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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및 노약자를 위한 무료진료 및 이동진료를 시행하여 그들의 건

강 수준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무료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사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과 

이·미용 봉사활동 등 다양한 계층을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계 각계각층에서 후원을 받아 의약품 및 후원

금 등을 불우이웃 돕기 행사 등에 비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으며, 서울시의사회의 각종 행사 시 ‘사랑의 쌀’ 모금활동을 해 사회복지단체에 후

원하는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 사업은 서울의 25개 구의사회와 지역 소재 병원 등 각 직역 의료단체들과 협력 및 유기적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의료복지의 종합

적 접근 시스템을 마련하고 의료복지사업 서비스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의료계 내의 상호화합을 다

져 의료복지실천의 기반을 마련,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로 진료 및 검사, 의약품 등을 제공하여 한국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경

감하는 것은 물론 소외계층 인권보호를 통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나미 피해 발생 당시 ‘서울시의사회 의료

봉사단 긴급구호대’를 결성하여 최대 피해 지역인 인도네시아 주민들을 무료진료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하였고, ‘2009 아시아평화의료대장정’에 

주관사로 참여하여 일주일 동안 중국 신장지역을 순회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위구르인을 주 대상으로 무료진료 활동을 하는 등 

국제사회 내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 의료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료진료 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사회

에 소외된 이웃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Seoul Medical Association Medical Corps

의료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 유지를 돕고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증진 도모

｜후원단체｜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동광제약, 동아ST, 명문제약, 미래제약, 보령제약, 삼일엘러간, 신풍제약, 영진제약, 위더스제약, 오라클코스메틱, 

UCB코리아, 유한양행, 종근당, 한국얀센, 한미약품, 한국파마, 화이자제약,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서울특별시

다양한 계층을 위한 다방면의 봉사,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후원문의｜TEL: 02-2676-9030~1   FAX: 02-2676-9036

｜후원계좌｜신한은행 100-020-035444   예금주: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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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의학 정보를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싶어요”

꽉 선생, 몸 지킬 박사, 해랑 선생…. 

캐릭터들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등장

한다. 그런데 모두 머리카락 네 가닥

이 삐쭉 솟은 민머리에 검은 테 안경

을 쓰고 있다. 심지어 입은 옷도 똑같

다. 캐릭터를 보다 보니 묘하게 낯이 

익다. 정민석 교수가 웃으며 말했다. 

“저예요. 정말 비슷하죠?”

정민석 아주의대 해부학교실 교수

서 울 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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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교실이 있는 3층에 도착하자 육중한 실험실의 기계음이 들려왔다. 해부학교실이 주는 남다

른 분위기 탓에 좀처럼 떼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교수실 쪽으로 나아가자 입구에 나와 

기다리던 정민석 교수가 반갑게 맞아준다. 일요일 오전, 등산을 다녀와 편한 등산복 차림의 그가 친

절하게 자신의 교수실로 안내했다. “신발은 벗고 편하게 들어오세요.” 바닥에 깔린 나무장판 때문인

지 정 교수의 따뜻한 환대 덕분인지 교수실로 들어서자마자 편안함과 아늑함이 느껴졌다. 흔히 한 사

람이 머무는 공간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레 그의 성격도 보인다고 한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 말에 고

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연구실 곳곳에서 느껴지는 소탈한 성품은 그가 그린 4컷 만화에서도 엿

보였다. 화려한 기교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고자 했다는 정 교수의 설명대로였다. 피식

피식 웃음이 새어 나오는 그의 만화처럼 대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만화를 그리는 의사이자 해부학 교수, 어쩐지 낯설다 

국내에선 제가 처음이자 유일할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학계에서도 해부학자가 이렇게 

만화를 그리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해요. 그래서 영문으로 번역한 학습만화 <해랑이, 말랑이(Anna 

& Tommy)>를 소개한 논문이 SCI 국제 학술지에 실릴 수 있었죠. 유례가 없던 일이에요.

언제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나

40세가 되던 해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전임강사, 조교수를 지나 드디어 정년 보장을 받

았거든요. 비로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새롭게 해볼까 고민하다가 만화를 골랐습

니다. 어릴 때 만화를 그리고 싶어했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만화를 보기만 할 때 저는 조금씩 그리기

도 했었어요. 만화가가 되고 싶었죠. 길창덕 화백의 <꺼벙이>를 무척 재밌게 봐서 명랑만화를 그리

고 싶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고 일도 하느라 40세까진 만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큰 고비

를 넘기니 어릴 때의 꿈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

서 그림 솜씨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요. (웃음) 제가 지금 55세니 손으로 꼽아보면 15년 동

안 만화를 그린 거네요.

 

지금까지 어떤 만화를 그려왔는지 궁금하다

맨 처음에 발표한 만화는 <해랑이, 말랑이>라는 학습만화입니다. 해부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연구비를 받아 발표했어요. 그림은 전문 만화가에게 맡겼고요. 

직접 그린 만화는 <꽉 선생의 일기>인데, 과학자들과 일반인들 모두 가볍게 볼 수 있는 만화예요. 또

한 <해랑 선생의 일기>, <몸 지킬 박사> 등 다양한 작품을 꾸준히 이어서 연재했습니다. <해랑 선생

의 일기>는 900편 이상 연재해 왔어요. 이 만화를 연재하면서 책 <해부하다 생긴 일>도 펴내고 인세

도 꽤 많이 받았죠. 국립과천과학관에도 제 만화가 전시돼있고요. 만화로 돈을 버는 것보다 많은 사

람이 제 만화를 봐주는 게 더 즐거워요. 저는 직업 만화가가 아닌 취미 만화가니까요. 제 만화를 웹 

사이트(anatomy.co.kr)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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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만화를 그리나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의학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

하고 싶어서 만화를 그려요. 사람들은 우리 의사들이 굉장히 

어렵고 멀다고 느끼거든요. 정도의 문제지만 환자가 의사를 

어렵게 여길 필요도 있고, 또 가깝게 느낄 필요도 있어요. 저

는 좀 더 가까워지길 바라요. 그러려면 의사들이 노력해야 합

니다. 그런 수단 중 하나로써 만화가 있는 거고요.

의사가 그린 만화로 환자들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럼요. 만화는 좋은 미끼예요. 사람들이 글을 잘 안 읽잖

아요. 하루에도 그렇게 많은 신문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하

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저 

읽고 싶은 내용을 골라서 읽는 거죠. 그런데 만화는 무조건 

보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이끈다는 거예요. 또 신문에 실리

는 시사만화가 영향력을 가지듯 의사들의 고충이나 의료 시

사적 내용을 담은 만화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겠죠. 여기에 전

문성을 지닌 의사가 의료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환자에게 전

달하면 환자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지 않나

만화를 그린다고 하면 많이들 얕잡아보고 제게 의사, 교수

의 체면을 떨어뜨린다고도 말해요. 하지만 그런 욕쯤은 각오

하고 있었어요. 남다른 사람들은 원래 욕을 많이 먹어요. 성

공한 예술가들도 다 튀었잖아요. 튀니까 성공했죠. 화가 이중

섭도 개성이 있으니 유명해진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유명

해지긴 했지만요. (웃음) 마찬가지로 저는 만화도 개성이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선 다른 예술과 크게 다르지 

않죠. 순수예술, 대중예술은 있지만 고급 예술, 저급 예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화는 대중예술인 거죠. 인식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나

놀면서 얻어요. 그래서 만화가 좋죠. 놀 명분이 생기거든

요. 놀면 놀수록 좋은 만화가 나와요. 의대에 다닐 땐 낙제를 

한번 했을 정도로 놀기만 했어요. 그런데 전 그게 정말 자랑

스러워요. 노는 게 남는 건데 철없이 공부만 했으면 만화도 

못 그리고 큰일 날 뻔했죠. (웃음)

노는 방법이 특별할 것 같다

똑같아요. 혼자 여기저기 걸어 다니며 여행도 하고요. 좋

은 사람들과 어울려 놀면서 재미있는 얘길 하다 보면 아이디

어가 나와요. 저처럼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요. 

제가 의생명과학 만화 연구회의 회장인데 회원들이 10명쯤 

됩니다. 가끔 모여서 발표회도 하거든요. 말로만 하면 한계가 

있으니 슬라이드로 각자의 만화를 보여주면서 근황을 알리는 

거예요. 다들 그런 얘긴 합니다. 앞으로 회원 수가 많아지면 

우리만의 학회를 여는 것도 좋겠다고요. 그러려면 만화를 그

리는 의사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기초의학보다는 임상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만화를 그리는 데 더 유리하거든요. 많은 분이 

만화에 관심을 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

요. 그림을 못 그려서 망설여진다면 제가 그린 만화를 보시면 

돼요. (웃음) 콘텐츠가 있으면 그림은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있으니 괜찮고요.

만화를 그리며 힘들 때도 있을 텐데

만화는 글보다 까다로워요. 글이 쉽거나 재미있지 않아도 

몸 지킬 박사

속으면 안 된다(동아일보 연재중)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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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고 넘어가는데 만화는 그렇지 않아요. 어렵거나 

재미없으면 화를 내거든요. 기대한 만큼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

를 그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채찍질을 해요. 저도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재

미있는 만화를 그릴 수 있을지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합니다. 그런데 힘

들어야 재밌어요. 컴퓨터 게임도 힘든 걸 넘어서야 재미있잖아요.

구상하는 차기작이 있나

저는 제가 잘 아는 걸 그리고 싶어요. 등산과 여행을 좋아하니 나중에 

등산 만화와 여행 만화를 한번 그려보고 싶고요. 만화를 그릴 때 맞춤법

이 틀리면 안 되니 나름대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쉽고 재미있는 맞

춤법 만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그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정년까지 10년 남았거든요. 정년 후에는 시간이 많이 남으니 만화를 

더 그릴 수 있어요. 벌써 기다려집니다. 많이들 정년 이후를 걱정하는데, 

가장 좋은 건 자신의 직업과 취미를 융합하는 거예요. 제가 모범을 보이

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이모작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 드리

고 싶어요. 노후 계획은 누구에게나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노후에 재

능기부를 하며 명예도 얻고 용돈도 조금씩 벌면 좋잖아요. ‘Contribute, 

and be honored.’를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어떤 일을 

시작하면 금방 지치고 피곤해지는 반면 자기 만족으로 명예를 얻고자 하

면 일이 쉽고 즐거워져요. 저는 40세에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이 좀 더 일찍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만화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듯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요.

