람들을 위해 보통 사람들

을 그린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다시 한국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작품뿐만 아니라 작품의 당시 사회적 맥락도 함께 그려볼 

◀위에서부터 

극락왕생 거릿제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경찰봉에 
제지받고 있는 
학생들

나들이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인간사의 다양한 모습을 총체적으

로 비춰주는 인간극장으로서. 그 드라마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시 속으로 

1-1. 보편적인 인간극장을 그리다–동시대 현장기록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역사적·정치적 사건들과 서

민들의 삶의 현장을 포착한 작품들이다. 작가는 전남일보에서 신

문기자, 사진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의 결정

적 순간을 기록했고 단순한 기록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전했다. 

1-2. 보편적인 인간극장을 그리다–지역양식과 정신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촬영한 작품으로 사라져가는 전

통적 삶의 양식을 보여준다. 이 작품들은 인물 위주의 다양한 구

도와 배치, 내적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 

1-3. 보편적인 인간극장을 그리다–사람 사는 이야기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단 한 명의 인물에 포커스를 맞

춘 작품들이다. 작가는 스토리와 결합된 얼굴 사진을 통해 사연

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2. 세대기억, 이미지의 원형을 전하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의 작품들로 거리 제례, 굿판 등 사라

져가는 전통축제의 장면들과 사람이 어우러진 한국의 자연풍경을 

만나볼 수 있다. 이는 동시대를 살았던 세대가 공유했던 이미지이

면서, 후대에 많은 미디어들을 통해 전해진 이미지의 원형이다. 

3. 편집, 기획자로서의 사진가

1960년대부터 대중이라는 수신자를 상정하고 신문·잡지·출

판물 등의 미디어를 통해 당대 대중들이 원했던 휴먼다큐멘터리

를 직접 편집·기획해 온 작가의 태도를 알 수 있다. 

문의 서울시립미술관 02-2124-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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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소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

공연기간 2016년 11월 1일(화)~2017년 1월 15일(일)

공연시간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2시, 6시

티켓가격 VIP석 13만 원 / R석 11만 원 / S석 8만 원 / A석 6만 원

예매 인터파크티켓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문의 ㈜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클립서비스 1577-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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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아시아 초연!

실베스터 스텔론의 <록키>를 뮤지컬로 만나다 

헐리우드 스타 실베스터 스텔론의 대표 영화 <록키>는 2012

년에 처음으로 뮤지컬화됐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

금, 한국에서 아시아 초연을 하게 됐다. 

1976년 개봉한 영화 <록키>는 실베스터 스텔론이 무하마드 

알리의 권투경기에 큰 감동을 받아 단 사흘 만에 집필을 완성하

고, 스스로 주인공으로 출연한 작품이다. 당시 그는 이 영화 한 

편으로 엄청난 유명세를 얻게 된다. 가진 것 없이 하루하루를 살

아가던 청년 록키의 인생역전 스토리가 잘 그려진 이 영화는 개

봉 이후, 2006년까지 약 30년 동안 <록키2>·<록키5>·<록키 발

보아> 등 총 6편의 시리즈가 나올 정도로 마니아들의 많은 사랑

을 받았다. 

한편 뮤지컬 <록키>는 실베스터 스텔론이 직접 제작에 참여

했으며 2012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초연되어 호평을 받았다. 또

한 2014년 3월에는 장기 히트작 <맘마미아>를 제치고 브로드웨

이의 윈터가든씨어터(Winter Garden Theater)에 당당히 입성

했다. 이후에도 숱한 상을 수상하면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초호화 배우군단이 총출동하다

아시아 초연이 한국이니만큼 뮤지컬 <록키>에는 초호화 배

우들이 전부 모일 예정이다. 무명의 복서 록키 역에는 방송과 영

화를 종횡무진 하고 있는 배우 신성우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

는 다재다능한 배우 김도현이 출연한다. 또 공연계의 흥행보증

수표로 통하는 배우 송창의가 일찌감치 출연을 결정지었다. 이

어 공연계의 스타 윤형렬도 합류했다. 따라서 이번 무대에서는 

4인 4색 록키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록키의 조력자인 미키 역은 수식이 필요 없는 최고의 

배우 신구, 깊은 구력을 발휘하는 배우 김진, 송용태가 맡아 극

의 중심축을 책임질 예정이다. 또 록키와 숙명의 대결을 펼치는 

아폴로 역에는 뮤지컬 배우 조휘와 박은석이 캐스팅되었으며, 

록키의 유일한 구원이자 사랑인 애드리안 역에는 최우리와 김

지우가 캐스팅되었다. 이외에도 김하라, 김병호, 백민정, 황만

익, 홍경수 등의 배우들과 약 20여 명의 앙상블이 선사할 무대

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록키 김도현

아폴로 박은석

폴리 김하라

록키 송창의

아폴로 조휘

글로리아 백민정

록키 신성우

미키 김진태

저건스 홍경수

록키 윤형렬

미키 송용태

저건스 황만익

애드리안 김지우

미키 신구

애드리안 최우리

폴리 김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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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아름다운 연애를 위한 

와인과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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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신경자극기VNS 수입 판매)

㈜제이알인터내셔날 대표이사

JR 갤러리 관장

한국실용음악학회 교육이사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과 보컬 교수

팝페라 가수

글｜박정희

많은 연구에 따르면, 한 잔의 와인과 

그에 맞는 음악이면 상대방이 

몇배 더 아름답고 멋지게 보인다고 

한다. 그러니 한 다발의 장미 향, 

수련 향, 살구꽃 향이 가득한 와인을 

선택해 보자. 와인은 이 모든 향을 

머금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 향과 빛, 맛을 마음껏 

퍼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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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의 와인을 잘 고르는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

장작불을 피울 때 무엇이 필요한가? 음

악은 와인의 향과 빛이 뿜어져 나오는 데 결

정적인 구실을 한다. 마치 장작불을 지필 때 

성냥불을 댕기는 것처럼 말이다.

그녀의 은은한 체취와 와인잔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들. 마치 동물들이 사냥감을 찾

을 때 모든 신경세포를 집중하듯이 그것들

에 신경을 모으자. 그리고 그녀에게 와인의 

향에 대해 천천히 설명해 주자.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체취와 와인의 향기가 어우러지

면 그 순간 둘은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고, 

오르가슴도 느낄 수 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와인잔에 서로 코를 

박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자. 그리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자. 잔마다 피어오르는 향의 

축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향기로 내

면의 성체까지 확대되고 아름다워지며 완

벽해진다. 한마디로 사랑을 나누기 전, 절정

에 이르기 전의 전희인 것이다.

이때 크리스 보티(세계적인 재즈 트럼페

터)의 음반을 틀자. 서로를 탐닉하는 것처럼 

보티의 음악은 와인의 향과 함께 당신의 몸

을 터치할 것이다.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자 크리스 보티의 정규앨범 <It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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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 빠진 것만큼 뜨거운 행복감을 주는 음악과 와인

좋은 와인과 음악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을 선사한다. 이 세상에서 그것만큼 강렬한 행복감과 열정을 

선사해 주는 대상을 찾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와인과 음악만큼 사람의 마음을 사랑으로 연결하는 것도 없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가끔 와인과 음악은 지나치게 사람을 몽상에 빠뜨린다. 진실한 사랑이 아닌, 상상의 사랑이기에 와인에서 깨고 나면 실제 사

랑을 못 느낄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한마디로 와인과 음악에 의한 몽상은 위험한 불장난과도 같다.

로시니의 오페라 <비앙카와 팔리에로> 가운데 사중주 서곡 ‘캄포레시의 아리아’는 부드럽고 구슬픈 선율이 여리고 불행한 영혼을 감

미롭게 달래 준다. 그리고 헨델의 <아르미다와 리날도> 중 ‘황홀한 이중창’은 사랑이 피기 시작할 때의 감정을 표현한 곡으로, 스탕달은 

이 부분을 ‘심장을 주무르는 듯하다’고 표현했다.