마지막으로 꿈꾸는 미래가 있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쉽고 재밌어졌으면 좋겠어요. 딱딱하게 경직되지 

않고 말랑말랑하고 유연한 사회요. 하다못해 신호등 옆에 쉽고 재미있는 

만화나 그림이 있는 거죠. ‘미안하지만 신호를 안 지킨 사람은 목숨도 안 

지킵니다.’ 같은 짤막한 글과 그림이 있으면 재미있으면서도 강렬하게 

다가오잖아요. (웃음) 그런 사회로 나아가려면 암기 위주의 교육이 아닌 

이해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런 일은 전문가가 할 수 있거든요. 그

런데 전문가들이 본인들만 아는 어려운 용어를 자꾸 고집하면 쉽고 재미

있는 데서 멀어져요.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서도 멀어지는 거거든요. 전

문가들이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면 그만큼 국민들과 거리도 가

까워져요. 저는 특히 의학 분야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꽉 선생의 일기

북돋기 위한 말장난

해랑 선생의 일기

해부학 용어 외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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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연구하고 결과의 좋고, 나쁨을 
알리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대학병원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연구

가 바쁜 개원가에서도 꽃을 피우고 있

다. 그중에는 의미 있는 데이터 연구를 

통해 환자들에게 질 좋은 진료를 제공

하려 힘쓰는 류익희 원장이 있다. 그

가 진료에 쫓기는 와중에도 연구에 열

의를 다하는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 

았다. 

류익희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의원 대표원장

서 울 의 사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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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에 집중하는 개원의들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금은 나를 비롯한 많은 개원가 선생님들이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나보다도 훨씬 훌륭한 연구를 하고 계신 개원의 선생님들이 여러 분야에 계신다.  

언제부터 연구를 시작했나 

병원 특성상 시작하게 됐다. 안과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6~7개의 분과가 있다. 그중에 시력교정수술 

분야가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시력교정수술을 하는 경우는 손에 꼽힐 만큼 드물다. 따

라서 현재 시력교정수술은 개원가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주도해나가려면 진화와 

발전은 필수다. 비앤빛은 규모가 큰 편으로 연간 1만 2천 건 정도의 수술을 한다. 이렇게 쌓아놓은 빅데

이터들을 사장하기보다는 분석하고 연구해 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력교정수술 분야를 주도하기 위함인가  

결국 수술 사례가 많은 의료기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 같은 의료기관은 데이터가 많으므로 연

구를 통해 의학발전을 위한 임상경험과 정보를 사회적으로 나눌 수 있다. 나아가 우리도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역할이다. 무엇보다 굴절교정수술처럼 빠른 속도로 진

화하는 수술이 없다. 손 놓고 있으면 바로 뒤처진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새로운 수술법 등이 

나오면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입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결과의 좋고, 나쁨을 알

리는 역할이 우리 안과의 포지션 중 하나다. 

 

최근 ‘스마일라식 안전성 연구’가 미국굴절교정학회지 JRS에 등재됐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면이 없지 않다 

기존 라식, 라섹은 액시머레이저를 이용해 각막을 태워 원하는 도수만큼 깎아내는 수술이다. 하지만 

스마일라식은 펨토초레이저로 각막 표면을 손상하지 않고 그대로 투과한 다음 각막을 분리해서 필요한 

만큼을 교정한다. 라식, 라섹처럼 각막을 깎는 것이 아니라 각막을 분리해서 얇게 만드는 수술이다. 완전

히 다른 개념의 수술이다. 일반외과 선생님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존의 라식, 라섹이 개복수술이라면 

스마일라식은 복강경 수술이다. 또한 스마일라식은 라식과 라섹의 장점만 취합·적용한 수술이다.  

 

일반인들에게 스마일라식의 인지도는 어떤지 

예전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상태다. 다만 확장성이 떨어진다. 이유는 한 회사에서 만드는 한 장비만으

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식을 할 수 있는 레이저는 여러 회사에서 다양하게 나온다. 취향이나 특

성에 따라 고를 수 있다. 반면에 스마일라식을 할 수 있는 레이저는 딱 하나다. 더군다나 상당히 고가다. 

구매 가능한 여력이 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 국내에 20~30곳만 레이저가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

다. 하지만 향후 굴절교정수술 시대에 스마일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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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안과 의사를 꿈꿨나

아이들을 좋아해서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려고 했다. 그런

데 인턴을 하면서 생각했다. 나만의 고유한 전문성을 더 인정

받고 싶다고. ‘그게 뭘까?’ 고민하다가 소아안과를 떠올렸다. 

레지던트, 석사 과정에서 소아안과를 전공했다. 

소아안과와 시력교정술 분야는 차이가 있는데 

석사 과정 시절 소아안과를 전공하며 논문을 썼다. 어린이들

에게 생기는 사시, 그 원인이 되는 눈 속 조절력과 렌즈삽입술

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다. 당시 논문을 쓰며 굴절수술에 

대해 많이 공부했다. 어쩌다 보니 끝까지 소아안과를 못하게 

됐고 결국 굴절교정수술을 업으로,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됐

다. 소아안과를 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안과를 시작했다. 하지

만 내 선택에 후회는 없다. 

관련 기사를 읽다 부친의 백내장 수술을 직접 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다 지나간 일이다. (웃음) 처음에는 다른 원장님께 아버지를 

부탁하려고 했다.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하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런데 여러 선배님이 말리더라. VIP 신드롬이

라고, 분명히 긴장해서 실수할 수 있다고…. 결국 내가 직접 아

버지를 수술했다.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가족이 아닌 그냥 환자

일 뿐’이라고 마인드컨트롤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고, 아

버지도 지금까지 만족해하신다. 나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부친을 직접 수술한 것처럼 의사의 삶을 살면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꽤 있었을 텐데 

모든 환자가 다 보람 있었지만, 두 분이 떠오른다. 한 분은 작

년에 교회 목사님 부탁으로 만났다. 판자촌에 거주하시는 독거

노인이셨는데, 교통비가 없어 양재동에 위치한 교회까지 2시

간을 걸어 새벽예배를 나오신다는 얘길 들었다. 어느 날 그 어

르신께서 봉사단체를 통해 검진을 받으셨는데 백내장으로 인

해 한쪽 눈이 거의 실명 단계라더라. 목사님께서 돈 받지 말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수술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셨다. 그래서 

어르신을 수술해드렸고, 다행히 시력이 좋아지셔서 열심히 교

회에 나오고 계신다. 또 공보의 할 때 만난 6.25 전쟁 참전용사

로 보훈대상자였던 어르신이 기억난다. 그분은 한쪽 눈을 전쟁

할 때 잃으셔서 나머지 한쪽 눈으로 남은 삶을 사셨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의 나머지 한쪽 눈을 수술해달라고 하셨다. 당시 

안과 전문의가 된 지 얼마 안 된 공보의라 굉장히 무서웠다. 수

술이라는 건 늘 잘 될 수가 없는 법인데 만약 잘못되면 그분은 

아예 앞을 못 보시게 되니까 말이다. 결국, 수술을 했고 결과도 

좋았다. 어르신께서 좋아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훈훈한 일화다 

그렇다면 지금도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나 

사회봉사활동은 현재 우리 안과의 하나의 사업이자 목표다. 

최근에도 비앤빛의 이인식 원장과 강은민 원장, 직원 두 분이 

미얀마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자원봉사를 했다. 국내외를 통틀어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갈 생각이다. 

사회봉사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독서클럽이 있다. 2주에 한 번씩 신청자끼리 모여 인문학책

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이다. 나도 열심히 참여

한다. 최근에는 <언어의 온도>가 좋았다. 독서클럽을 통해 서

로 생각의 문턱을 낮추게 된다. 그리고 담임반 제도가 있는데 

원장님 10명이 각각 소속인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 맥주

도 마시고 야구도 보러 간다. 소속인원들은 전부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다. 덕분에 다른 부서끼리 친밀감이 생기고 서로 힘든 

부분을 이해하게 됐다.  

화목한 분위기는 곧 환자들도 느낄 것 같다 

당연하다. 직원이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물으면 환자도 느낄 거다. 분명 큰 차이가 있

다. 환자를 가까이 대하는 직원들의 표정이나 생각은 무척 중

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끌어올릴지 늘 고민한다.  

 

향후 계획에 대해 듣고 싶다

우리나라 굴절교정수술을 이끄는 단일기관으로서 향후 어떻

게 발전해나갈 것인가가 고민이다. 어찌 보면 지금은 라식 시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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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주도하는 입장이라, 이 시장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나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장비에 투자하면서 고객의 만족을 창출하려면 그만큼 선투자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왜곡되

지 않게 지탱해주는 것, 환자들에게 돈만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장비에 투자해서 환자들이 더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

게끔 만드는 것, 시장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다고 

본다. 이게 앞으로의 계획이고 나아갈 방향이다. 

또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 인터뷰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한 활발한 연구다. 거

의 빅데이터화된 것들을 잘 분석해 한국인에게 잘 맞는, 또는 

특정한 그룹에 맞는 정확한 시술법을 개발하고 환자들에게 쉽

게 적용해주고 싶다. 아울러 그동안은 천편일률적으로 젊은 환

자들의 시력교정수술에만 주력해왔다. 그러나 시력교정술을 받

지 못하는 유아·청소년 환자나 이제는 주류가 되어버린 노년

층 환자까지 토탈 케어하는, 전 가족을 돌보는 안과가 되길 바

란다. 이를테면 한 가족의 아이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개

인으로 보면 어릴 때 이 안과를 방문해 관리받은 아이가 청년이 

되어 시력교정수술을 받고, 노인이 되어 녹내장·황반변성 질환 

관리를 받다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것. 한 가족, 한 개인의 일생을 

책임질 수 있는 병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남은 숙제다.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한 마디가 있나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나까지 전해지는 가훈 ‘류수

부쟁선’이다. 흐를 류(流), 물 수(水), 아닐 부(不), 다툴 쟁(爭), 

먼저 선(先). 즉,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는 의미다. 내

가 뭘 잘해서 앞서나간다고 해도 결국 큰 흐름 안에서의 미묘한 

차이일 뿐이다. 개인적인 욕심내지 말고 모든 일을 순리에 맡기

는 게 바른길 아닐까.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듯 순리에 나를 맡

기고 나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노력 중이다. (웃음) 나이가 들수

록 순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한 가족, 한 개인의 일생을
책임질 수 있는 병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남은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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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ocus

다양한 신체 부위의 건강을 챙기면서도 귀 건강에 대해선 소홀한 경우가 많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으로만 생각할 뿐,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생소해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매년 9월 9일은 귀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제정된 귀의 날이다. 