세상의 환희여!

너의 매혹적인 색깔에 경의를

너의 감미로운 맛에 경의를

네가 흘러들어 가는 행복한 배!

너에 의해 혀는 잠기고,

너에 의해 입은 젖고!

오, 한없이 행복한 입술이여! 

-작가 미상, 프랑스 파리 1200년경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그 여자가 누

구든 무슨 상관이람. 와인 종류가 무슨 상관이람. 

취하기만 하면 되지!” -알프레드 드 뮈세

레스토랑 아이모에 나디아

디켄터 잔과 
소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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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물하자

와인과 음악이 있어 더욱 좋은 프러포즈 장소

❖파리스 그릴(the paris grill)

600여 병의 와인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런치메뉴를 선보인다. 디너는 블랙 앵거스 스

테이크, 치킨, 램, 생선 등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화려함 대신 안정감 있는 조명과 품

위 있는 분위기가 서로를 편하게 만들어준다.

위치: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지하	1층

영업시간:	07:00~9:30,	12:00~14:30,	

18:00~22:30

전화:	02-779-8161

❖홍연(hong yuan)

해산물은 모두 활어를 사용해 신선하며, 특

히 두부요리가 일품이다. 양념 맛보다 재료 맛

을 살려 와인과 잘 어울린다. 프라이비트 룸과 

vip룸 등 식탁마다 파티션이 있어 개인적인 만

남에도 좋다. 

위치:	웨스턴	조선	호텔	서울	지하	로비

영업시간:	11:30~14:30,	18:00~22:00

전화:	02-317-0494

❖아리아케(ariake)

청정해역의 재료를 엄선한 해산물과 최고급 

자연산을 선택한 초밥이 일품이다. 또한 생선

구이와 조림 등을 신선하게 즐길 수 있으며, 

룸이 마련되어 있어 개인적인 만남 장소로도 

제격이다. 화이트 와인 역시 최상.

위치:	신라호텔	서울	2층

영업시간:	12:00~14:30,	18:00~22:00

전화:	02-2230-3356

❖시즌즈 힐튼(seasons hilton)

예술이 공존하는 곳으로, 식사와 함께 미술품

을 감상할 수 있다. 계절별로 메뉴를 바꾸기 

전에 새로운 음식을 단골들에게 선보이는 특

별한 시스템 ‘구아메 서클’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와 스테이크가 유명하다.

위치: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	메인	로비	1층

영업시간:	11:30~14:30,	18:00~22:30

전화:	02-317-3060

❖맨해튼 그릴(manhattan grill)

미국 맨해튼 중심부의 럭셔리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듯한 맛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메뉴의 이름도 브로드웨이 메뉴와 센트럴파크 

메뉴 등으로 되어 있으며, 멋진 작품 같은 요

리가 나온다. 요리는 음식이기 이전에 예술임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와인도 마찬가지로, 

성공을 원하는 비즈니스맨들에게 추천할 만한 

장소다.

위치:	르네상스	서울	호텔	로비층

영업시간:	12:00~14:30,	18:00~22:00

전화:	02-2222-8637

❖더 가든(the garden)

아트리움(Atrium) 1층에 위치한 유러피언 레

스토랑으로, 수준 높은 이탈리안 요리와 세계 

각국의 와인을 즐길 수 있다. 넓게 둘러싼 침

엽수는 외부와 차단하는 가로수 구실을 하는 

동시에 사시사철 푸름을 선사한다. 천정이 높

은 실내 공간과 야외 공간을 적절히 안배해 안

에서 밖을 보는 편안함과 밖에서 느끼는 해방

감을 느낄 수 있다. 

위치:	리츠칼튼	서울	호텔	

영업시간:	06:00~10:00,	11:00~18:00,	

18:00~24:00

전화:	02-3451-8271

❖뱅가(vin-ga)

와인셀러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곳으로, 

800여 종의 와인을 갖추고 있다. 소믈리에와 

직접 대화하며 와인을 고를 수 있을 뿐 아니

라, 현대적인 아시아 요리와 와인의 궁합을 잘 

맞춘 곳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일요일을 제외

한 매일 밤 10시부터 라이브 재즈 공연을 감상

할 수 있다.

위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업시간:	18:00~02:00,	일요일	휴무

전화:	02-516-1761

❖빨레드 고몽(palais de gaumont)

이곳의 서현민 대표는 정통 프렌치 요리와 와

인의 완벽한 궁합을 가장 신경 쓴다고 한다. 

벽면이 창으로 되어 있어 야경까지 선물로 받

을 수 있다. 특별하고 낭만적인 순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장소다.

위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업시간:	18:00~23:00

전화:	02-546-8877

❖아이모에 나디아(aimo e nadia)

맛과 더불어 실내에 자연의 모습을 살렸다. 나

무가 그대로 보존된 인테리어의 멋스러움이 

분위기를 더 살려준다. 120여 종의 와인을 판

매하고 있으며 음식 맛이 와인과 잘 맞고 요즘

은 소규모 웨딩장소로도 인기가 있는 곳이다.

위치:	서울	서초구	명달로

영업시간:	12:00~23:00

전화:	02-523-6588

❖미 피아체(mi piace)

스페인 요리를 주요리로 하며 아스파라거스

와 육류, 가리비 등을 함께 조리해 와인의 맛

을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 조용한 공간

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더욱 편안한 곳이다.

위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업시간:	12:00~15:00,	18:00~02:00

전화:	02-516-6317

❖더 레스토랑(the restaurant)

일본인 셰프가 요리하는 프렌치 메뉴와 양식 

메뉴에서 느껴지는 일본 스타일의 깔끔한 소

스 맛이 독특하다. 세심한 서비스와 넓은 자리

가 밤늦게까지 와인만 마시기에도 편안함을 

선사한다. 비즈니스 모임에도 제격인 장소.

위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제갤러리	2층

영업시간:	12:00~15:00,	18:00~22:00

전화:	02-735-8441

❖로씨니(rossini)

이탈리아의 유명 건축가 돈 피에트로가 들렀

다가 음식 맛에 반했다는 곳이다. 구운 채소와 

파스타 요리, 프라이비트 룸과 350여 종의 와

인이 구비되어 있어 비즈니스는 물론, 가족 모

임도 가능하다.

위치:	서울	안국동사거리	헌법재판소	맞은편

영업시간:	12:00~15:00,	18:00~22:00

전화:	02-766-8771

❖라 싸브어(la saveur)

미식이란 뜻을 지닌 이름 그대로, 프랑스 정통

의 맛을 살리는 레스토랑이다. 이곳이 서래마

을에서 5년째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르 코르

동 블루를 수석 졸업한 진경수 셰프의 트렌드

를 쫓지 않는 정통요리에 대한 고집 때문은 아

닐까?

위치:	서래마을

영업시간:	12:00~15:00,	17:30~23:00

전화:	02-591-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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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의료영어

한국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실제 의료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영어회화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성형외과에

서 사용하는 영어표현과 숙어를 알아보자. 

1) The patient has been under the knife. She 

is over the moon with the results.

이 환자는 수술을 받았어요. 결과에 아주 만족하십니다.

➲	Under	the	knife에서	knife는	수술할	때	메스를	의미하여,	환자

가	수술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Over	the	moon은	16세기에	나온	

자장가의	한	구절에서	유래된	표현인데요,	그	가사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별	의미	없이	rhyme만을	맞추려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아주	

행복함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Doctor: How is Mrs. Kang doing?

강 씨는 어떤가요?

Nurse: Considering she’s just been under the knife she 

seems to be very chirpy.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치고는 꽤 쾌활하세요.