청각뿐 아니라 몸의 균형감각까지 관장하는 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귀 질환 정확히 알고 
건강 지키기

Special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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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건강 위협하는 염증, 중이염

중이염은 중이강 내에 발생하는 모든 염증성 변화를 총칭하

는 질환명이다.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으나, 임상 

소견에 따라 급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으로 분

류한다. 만성 중이염은 고막 안쪽인 중이, 그리고 중이와 연결

된 귀 뒤쪽 머리뼈의 일부분인 유양돌기에 염증이 존재하는 상

태다. 만성 중이염은 고막이 천공된 소견을 보이는 천공성(비진

주종성) 만성 중이염과 고막의 천공 여부와 관계없이 진주종 형

성이 나타나는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1)반복되는 재발…만성 중이염

대부분의 급성 중이염은 후유증 없이 치유되지만 때에 따라

서 다시 염증이 재발하거나 지속되는 재발성 중이염과 삼출성 

중이염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후에도 염증이 완전히 치료

되지 않으면 만성 중이염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떠한 요인에 의

해 중이와 유양돌기 내의 급성 감염이 만성 염증으로 발전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이관기능의 장애도 

만성 중이염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만성 중이염은 재

발하는 염증과 지속적인 이관 기능장애에 의해 중이강과 유양

돌기에 염증의 지속과 병변의 악화를 유발하여 발생한다.

“귀에서 고름이 나와요”

만성 중이염 환자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귀에서 고

름이 나오는 ‘이루’다. 대부분의 만성 중이염 환자에게 간헐적

인 이루가 나타나며, 급성 감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지속적인 활

동성 이루가 나타난다. 청력 장애는 대부분 전음성 난청의 형태

로 순음 청력검사에서 심한 기도 청력 손실이 특징적으로 나타

난다. 귀의 통증과 현기증도 만성 중이염 환자의 증상으로 나타

날 수 있다. 만성 중이염은 증상과 고막 관찰로 비교적 쉽게 진

단할 수 있는데, 이경이나 현미경 또는 내시경을 통해 외이도, 

고막, 중이 점막의 상태를 검사한다. 이루가 있으면 세균배양과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하기도 한다. 순음 청력검사를 비롯한 여

러 가지 청력검사를 시행해 만성 중이염에 의한 난청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 CT를 통해 중이염의 범위, 이소골 

및 주변 골조직의 파괴 여부, 내이 구조물에 대한 침범 여부 등

을 알아본 후 수술을 비롯한 치료방법을 결정한다.

합병증 위험 줄이는 꾸준한 치료

만성 중이염 치료의 목적은 염증 제거와 재발 방지, 청력 회

복, 그리고 합병증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과적 치료와 수

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내과적 치료는 근본적인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 보존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의 위험성이 높을 때 시행한다. 이비인후과 외래에

서의 염증 치료, 점이액, 항생제 투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성 

중이염의 염증은 비가역적이므로 약물치료로는 완치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염증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수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 

보통 만성 염증이 존재하는 유양돌기 뼈를 제거해주는 절제술

과 중이 내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고막을 새로 만들어주는 고

실 성형술이 함께 이뤄진다. 만성 중이염에 대한 수술 부위에는 

안면신경, 달팽이관, 뇌, 큰 혈관 등 위험한 구조물이 많아 수술 

자체가 무척 까다롭다. 또 수술 후에는 수개월 동안 외래 통원 

치료가 필요한데, 통원 치료를 잘 받아야 비로소 완치될 수 있

다. 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한 번의 수술로 청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염증이 심하면 수술 후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먼저 

하고 그 후 청력 개선을 위한 수술을 또 하는 경우도 있다.

(2)골조직도 파괴하는 진주종성 중이염

진주종(Cholesteatoma)은 점막으로 구성된 중이강 내로 피

부 상피조직이 침입하여 각질을 축적하며 주위의 골조직을 파

괴하는 질환이다. 진주종은 만성 중이염에서 골 파괴를 유발해 

난청, 현기증, 안면신경마비와 두개내 합병증을 유발하는 중요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선천성 진주종과 후천성 진주종

으로 분류하는데, 후천성 진주종은 이관의 기능장애로 중이강

에 음압이 발생하여 고막 일부분이 내측으로 내함되며 발생하

는 경우와 기존에 존재하는 고막의 결손 부위를 통해 외이도의 

피부가 중이강으로 자라 들어가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정상 

고막 내측에 백색의 종물로 나타나는 선천성 진주종은 평균적

으로 4~7세 사이에 발생한다.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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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특징이다.

“고름에서 심한 악취가 나요”

주된 증상은 이루, 전음성 난청이다. 진주종성 중이염 환자의 이

루는 양이 적고 점액성으로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다. 진주종은 주

변의 뼈를 파괴하면서 진행하므로 이소골의 손상에 의한 심한 난청

이나 수평반고리관 손상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동반할 수 있다. 심

한 경우엔 안면신경마비나 뇌 합병증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진단 

이후 빠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진주종성 중이염을 진단할 때

는 이경이나 현미경 또는 내시경 검사와 이루에 대한 세균배양, 항

생제 감수성 검사, 순음 청력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청력검사가 

시행된다.

빠른 수술적 치료가 필수

진주종성 중이염은 주변의 뼈를 파괴하면서 점차 진행해 여러 가

지 합병증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

다. 선천성 진주종의 경우 조기발견이 중요하며 치료로는 수술을 

통해 병변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능하면 청력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수술 방법과 수술 후 치료는 비진주종성 만성 중이염과 같

다. 진주종이 광범위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침범해 한 번의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음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잔존 진주종을 제거하기 위한 2차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오직 내 귀에만 들리는 소리, 이명

외부의 소리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 내부에 발생하는 소리

를 귀 또는 머릿속에서 듣는 현상을 이명증이라 하며, 이때 발생하

는 이상 음감을 이명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명으로 내원하는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명의 원인은 소음이나 외상, 약

물, 염증 등으로 다양한데, 그중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도 포함된

다. 그 외에도 청신경의 감각 이상, 혈관 경색, 자율신경 부조화, 청

각기 및 뇌 혈류장애, 중이 및 이관 주위 근육의 과긴장 등 환자마

다 그 기전이 다르다. 이명은 남자에게 많이 발생하며, 20∼50대에 

처음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

이명의 원인을 찾아서

이명증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을 청취해 원인이 될 

이명의 원인은

소음이나 외상, 약물 등으로 다양한데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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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것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다. 원인이 뚜렷한 이명은 치료가 

쉽고 빠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치료하기 까다롭다. 검사를 

통해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 청신경 종양을 비롯

한 두개내 질환이나 갑상선, 혈액 등 전신 질환 여부를 확인해

야 한다. 다음으로는 이루, 두부 외상, 소음 노출, 이독성 약물 

사용 및 알코올 중독 등의 과거력, 사회력, 가족력 청취가 필수

적이다. 또한 신경이과학적 검사와 두경부의 청진이 중요하고, 

타각적 이명과 자각적 이명을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표준

순음 청력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청력검사가 필요하며, 때에 따

라 영상검사로는 자기공명영상 촬영, 혈관조영술이 필요할 때

도 있다. 그 외에도 혈액검사, 알레르기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명의 다양한 치료법

①약물: 이명을 경감시키거나 이명증에 따른 우울, 불안과 수

면 장애를 도와주는 약제가 있다. 또 내이의 혈액순환을 도와

주는 개선제와 비타민, 아연 등이 함께 사용된다.

②스테로이드 주사: 고실 내에 주사한 스테로이드는 내이의 

이상 흥분을 개선해 이명을 줄이는 작용을 한다.

③차폐요법: 특정한 장치를 통해 외부에서 신경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음을 지속해서 들려주며 이명을 느끼지 않게 한

다.

④보청기: 청력을 증강하고 동시에 이명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청력 소실이 같이 있는 이명증 환자에게 효과적이

다.

⑤이명 재훈련: 이명에 대한 불안감, 걱정, 잘못된 인식, 불면

증, 우울증 등의 정서적·감정적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치료다. 즉 이명을 의미 없이 자연스러운 소리로 인식하도록 

신경회로망에서 재편성하며, 꼭 필요하고 중요한 소리와 구별

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현재까지의 치료법 중 가장 높은 효과

를 보인다. 그러나 장기간의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해 중간

에 포기하지 않도록 인내가 필요하다.

⑥수술요법: 인공와우나 이명 억제장치를 이식한다. 또 이명

의 원인별 수술요법이 있다.

어지럼증과 이명, 난청이 동시에…메니에르병

메니에르병은 갑작스럽게 내이의 림프액이 많아져 어지럼증

을 일으키는 병이다. 40대 전후에 자주 생기며 70~80%의 확률

로 한쪽 귀에서만 발생한다. 대개 이충만감 등의 전구증상을 가

지며 저음부의 감음성 난청과 이명을 동반하기도 한다. 보통 메

니에르병은 예고 없이 발작적으로 찾아오는 주기적인 어지럼

증과 함께 이충만감, 이명, 난청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전

형적이다. 이외에도 비전형적인 형태로 어지럼증이나 특정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한 관찰과 검사가 필요

하다.