Doctor: That’s great news! It gives me a great sense of 

satisfaction when the results turn out so good.

좋은 소식이군요. 결과가 좋을 때 전 만족감을 느껴요.

Nurse: You are a great surgeon! Mrs. Kang is so happy. 

She’s over the moon with how they look!

당신은 훌륭한 의사예요. 환자분께서 행복해하세요. 결과에 

아주 만족하십니다. 

 

2)The man’s forehead is wrinkled as a prune 

it has more creases than a cricket pitch. Some 

Botox will iron out the wrinkles.

그 남성분의 이마에 주름이 아주 많아요. 보톡스를 맞으면 좀 

펴질 것 같아요. 

➲	Prune은	말린	자두로,	좀	큰	사이즈의	건포도처럼	생겼고,	

crease는	cricket	게임에	그려진	선들을	뜻하며,	둘	다	얼굴의	주름



NOVEMBER  85

Maven	Language	Center

분당	서현역과	서울	시청역에	위치한	1:1	영어회화전문	메이븐	랭귀지	센터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자주	접하는	의료인들을	위한	

‘의료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영어회화를	원어민과	1:1로	배울	수	있어	

매우	효과적으로	회화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도움말	｜메이븐	랭귀지	분당센터	고미진	팀장

상담문의	:	분당점(031-552-1105),	시청점(02-736-1105)			www.themavens.co.kr

Receptionist: Hello Dr. Kim, I had Mr. Kang on the 

phone earlier. He is really unhappy with the way his 

nose turned out.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아까 강 씨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코 성형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대요. 

Doctor: Well, we don’t want to put anyone’s nose out of 

joint do we?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해선 안 되지. 

Receptionist: Certainly not! Mr. Kang feels he’s 

paid through the nose for his surgery so he expects 

perfection.

그럼요. 그 환자분께서는 비용이 비쌌던 만큼,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십니다. 

Doctor: Hopefully after the swelling has completely 

gone he’ll see the true beauty in my work. Then he may 

understand why our prices are so high.

부기가 완전히 빠지면 진짜 아름다운 결과를 보실 거에요. 그

럼 저희의 가격이 왜 그렇게 비싼지 이해하실 거예요. 

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들입니다.	Iron은	보통	옷의	주름을	펴는	

다리미질을	의미하는데	‘얼굴의	주름을	펴다’라고	비유적으로도	역

시	사용됩니다.	

Doctor: Good afternoon Mr. Kang! How can I help you?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Mr. Kang: I am very unhappy with how my forehead 

looks. It has more creases than a cricket pitch.  

제 이마가 마음에 안 들어요. 크리켓 피치에 그려진 선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Doctor: I don’t think it’s that bad but we could try some 

Botox if you want to try to iron out the wrinkles?

제가 보기엔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지만, 주름을 펴고 싶으

시면 보톡스를 맞아보시죠. 

Mr. Kang: I will try anything Dr.! My wife told me I look 

as wrinkled as a prune the other day!

무엇이든 괜찮아요. 얼마 전엔 제 아내가 제 얼굴이 말린 자두 

같다고 했어요. 

Doctor: Ok Mr. Kang we can probably fit you in today as 

it is a simple procedure. 

알았어요. 간단한 시술이니 오늘도 가능할 거예요. 

3) The patient paid through the nose for his 

surgery and is not happy with the result so 

his nose is put out of joint.

환자가 비싸게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아주 화가 났어요. 

➲	Pay	through	the	nose는	pay	an	arm	and	a	leg와	같은	의미

로	아주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Put	nose	out	of	joint를	직역하면	

코를	부러트리다	인데요,	이를	빗대어	기분이	아주	상했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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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의사 11월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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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4일(목)까지

                   (24일 이전 소인에 한정)

보내주실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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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사’ 담당자

Tel : 02-3272-2052 ‘서울의사’ 편집부

FAX : 02-3272-2053

e-mail : seongju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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