메니에르병 진단하고 치료하기

메니에르병을 진단하기 위해선 임상 증상, 청력검사, 전정 기

능검사 등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는 임상 증상이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어지럼증과 이명, 난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메

니에르병은 치료를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데, 급성기에는 

어지럼증, 오심, 구토 등을 억제하기 위해 진정제, 이뇨제 등을 

먹는다. 그 외에도 혈관확장제, 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하기도 하

며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방

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약물치료는 저염식(일일 나트륨 섭취

량 1g) 같은 식이요법과 함께 술, 담배, 커피, 스트레스, 과로 등

을 회피하고 충분한 수면으로 육체적 피로, 불면 등을 회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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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수술적 치료는 고막을 통해 약물을 직접 주입하여 전정신경을 파괴하거나 내

림프낭 감압술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돌발성 난청

이비인후과 질환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질환의 하나인 돌발성 난청은 확실한 원인 없이 수 시간 또는 2~3일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때로는 이명이나 현기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청각손실의 정도

는 경도에서 완전손실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한쪽 귀에 발생한다. 대부분 회복되지만 일부에서는 완전히 회복

되지 않으며, 드물게는 양측에 난청이 발생해 생활에 많은 불편과 장애를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서 한쪽 귀의 청력손실을 감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육체적·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자주 발생한다. 돌발성 

난청은 30~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빠른 진단은 완치로 가는 지름길

돌발성 난청의 발생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다.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예후가 다양한 만큼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된다. 바이러스 감염과 혈관 장애가 주된 발병기전으로 추측되며, 그 

외에도 자가면역성 질환, 청신경종양 등이 알려져 있다. 교통사고 등에 따른 두부 외상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모세포를 손상하거나 내이출혈을 일으켜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돌발성 난청은 초기에 발견해 치료

하는 것이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빠른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인 청력검사와 정밀 청력검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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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의 정도를 알고 다른 원인 질환을 감별하도록 해야 한다. 

종양 발생의 감별을 위해 MRI 등 방사선학적 검사와 함께 다른 

내과 질환이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혈액검사와 염증성 질환 

검사 등을 하는 것이 좋다.

치료의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돌발성 난청은 추정되는 

병인에 따라 다양한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스테

로이드와 같은 항염증제를 사용하며,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액

순환을 개선할 목적으로 혈액순환 개선제와 혈관 확장제 등을 

사용한다. 또한 항바이러스제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제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귀에 직접 주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치

료는 환자의 절대안정을 원칙으로 하고, 약물 투여와 함께 청력 

검사를 통해서 치료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돌발성 난청은 치료

를 받지 않아도 보통 2주 안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

로 환자의 3분의 1이 기존의 정상적인 청력을 되찾지만, 나머

지는 청력이 40~60데시벨 정도로 감소하거나 완전히 잃어버

릴 수도 있다. 난청이 심할 경우, 현기증이 동반된 경우, 치료가 

늦은 경우일수록 회복률이 낮다. 특히 양쪽 귀에 모두 발병해 

회복되지 않는 경우 보청기 등의 장치를 통한 청각 재활을 고려

해야 한다. 만약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문장이

해 검사 결과가 불량하면 인공와우 이식술까지 고려할 수 있다.

현대사회가 낳은 재해, 소음성 난청

산업화로 인해 기계 문명이 발달하며 생활환경의 소음이 증가

함으로써 소음성 난청이 주요 질환으로 떠올랐다. 소음이란 괴

롭고 원치 않는 대단히 큰 소리를 일컫는데, 대표적으로 공장 기

계, 총기, 자동차, 증폭된 음악, 광고 방송 등을 들 수 있다. 나이

가 듦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성 난청과 함께 소음성 난청은 현대

사회에서 회복되지 않는 청력손실을 초래하는 주원인이다. 소음

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치유되지 않는 질환인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소음성 난청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전 인구

의 약 1.7%가 소음성 난청에 의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남성 대부분이 군 복무에 따

른 총기 소음에 노출돼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잘 안 들려요”

가장 흔한 증상은 일정한 소음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대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소음성 난청 환자는 주로 고음역에서 

청력이 떨어져 있어 여성이나 어린이처럼 높은 음조를 가진 사

람과 대화할 때 어려움을 호소한다. 또 소음성 난청은 간혹 이

명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초기에는 고음이 잘 들리지 않을 

뿐이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증상이 심

해지면서 자신의 말소리가 커지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

해 자꾸 되물어보게 된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이명과 어지럼증 

같은 귀 관련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순음 청력검

사를 통해 4kHz 부분에서의 난청 소견 확인이 가능하다. 또 여

러 검사를 통해 정밀한 진단과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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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법 없는 소음성 난청, 예방이 최선

소음성 난청의 발생과 진행 정도는 개인별 차이가 있어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없다. 다만 소음성 난청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데, 그 방법으로는 작업장의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을 감소시키는 것이 

유일하다. 하지만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작업장에서 소음을 감소시키

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음환경에서 근무하는 사

람은 개인용 청력보호 장구를 사용하여 소음을 감소시키고 소음 노출

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큰 소음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오랜 기간 소음을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기적

인 청력검사를 통해 소음성 난청을 조기 진단하고 더 이상의 손상을 예

방하는 게 중요하며, 소음과 난청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소음 허용한계

소음성 난청의 발생은 개인마다 같은 소음에 대해서도 발병 여부가 

달라져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한 소음 허용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소음 허용 한계를 정하고 있다.

약물로 청력 잃을 수 있어요…이독성 난청

이독성 난청은 여러 가지 약물과 화학물질에 의해 내이 기능이 저하

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독성 약물은 환자의 청력과 전정 기능을 파괴

하고 장애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그 약물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도 한

다. 이독성 약물에 의한 내이 손상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 

경구투여, 근육주사, 정맥주사 등 전신적 투여 또는 점이액과 같은 국소

적 투여는 물론이고, 오염된 공기의 흡입으로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증상은 투여 후 즉시 나타나거나 약을 중단한 후 수 주나 수개월 후에 지

연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증상은 일시적인 경우도 있으나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하기도 하며, 한쪽 혹은 양쪽 귀에 모두 발생하기도 한다.

소음성 난청의 발생은
개인마다 같은 소음에 대해서도
발병 여부가 달라져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1일 근무 시간 소음 강도(DBA)

8 90

6 92

4 95

2 100

1 105

0.5 110

Special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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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독성 난청 예방하기

이독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먼

저 기본 청력을 감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신의 청력 상태에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약제 투여가 끝나고 난 뒤 수개월까지도 청

력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추적관찰을 하는 것이 좋다.

이독성을 유발하는 약물의 종류

1) 가역적 이독성을 유발하는 약제
- 고리형 이뇨제

- 살리실산

2) 비가역적 이독성을 유발하는 약제
- 백금 화합물 항암제(시스플라틴)

- 아미노클리코사이드 항생제

- 마크로라이드 항생제, 반코마이신 항생제

3) 이독성 화학약품
- 중금속 중에서 비소화합물이나 수은

- 용매제로 톨루엔, 트리클로르에틸렌, 카본다이설파이드

이독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

①이독성 약물의 투여 용량, 기간

②환자의 연령(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③같이 투여하고 있는 이독성 약제

④과거에 이독성 약제의 사용 여부

⑤과거에 소음 노출 여부

⑥기존의 청각 및 평형 질환

⑦신장 기능, 간 기능 부전

⑧발열, 저혈량증, 균혈증

⑨유전적 요인

자료제공 대한이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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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드문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희귀질환은 특정 소수가 아니라 돌연변이에 의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희귀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없는 경우에도 가족 중에서 최초로 진단받을 수 있다. 

진단과 치료 모두 어려운 희귀질환은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 더욱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한다.

희귀질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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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이 옮기는 샤가스병

멕시코와 중남미의 풍토병이기도 한 샤가스병은 원생 기생충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인간 등 포유류는 매개체

가 흡혈하는 동안 기생충이 이동하면서 감염된다. 모체로부터 

태아로 감염될 수 있으며 수혈 혹은 장기 이식, 오염된 식품을 통

해서도 감염된다. 주요 증상은 심근증과 위장관계 장애로 나타

난다. 잠복기는 1~2주 동안 지속되는데, 수혈이나 이식에 의한 

감염은 최대 4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 급성기에는 식욕부진, 

두통, 발열 등으로 시작해 간비종대, 근육통, 발진, 급성 심근증, 

임파선 비대, 부종 등의 증상이 최대 8주 동안 지속된다. 이 시기

에는 현미경으로 혈액을 관찰해 기생충을 발견할 수 있으나, 증

상이 분명하지 않아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급성기 이후 

만성기 증상이 발현하기 전까지는 불확정기로, 이 기간이 10년

에서 많게는 40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으며 검사상 항체가 발견

되나 다른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시기가 있다.

샤가스병이 일으키는 증상

①심장: 샤가스병 환자 대부분은 급성기에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발열 증상만 나타난다. 소수에서는 심근심

막염이 나타나며 호흡 곤란과 심장 마비, 흉통, 부정맥, 뇌수막염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불확정기 샤

가스병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심전도 촬영이나 X-ray 검사에서도 증상이 분명하지 않다. 만성기 증

상은 급성기 증상의 후유증 또는 기생충과 숙주의 면역 반응 및 염증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데 주로 심부정맥, 

확장성 울혈성 심부전, 혈전 색전증을 일으키며 사망할 수 있다.

②위장관계: 위장관계 증상은 샤가스병에서 두 번째로 흔한 합병증으로, 치명적이진 않지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친다. 샤가스병의 위장관계 증상은 자율신경계의 신경절이 파괴돼 발생한다. 신경의 지배를 제대로 

받지 못해 위장관근이 불규칙하게 작동하며 위장관계의 운동, 분비, 흡수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 담낭과 자궁을 

포함한 모든 장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주로 식도와 대장을 침범해 확장시킨 거대 식도와 거대 대장으로 나

타난다. 섭식장애, 연하통, 식도 역류, 기침, 체중 감소 등이 상부 위장관계 질환을 암시하며 지속적인 변비, 급

작스런 복통 등이 하부 위장관계 질환을 암시한다.

증상에 따른 샤가스병 맞춤 치료

급성기의 경우 기생충을 혈액이나 조직에서 직접 찾아낼 수 있으며, 항체 검사법(간접적혈구응집법, 간접 면

역형광법, 효소면역분석법 등)을 이용하여 질병의 시기와 관계없이 진단할 수 있다. 항체 검사는 위양성(false-

positive)이 나올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이상의 검사법을 병용한다. 진단 후 치료법으로 급성기, 선천성 감염, 만

성기의 초기 단계(특히 15세 미만 환자에서)는 바로 항기생충약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19~50세 성인 환

자에게 심각한 심근증이 없는 경우, 심각한 만성 심근증으로 진행하는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항

기생충약 치료를 권고하기도 한다. 50세 이상 환자는 약제에 의한 독성 때문에 개인에 맞춰 약을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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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진행된 샤가스 심근증이 있는 경우는 항기생충약을 사

용해도 병변을 원상태로 돌리지 못하며,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

가 도움이 된다.

뇌에 구멍이 생기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변형 프리온에 의해 발생하는 매우 희귀한 퇴행성 뇌 질환이

다. 빠르게 진행하는 치매 및 간대성 근경련 등 이상운동 증상

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질병 초기에는 기억력 저하, 행동 변

화, 운동실조, 시각 장애 등이 생기며, 질병이 진행될수록 운동

능력과 인지능력이 상실되고 결국 혼수상태가 될 때까지 의식

이 나빠져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또한 매우 드물게 후

천적인 감염으로 발생(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의인성 크

로이츠펠트 야콥병)하기도 한다. 환자에게서 나온 조직(뇌, 림

프절 등)은 전염력이 있다. 증상은 초기에 감염된 후 대략 10년

이 지나야 발병하는 것처럼 보이나, 일부 사례에서 잠복기가 30

년 이상 연장되기도 한다. 산발성 크로이츠펠츠 야콥병은 보통 

50~60대에 증상이 나타나며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소해

면상뇌증, 즉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섭취함으로써 발병한다.

원인은 프리온의 돌연변이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

로 변형돼 발생한다. 비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에 직접 감염되

거나 인간 프리온 단백질의 생산을 통제하는 유전자의 돌연변

이로 발생한다고 추측된다. 정상 프리온 단백질(PrPc)은 뇌세포

의 손실과 변성을 방해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비정상 프

리온 단백질은 뇌에 축적돼 스펀지 형태의 조직 변화를 만든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신경 및 신경 운동학적 부전을 일으킨다.

드물게는 오염된 수술실 기구 또는 의학 치료 도중 사람에 의

한 직접적인 감염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의인성 크로이츠펠

트 야콥병(iatrogenic CJD)이라고 하며 각막이식수술, 뇌를 둘

러싸고 있는 막 조직의 이식수술, 뇌수술 기구가 충분하게 멸균

되지 않고 기구가 감염됐을 때, 그리고 자연적으로 뇌하수체에

서 생산되는 인간 성장 호르몬을 과거에 사용한 경우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해면상뇌증에 걸린 소고기 섭취 시 발병하는 변종 크로이

츠펠트 야콥병은 1996년 3월에 영국에서 처음 보고됐다. 소해

면상뇌증에 걸린 소들은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린 인간과 

증상이 매우 비슷하다. 질병 초기에 우울증, 불안, 인격 변화 등 

정신 증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의 증상

ㆍ진행성 치매(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등)

ㆍ성격 변화

ㆍ운동실조(Impaired coordination)

ㆍ간대성 근경련(Myoclonus)

ㆍ무정위운동(Athetosis)

ㆍ시력 저하

약도 없는 병…치료는 증상 완화로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확진을 위한 단일 검사는 존재하지 않

으며 임상 증상, 각종 검사 소견을 통해 진단한다. 특히 비슷

한 증상을 보이면서 치료가 가능한 다른 질병들을 배제하는 것

이 중요하다. 확진은 뇌 조직 검사를 통해 특징적인 병적 변화

를 확인함으로써 이뤄진다. 뇌파 검사나 MRI, 뇌척수액에서의 

14-3-3 단백질 검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

확진을 받은 뒤에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닌 증상을 완화하

는 방법을 통해 치료하게 된다. 현재까지도 크로이츠펠트 야콥

병에 직접적 효과를 보이는 약물은 없다. 따라서 증상을 완화하

희귀질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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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감염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치료가 진행된다. 

통증이 극심한 경우 아편 제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클

로나제팜 등의 항경련제를 통해 불수의적인 근육 반사

를 줄인다.

합병증이 더 위험한 헌팅톤병

헌팅톤병은 근육 간의 조정능력이 상실돼 인지능력 

저하 및 정신적 문제가 동반되는 진행성 신경계 퇴행

성 질환이다. 이 병은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며, 약 

10~25년 또는 그 이상의 경과를 밟아 폐렴이나 기타 

감염, 낙상으로 인한 손상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

이 동반되기도 한다. 병이 진행하면서 인지력과 기억력

이 감퇴하고, 인격 장애 등 비정상적인 심리 및 행동 증

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갑자기 움직이는 듯한 불규칙한 

움직임(무도증)으로 처음에 병원을 방문하며, 미세한 

동작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자주 넘어지거나 손에 잡은 물건을 잘 떨어뜨리며 글씨

체가 바뀌기도 한다.

치료법으로 부작용과 합병증 조절

헌팅톤병은 증상에 대한 임상적 평가, 상세한 가족

력, 특정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CT, MRI, 뇌파 검사가 

헌팅톤병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족력이 있는 경

우 양수와 융모막생검을 통한 산전검사도 가능하며, 필

요에 따라 신경심리학적 또는 유전적 검사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헌팅톤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치료법은 존

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상을 완화하고 각종 부작용과 

합병증을 조절하는 치료법을 시도할 수 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대해서는 적절한 상담과 항우울제, 항불안

제 처방이 도움이 된다. 무도증이 심하면 신경 운동 이

상 질환에 사용되는 약물을 복용한다. 또 헌팅톤병 환

자는 지속적인 불수의적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한 에너

지 소비가 심하므로 체중 유지를 위한 고열량의 식사가 

필요하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몸…

헌팅톤병의 증상

①무도병(Chorea)

②자세와 보행 장애

③인지장애

④정신과적 문제

⑤수의적 운동의 장애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SEPTEMBER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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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 다가온 가을, 

천식관리는 지금부터  

천식은 전 세계적으로 2억 3천 명가량이 앓고 있고, 의료비 부담과 일상생활 장애 초래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질

병이다. 특히 사계절 중에서도 겨울에 쉽게 발병하거나 증상이 심해진다. 때문에 소아·노인 천식 환자들은 찬 공기가 더해져 

가는 초가을, 지금부터 천식 관리에 나서야 한다. 

도움말 박용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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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이란?
대표적인 호흡기 알레르기질환인 천식은 외부에서 체내에 

들어온 원인물질(알레르겐, 항원)에 의한 기도 만성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인데 

기침, 호흡곤란, 쌕쌕거림(천명), 가슴 답답함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며 기도 협착 정도나 시간에 따라 증상의 변화가 나타

난다.

▶천식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반복적인 천식 증상이 있는 경우 천식을 의심하게 되는데 

특히 폐기능 검사가 어려운 어린 소아에게 반복되는 천명이 

있으면 천식에 관련된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천식

의 특징적 증상으로는 특히 밤이나 새벽에 반복되는 기침, 천

명,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등이 있고, 이러한 증상을 유발하

는 원인으로는 자극제(찬 공기, 담배 연기, 공해 등), 알레르

겐, 호흡기 감염(감기 등), 운동, 울거나 크게 웃는 행위 등이 

있다. 다른 연령에 비해 노인에게만 나타나는 천식 증상은 없

다. 천식 진단에 있어서 특정 증상의 발생이 매우 중요하지만 

동반된 다양한 질환과 증상 인지 능력의 저하로 노인 천식을 

증상만으로 의심하고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천식이 의심

되면 기도과민성 검사를 시행하는데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

험이 대표적인 검사법이다. 반복적인 천식 증상이 있으면서 

기관지유발시험에 양성이면 천식으로 확진할 수 있다. 그러

나 이와 같은 기관지유발시험은 만 5세 미만의 소아는 협조

가 안 되어 시행할 수 없고 노인 천식환자도 인지기능 장애로 

인해 폐기능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노인 천식은 노령에 

따른 폐기능 변화를 감안해 검사 결과를 해석해야 하지만 기

도과민성 검사는 노인에게 천식 진단을 위한 보조적인 방법

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검사이다. 천식을 유발하는 원인 알

레르겐을 규명하는 일도 중요한데 천식 환자마다 증상을 유

발하는 원인 물질은 다르므로 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피

부단자시험과 알레르기 혈액검사(ImmunoCAP)가 대표적인 

특이 IgE 항체를 밝혀내는 검사법이다. 이들 검사가 양성이

라고 그 물질이 천식 증상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

로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와 교육이 필요하다.

▶천식 증상을 예방할 방법은?
피부단자시험이나 알레르기 혈액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을 

보인 원인 물질(알레르겐)을 주위 환경에서 회피하는 것이 중

요하지만, 완벽하게 알레르겐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부담과 불편함만 가중할 수 

있다. 또한 노력보다 효과가 작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나 

주로 많이 활동하는 집안에서는 해당 원인 물질을 최대한 없

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원인 물질인 

집먼지진드기에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매트리스가 있는 침

구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침구류는 1주일에 1회 정

도 55℃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집먼지진드기가 침투

할 수 없는 특수커버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동물털이나 

상피세포에 민감한 결과가 나온 환자는 집안에서 털 있는 반

려견을 키우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환절기 꽃가루에 의해

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내에 화분을 없애고 수목류

가 많은 장소에 갈 경우에는 천식 응급약물을 휴대하거나 미

리 한 번 흡입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다. 항상 일기예보를 

숙지해 오존, 미세먼지, 꽃가루 등의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

었을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한다. 아울러 천식 환자에게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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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을 권고한다. 특히 소아의 경우는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상황도 피하라

고 교육해야 한다.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아스피린, NSAID 계열 소염

제 등)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하다. 바이러스나 세균 

호흡기 감염은 천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독감 예방접종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특히 노인들은 폐렴 백신 접종도 필요하다. 소아 천식이 있는 

경우에는 만 5세까지 폐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1회 추가 접종을 추천

한다.

▶천식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천식으로 확진되면 앞서 기술한 방법으로 원인 물질들을 최대한 피하면서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약물치료

는 천식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천식 약물

은 크게 응급약물(증상완화제)과 질병조절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증상완화제는 기도수축이 발생해 호흡곤란, 천

명, 기침 악화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약물이며 속효성 기관지확장제나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가 대표적인 약물이다. 증상완화제를 사용한 이후 천식의 발병기전인 알레르기 염증반응을 치료하기 위해 장기

적인 질병조절제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질병치료제로는 흡입 스테로이드제, 류코트리엔 조절제, 테오필린 등이 있

다. 여러 종류의 질병조절제 중에서 어떤 약물을 선택할지는 천식의 중증도, 환자의 약물 선호도, 환자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표1. 성인 천식 유지치료(만 6세 이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필요할 때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필요할 때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또는 저용량 흡입 스테로이드제/포모테롤

저용량 ICS고려

저용량 ICS
저용량 ICS/

LABA

천식 전문가 의뢰

중간 또는 고용량 

ICS/LABA
항 IgE 등의 추가요법

류코트리엔 

조절제

중간 또는   

고용량 ICS

고용량 

ICS+류코트리엔

조절제(또는 

서방형 테오필린)

저용량 전신 스테로이드제 추가

저용량 서방형 

테오필린

저용량 

ICS+류코트리엔 

조절제(또는 

서방형 테오필린)

중간 또는 고용량 

ICS/LABA+ 

류코트리엔

조절제(추가/또는   

서방형 테오필린)

ICS, 흡입 스테로이드제; LABA, 지속성 흡입 베타2 항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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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천식 약물치료는 5단계가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증상완화제로 증상이 호전되는 1단계로부터, 2단계

인 저용량 흡입 스테로이드제 사용, 3단계로 저용량 흡입 스테로이드제와 지속성 기관지확장제 사용, 4단계로 중

간용량 또는 고용량 흡입스테로이드제 사용, 5단계로 항 IgE 단클론 항체나 전신적 스테로이드제 사용 등의 순서

로 진행한다. 2단계 치료에서 흡입기 사용이 어려운 어린 소아는 류코트리엔 조절제나 테오필린 등을 고려할 수 있

다. 만 5세 이하의 소아는 성인과 다르게 4단계로 구분해 유지치료를 시행하지만 전반적인 치료방법은 비슷하다.

표2. 소아 천식 유지치료(만 5세 이하)

표3. 흡입 스테로이드제 용량

각 단계의 해당 약물을 선택해 치료하면서 주간 천식 증상, 증상완화제 사용 횟수, 활동제한 유무, 수면장애 유무 등으

로 잘 조절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만일 감기 증상이 없는데도 주야간 기침, 호흡곤란, 일상생활 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한

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물의 효과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약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제대로 사

용한 경우라면 한 단계 위의 약물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가장 낮은 단계의 유치치료(2단계)로 6~12개월 이상 천식 증상

이 잘 조절되었다면 치료 종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때 환자의 천식 병력이나 계절적인 여건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철 천식 급성 악화가 흔히 발생하므로 가을철을 앞두고 유지치료를 종료하는 것보다 

1~2개월 더 유지치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다. 유지치료 종료 후에는 3~6주 후에 병원에 방문해 환자의 천식 조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 천식 환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의 동반 여

부이다. 노인 천식 환자를 진료할 때는 천식의 발병 기전 중 기도개형에 의해 점차 비가역적으로 고정된 폐기능을 보

이는 COPD의 특징을 가지는 천식 환자, 즉 ACOS(asthma COPD overlap symdrome)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흡입 스테로이드제와 지속성 기관지확장제 사용뿐만 아니라 지속성 항콜린제 사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필요할 때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저용량 ICS 매일 사용 저용량 ICS 2배 증량 전문가 의뢰

류코트리엔 조절제 저용량 ICS+류코트리엔 조절제
류코트리엔 조절제 추가

ICS 흡입 횟수 증가

ICS, 흡입 스테로이드제

약제
저용량

(μg /일)

중간용량 

(μg /일)

고용량 

(μg /일)

Beclomethasone dipropionate(CFC*) 100-200 >200-400 >400

Beclomethasone dipropionate (HFA**) 50-100 >100-200 >200

Budesonide (DPI†) 100-200 >200-400 >400

Budesonide (nebules) 250-500 >500-1000 >1000

Ciclesonide 80 >80-160 >160

Fluticasone propionate 100-200 >200-500 >500



새롭게 나아가는

대한일반과의사회

일차진료 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반과 개원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일반과의사회. 

본회는 2001년 창립된 후부터 일반과 개원의들의 친목과 의술향상 그리고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늘 그랬듯 앞으로도 왜곡된 전문의 제도 및 의료전달 체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일반과 개원의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창립연혁 

①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정보교환, 학술활동 

및 일차의료의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올바른 의료

전달체제를 정립함과 회원의 권익 옹호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조직구조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내, 이사장 1인, 부이사

장 7인 이내, 상임이사 30인 이내, 이사(각 지회장), 감사 

2인의 임원을 둔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

하여 총회의 회장이 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운영위원회는 고문, 명예회장, 명예이사장, 회장, 부회

장,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및 지회장(이사), 특별위

원장으로 구성한다. 상임이사는 총무이사, 공보이사, 학술

이사, 보험이사, 정책이사, 재무이사, 법제이사, 의무이사, 

정보통신이사, 기획이사 등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이사

를 둘 수 있다. 

개원의사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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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2001년 대한일반의협의회로 출범한 본회는 2002년 제2차 정

기총회에서 대한일차진료의사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2003년 

제3차 정기총회에서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로, 올 7월에는 

대한일반과개원의사회로 명칭을 변경해 의사회 활동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제1회 회원의 날을 만들어 회원 가족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 행사는 매년 봄 또는 가을에 실시

되며,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온 가족이 참여해 전국을 돌면서 이

루어지고 있다.  

-매년 봄, 가을에 개최되는 학술 행사는 서울에 위치한 학회장

에서 진행된다. 또한 고정적으로 여름과 겨울에는 전국을 순회

하며 학술행사를 진행한다. 학술행사에서는 의사회 자체의 강

사진 위주의 구성으로 일차진료에 꼭 필요한 내용들과 최신지

견을 강의를 통해 나누고 있다.

역대회장

구분 이름 임기

제1대 회장 이정걸 2001년 11월 10일~2002년 12월 14일

제2대 회장 황영식   2002년 12월 15일~2003년 10월 26일

제3대 회장 김길준 2003년 10월 27일~2007년 11월 30일

제4대 회장 홍춘식 2007년 12월 01일~2008년 11월 30일

제5대 회장 박명하 2008년 12월 01일~2013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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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일반과의사회
이름 바꾸고 새롭게 나아간다 

대한일반과의사회(대일회)는 2001년 창립하여 의료계 내분을 조장한 가나다군 

진찰료 차등제도를 폐지시키는데 일조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로 시작, 

올 8월부터 회 이름을 ‘대한일반과의사회’로 새롭게 명명하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한일반과의사회 김창수 회장을 만나 의사회의 활동상과 최근 복지부 발표 등에 

대한 입장 등을 들어본다.

 일반과 개원 의사들의 권익은 

국민건강과 함께 한다

대한일반과의사회는 일차 진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반과 개원 의사들의 단체이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대일회는 일반과 개원의들의 친목과 의술 향상, 

권익보호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대한일반과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전문의 제도 및 의료 전달체계

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과 개원의들이 자긍심

을 갖고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일차 진료 의사로

의 역할을 다하여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정부

도 함께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업의 위한 교육 등에 집중

대한일반과의사회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새로 개업하는 의

사를 위해 대관 관계 등 실질적인 경영 업무 등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의료조건과 상황이 변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

록 회원들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내부에서 자체 양성된 강사들이 의학서적 출간은 물론 

타 학회 연수강좌의 강의 및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회원들의 궁금증에 답을 해주며 회원들의 힘을 길러가고 있다. 

급진적 제도는 국민건강 해쳐 

김창수 회장은 최근 발표된 ‘전면 급여화’ 정부 정책과 관련해 

상호 모순적인 정책으로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비급여를 단기간 전면적으로 급여화했을 경우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 자체가 한계를 바로 드러낼 것입니다. 또 이것을 지

탱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의료세를 대폭 인상하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를 현행보다 더욱 가혹하게 줄일 것입니다. 큰 

혼란이 발생해 의료 기술의 진보는 더 이상 없을 것이며 고급 치

료, 수술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저질화된 한국의 의료 시장을 

김창수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장

개원의사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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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하고 미국 등 의료 선진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

료는 후퇴하고 이렇게 되면 연간 1조 원 수준의 해외 의료비 지

출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의료계와 국민건강을 해치는 악순

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김 회장은 이번 정부의 의료 정책 발표는 의원급뿐 아니라 병

원급 이상의 경우도 전면 급여화에 따른 의료보험료 지출 억제

를 위한 신 포괄수가제를 함께 도입하며 신기술과 최첨단 의료

기술의 도입을 어렵게 하여 의료계의 발전이 아닌 후퇴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원과 함께하다

“의사는 의사의 본분을 지켜 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

를 돌보고 의학적 지식을 늘리는 데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회

원 분들이 대일회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 믿고 신뢰해 주고 있

음을 알기에 우리 임원진들은 의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김 회장은 ‘믿고 따라주는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수차례 힘

든 고비를 넘겨온 만큼 조금 더 단합하여 큰 힘을 발휘하자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카르페디엠

“말도 안 되는 원시적 시스템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환자와 정부, 의사도 만족하는 선진적 시스템을 만들

기 위해 각 집단이 이해하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이런 

선진 의료시스템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우선 방법임을 정

부도 알게 될 것입니다.”

‘carpe diem’(현재를 즐겨라. enjoy the present) 김 회장의 

생활신조다. 김 회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자고 말한다. 

“의사로 시스템에 신경을 쓰지 않고 환자에게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의사는 의사의 본분을 지켜 
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보고 
의학적 지식을 늘리는데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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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중랑구의사회는 

지역 의사들의 권익증진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 속에 제도적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단합이 가장 중요한 만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의 친목과 함께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중랑구의사회를 소개한다.

회원·주민과 함께하는  

중랑구의사회

창립

1988년 1월 1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대문구의사회에서 분구된 중랑구의사회는 같

은 해 1월 25일 분구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중랑구 측: 박희백, 권영조, 윤중탁, 문영목, 안

민, 이권호, 이윤행, 남태우, 김동호, 김성자 총 10명/동대문구 측: 김국보, 임환철, 권재문, 최

대영, 안재두, 박영철, 김철영, 이상석, 정영환 총 9명) 같은 해 2월 16일 분구추진위원회는 재

산 분배에 대한 논의 끝에 회원 기금 1/2, 현 회관을 매매한 시점을 기준으로 1/2씩 분배키로 

합의함으로써 분구의 기틀을 마련했다. 

2월 29일 박희백 창립추진위원장은 태능 소재 푸른동산에서 재적 회원 105명 가운데 참석 

2016년도 제8회 중랑구의사회 장학기금 전달식 및 송년의 밤

우리 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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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위임 30명 총 70명과 함께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임시 

의장에 최전도를 추대해 치러진 창립총회에서는 박희백을 

초대회장으로, 부회장에 남태우, 윤중탁, 김동호를 선출함으

로써 중랑구의사회가 탄생했다. 이어 회칙을 통과시키고 상

임진 및 9개 반으로 편성된 임원 구성을 마친 뒤 3월 21일 첫 

상임이사회와 4월 18일 첫 전체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로써 

중랑구의사회 회무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주요사업 및 활동

1)초창기: 신생구의사회로서 중랑구의사회는 전 회원의 협

조와 단결로 회무 활성화에 주력했으며 정치, 사회적 변화 

속에 의료계의 답보상태를 우려했다. 이에 의료사고처리특

례법 추진과 예방접종 수가 일원화 등을 위해 상급단체와 

공동 노력했으며, 반 활성화를 통해 전 회원이 더욱 단결해 

구의사회 발전을 위한 열성을 다했다. 

한편 관내 상봉동 소재 연탄공장 인근 주민들의 진폐증 문

제를 서울시의사회에 보고해 공해대책을 논의토록 긴급 건

의했다. 이는 지역주민 건강문제에 신속히 대처하는 순발

력을 보여줬다. 

또한 본회에서는 무면허의료업자를 고발·폐쇄 조치하는 

등 의약인단체, 준종합병원장과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해 

자율지도에 적극 동참했다. 

2)의료봉사활동: 중랑구의사회는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관내 노인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불우시설과 영

세민들에게 무료진료사업을 전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승용차 함께 타기’ 및 ‘금연운동’과 ‘새생활 캠페인’ 등을 펼

쳐 밝은 사회 건설과 이웃과 함께하는 참된 의사상 구현에 

주력해 왔다. 이와 함께 각종 성금모금에도 동참해 영호남 

지방의 수재의연금을 비롯 무의탁 노인 돕기 성금, 소년소녀 

가장 돕기 성금, 르완다 난민 돕기 성금, 북한 용천역 폭팔사

고 성금 등 무료진료에 이르기까지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1993년 충남 논산 서울신경정신과의원 화재로 

인한 희생자 발생 당시 위로금 2백56만 원을 전달, 동료의 

아픔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줬다. 

3)회관건립: 1988년 동대문의사회에서 분구되었지만 구의

사회 사무실은 공동소유로 쓰고 있다. 1992년 대지소유주와

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매입함으로써 회관 건물 34평과 대지 

5.23평(중랑.동대문구 공동소유) 등기가 완료됐다. 재개발로 

종로구 숭인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사용 중이며 대회원 밀

착 서비스를 위해 중랑구 내 사무실 이전을 추진 중이다.

4)학술: 경희대, 건국대학병원과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일차의료 시범사업 센터, 치매지원 센터 등과 연계해 진

2016년도 중랑구민을 위한 건강 십계명 선포식 및 중랑구 장미축체 2017년 중랑구의사회 3개 대학병원 전공의 초청 볼링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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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회장

료 후 자체 보수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행사를 통해 

최신 학문적 경향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사회 참여: 2009년부터 중랑구 고등학생 장학생 후원 사

업을 시작으로 중랑구 건강 한마당, 중랑천 장미 축제 건강 

십계명 홍보, 시민단체와 함께 중랑구 건강 네트워크를 진행

하고 있다.

현황

1988년 출범 당시 9개 반 105명으로 시작된 중랑구의사

회는 1991년 반 개편을 단행해 9개 반에서 12개 반으로 확

대했다. 2016년에는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해 50%의 가입률

을 보이면서 상호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고 회원 간의 유대를 

가일층 돈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회원들의 모습은 자랑

할만한 대목이다.   

한편 1991년에는 회칙개정을 통해 감사 2명을 3명으로 늘

였다. 2010년 회칙 개정에서는 여성부가 신설되는 등 여의

사회 활동을 지원했다. 짧은 연륜 속에서도 중랑구의사회는 

전 회원이 단결해 회세 신장에 주력해 왔으며, 회원들의 건

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체 및 단합을 위해 ‘1인 1취미 갖기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회원 간 화합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볼링, 용마산 야간 등반, 스크린 골프 등 취미별 그룹에 회장

을 두어 구의사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향후 이

러한 취미활동은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는 결

과를 낳았다. 

그리고 동대문구의사회와 친목활동을 강화하고자 의학연

수교육. 신년교례회와 테니스 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볼링 

동호회와 용마산 야간 등반 동호회에서는 정기적으로 협력 

삼차 의료기관을 초대하여 동업자 정신을 고취하는 등 모범 

구의사회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있다. 

아울러 의료분쟁을 비롯 수시로 발생하는 법 해석에 익숙

하지 못해 불이익을 초래하는 회원을 위해 고문 변호사를 지

정.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 현직 회장은 역대회장을 수시

로 초청해 회 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아 회무에 참고하고 있

다. 따라서 신생구 이미지를 벗어 이제는 의료계 발전에 한

몫을 기여하는 활기찬 중추적인 성숙한 구의사회로서의 자

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의료정책의 일환으로써 잘못된 의약

분업철폐 투쟁을 위해 수없는 결의문과 악천후 속에서의 의

사궐기대회에 참여했다. 진료실을 뒤로하면서 2000년 9월 

15일~17일까지 3일간의 휴진 투쟁과 약대 6년제 백지화 촉

구에 동참하는 단결력을 과시했다. 2014년 3월에는 원격의

료와 의료 영리화 반대 휴진에 동참했으며 12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 사업에 참여했다.  

2016년도 용마산 야간등반

진료 후 보수교육 건강동행센터

구분 이름  임기 

    초대 박희백 1988년 3월~1991년 2월 

    2대 남태우 1991년 3월~1994년 2월 

    3대 윤중탁 1994년 3월~1997년 2월 

    4대 안   민 1997년 3월~2000년 2월 

    5대 문영목 2000년 3월~2003년 2월 

    6,7대 김시욱 2003년 3월~2009년 2월 

    8대 박상호 2009년 3월~2012년 2월 

    9대 한상진 2012년 3월~2015년 2월 

    10대 오동호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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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하는 의사회 

“중랑구의사회가 30년이 되었

습니다. 창립 때부터 함께 해 주

신 선생님들이 20여분 되십니다.  

창립멤버인 원로 선생님들이 힘

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혜를 주

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랑구의사회 오동호 회장은 

단합과 화합을 위해 소통의 채널을 다양화 시켜 감성을 공

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병의원 홍보와 회원수첩의 기능을 동시에 하도록 만든 

스마트폰 어플(우리동네병의원중랑구의사회)은 반응형 

홈페이지로 화면을 최적화로 볼 수 있어 회원들에게 호응

을 얻고 있다. 이 어플은 일반인에게도 가까운 거리 순으

로 병의원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병의원 

방문을 돕고 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의사회 

중랑구의사회는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발전하고 

있다. 

중랑구의사회 건강동행센터는 지난 7월 올바른 주민 

건강생활 습관 홍보를 위해 ‘건강생활십계명’ 만화를 제

작 발표했다. 쉽고 재미있는 설명을 위해 6개월여의 작업 

끝에 완성된 이 십계명은 중랑구의사회 홈페이지에서 구

독 가능하며 다양한 건강증진과 질병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다. 

또 중랑구 건강네트워크와 함께 팟캐스트 미디어 뻔을 

통해 개최된 ‘건강수다회’는 지난달 마지막 주에 첫 방송,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난달에는 오동호 회

장을 비롯해 김봉구 녹색병원장, 오성은 건강동행센터장, 

이상범 중랑구의사회 총무이사, 장이정수 중랑구 마을넷 

대표 등이 참석해 과로와 스트레스 등 일반인들이 관심 갖

고 있는 질병 등을 소개했다. 

1년 한 번씩 가을에 열리는 ‘건강한마당’은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함께 검진과 건강교육을 실시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에도 10월에 실시될 예정

이다. 또 의사회, 보건소가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 시행하

고 있는 건강동행센터는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건강교

육’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봄, 방울토마토 모종을 나눠주며 진행되고 있는 

‘장미축제’도 원예치료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반겨주고 있

다. 

“의사회는 중앙정부의 보건의료정책만을 따라가는 것

이 아니라며 지역 주민 특성에 맞는 주민 보건 활동이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랑구의사회가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런 힘은 1차의료시범사업인 건강동행센

터가 있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여는 중랑구의사회

‘야간등반대회’는 중랑구의사회의 동호회의 별미다. 목

요일, 일주일에 한번 ‘야간등반대회’를 갖는다. 10월 말에

는 ‘가을 용마산 야간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스

크린골프’ 활동이 시작되었고 인근 대학병원(경희대, 고려

대, 건국대, 한양대 등)전공의를 초대해 펼쳐지는 ‘볼링동

계리그전’도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중랑구의사회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등을 통해 서

울동부권 인근지역에 간호조무사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

며  8월 말에는 ‘중랑구 의사회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앞두

고 있다.  

‘의사회의 일을 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는 오 회장은 

‘분위기 좋은 의사회’를 목표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중랑구의사회
오동호 중랑구의사회 제10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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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를 위한 새로운 시작, 최초에서 최고로!

가톨릭 의료기관의 모체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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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은 1936년 조선교구 설정 100

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가톨릭의과대학과 가톨릭중

앙의료원의 모체가 된 한국 가톨릭 최초의 정식병원이다. 여의

도성모병원의 80년 역사는 가톨릭 이념 구현의 정신 아래 사랑

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치료하며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

랑을 실천하고자 한 끊임없는 노력이 바탕이 됐다. 여의도성모

병원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개원 초기

부터 꾸준히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까지 무료 이동진

료와 자선진료, 성모사랑나눔, 국가재난지역지원 등 다양한 활

동을 통해 생명존중 이념을 실천하며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

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우수한 의료진의 양성과 첨단의학 연구

활동으로 국내 의학산업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초(FIRST)

① 국내 최초 각막·신장·조혈모세포이식수술 성공  

여의도성모병원은 수많은 ‘최초’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다. 국

내 최초 각막이식 성공(1966), 국내 최초 신장이식 성공(1969),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성공(1983) 등 우리나라 의료의 역사와 함

께해온 병원이다. 

최고(BEST)

① 스마트 메디컬 시스템 

여의도성모병원은 국내 최초로 기존 임상과 중심의 공간을 

‘질환별 진료 Zone’으로 재배치해 환자들의 동선을 최소화했

다. 이로써 최상의 협진 환경을 구축하여 더욱 빠르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분산된 진료실을 한 곳으로 집약해 진료, 

검사, 치료 계획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 따라

서 환자들은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② 선택과 집중, 중점육성센터

여의도성모병원은 선택과 집중으로 질환별 진료를 보다 특

화하기 위해 중점육성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③ LTE급 원스톱 서비스 

여의도성모병원은 진료와 검사, 치료 결정까지 단 한 번의 방

문으로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에 환자들은 불

편과 수고를 크게 줄였다. 새로운 검사장비를 도입하고 유관부

서의 긴밀한 협진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도입된 원스톱 서비스

는 환자들에게 시간절감과 진료비 감면효과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당일에 진료결과를 알 수 있어 기다림이란 막연한 불안

감을 해소할 수 있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다. 현재 유방결절, 

폐결절, 갑상선, 당뇨합병증 원스톱서비스 등을 운영해 시간에 

쫓기는 바쁜 환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One Hospital System 

2015년부터 여의도성모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하나가 되는 

‘One Hospital System’이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공유하는 두 병원은 각자의 특성과 장점

을 살려 기존의 경쟁구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

1 2

1   국내최초 각막이식 수술 성공 Workshop (1966년 11월 28일)

2   국내최초 신장이식수술 장면(196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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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성모병원은 제1분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맞게 

고난도 치료에 주력하는 한편, 제2분원인 여의도성모병원은 주

산기 센터·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와 같은 가톨릭 영성을 구현

하는 진료와 함께 만성질환·난치성질환·감염관리 특수병동 

운영 등 특화된 진료영역을 구축한다.

병원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함께 움직이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진료정보, 의료진, 설비 등을 공유하며 각 병원을 특화하고 

있다. 양 병원의 기능별 중첩요소를 고려한 교원 간 교차진료 

시행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는 같은 교수로부터 일관

되고 연속성 있는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양 병원 통합 운영

을 통해 총 1,814병상(서울성모병원 1,356병상, 여의도성모병

원 458병상)을 확보했다. 또한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입원 병실이 없어 대기하는 환자에게 여의도성모병원 연계 환

자 응급시스템을 제공하고, 응급차량을 무상 이송수단으로 제

공해 진료 대기시간을 줄였다. 

나아가 병원정보 시스템 통합까지 완료되면 환자는 양 병원 

임상과 사이의 의뢰만으로 진료가 가능해지고, 비슷한 검사를 

다시 받는 일이 줄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의

료비 부담을 낮추면서도 연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치료를 제공

할 수 있는 최고의 병원을 구축하는 것이 원호스피탈의 목표다. 

숭고한 만남과 아름다운 이별 

① 가톨릭 산모-신생아집중치료센터

전문 분야간 유기적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전문적이

고 즉각적인 집중 치료를 수행하고 있다. 신생아, 소아심장, 소

아내분비, 소아신경 전문의로 구성된 소아청소년과와 외과적 

질환을 담당하는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

신경외과, 소아이비인후과, 소아비뇨기과, 소아안과, 소아마취

과, 소아영상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 그리고 원목팀, 사회사엄

팀 등으로 구성했다. 산모-태아센터는 고위험임신으로 입원치

료가 필요한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기간 연장, 합병증 최소화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한 최선의 분만결과를 이루도록 한다. 또 브이

백과 쌍둥이, 둔위 등의 자연분만을 원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특

수 분만을 시행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했다. 또한 신생아센터는 

고위험 신생아, 미숙아 및 선천성 기형아들을 대상으로 각 임상

과별 소아담당 전문의들이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여 최상의 진

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최신식 장비와 격리실, 음압병

상시설을 갖춘 30여 병상 규모의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한다.

②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최근 인테리어를 단장했다. 또한 기존 산재형

으로 운영하던 호스피스 유닛을 확장, 통합하여 병동형으로 탈

바꿈해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돌봄이 가능해졌다. 4인실 3

개, 1인실 2개 등 총 14개 병상규모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에는 임종실, 요법실, 상담실, 목욕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환우와 가족들을 위한 정서적 쉼터자리인 실내정원이 있다. 호

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말기 암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사

회적·영적 치료와 사별가족을 위한 지원까지 총체적인 돌봄

(holistic care)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

가, 원목자, 자원봉사자, 영양사, 약사, 요법치료사 등으로 구성

단일경복강경수술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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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가톨릭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팀’을 운영 중이다. 가정의

학과뿐만 아니라 혈액종양내과, 내과, 외과 등 관련 의료진들이 

다학제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서울성모병원과의 통합운영으

로 국내 최대 규모인 총 37병상 규모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로 거듭날 예정이다. 

만성질환을 책임진다

① 통합통증센터, 치매인지기능센터(가칭)

고령화 사회로 진행함에 함께 증가하는 만성·퇴행성질환과 

연계된 통증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자, 통증 질환중심의 12개 

임상과가 다학제 맞춤 진료를 제공하는 통합통증센터 시스템을 

구축했다. 당일 검사부터 처치까지 통증 One-Stop 시스템을 제

공하며 만성통증치료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치매 유병률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고자 국내 최고 수준의 가

톨릭 치매인지기능센터(가칭)를 올해 10월 개소 예정이다. 치매

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조기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인

지장애가 있는 신경정신 질환자뿐 아닌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최첨단 뇌기능 검사법을 이용, 조기 진단하는 데 주력한다. 디지

털 헬스케어로 환자의 위험인자를 파악하고 조절하여 인지장애

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다학제 통합진료와 연

구체계 구축으로 21세기 난치성 뇌의학을 선도할 계획이다.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① 나프로임신센터 개소

난임 및 고위험 산모 증가 등 출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

데 나프로임신법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여, 가

톨릭 생명존중 문화 부흥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올해 7월 19

일 ‘나프로임신센터(NaPro FertilityCare Center)’를 개소했다. 

자연적(Natural), 가임력(Procreativ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나프로임신법(NaProTechnology)은 가톨릭 영성을 

바탕으로 건강한 자연임신을 위해 가임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임신법이다. 크라이튼 모델의 가임력 관리 시스템

(Fertility care system)을 이용하여 생리주기를 전향적이고 체

계적인 방법으로 관찰하고, 비정상적인 소견이 발견되면 내․외

과적 치료를 병행해 여성 고유의 가임력을 회복시키고 극대화

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본관 12층에 오픈한 나프로임신센

터는 1개의 나프로 진료실과 3개의 상담실, 1개의 영성·심리상

담실을 갖췄다. 나프로 교육강사(Instructor), 나프로 전담 간호

사(Practitioner), 나프로 전문의사(Medical Consultan) 및 전

문 심리상담가가 상주한다. 지난 2016년 1월 나프로임신법 도

입 후 누적 등록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40명이 나프로임신법을 시도했다. 도입 후 1년 3개월만인 지

난 3월 2일에는 나프로 첫 번째 아기가 출생했다. 이후 두 번째

(3월 24일), 세 번째(4월 19일) 등 연이은 출산에 성공했다. 현

재 3개월 이상 나프로임신법으로 관리 중인 난임 여성 36명 중 

15명이 임신에 성공하여 성공률은 41.7%에 달한다. 

앞으로도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은 생명 존중 사상을 

기반으로 육체적 질병은 물론이고, 그 마음까지 치유하는 것이 

가톨릭 의료기관의 사명이라 생각할 것이다. 특히 가난하고 소

외된 이들을 돌보는 것이 병원의 핵심 가치다. 이윤 추구를 넘

어 이 핵심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언제나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

이다. 

1   나프로임신법 출산 

2   산모신생아집중치료센터

1

2



“댄스는 나이가 들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건강한 스포츠입니다”

서울시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의 단합

을 위해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

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

는 동호회는 바로 흥겨운 음악에 맞

춰 신나는 춤으로 회원들의 건강을 

지켜온 댄스 동호회다. 올해로 창립 7

주년을 맞은 서울시의사댄스동호회

는 10년 이상 함께 춤을 춰온 부부가 

회장과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어 더 

특별하다. 댄스의 진정한 의미는 배

려와 조화에 있다는 황경희 부회장. 

그의 이야기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듬뿍 담겨있었다.

황경희 황경희산부인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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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이 가득한 서울시의사댄스동호회

댄스를 좋아하는 의사들이 모여 결성한 서울시의사댄스동호회는 창립 첫해에 댄스파티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활

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회원들은 매년 100여 명이 모이는 정기 파티와 각종 행사를 통해 끈끈한 친목을 다져왔다. 

황경희 부회장은 초창기부터 활동해온 원년 멤버로서 동호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매년 개최하는 파티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회원들 모두가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이 100% 꽉 채워진 파티를 

즐길 수 있죠. 마치 학예회에서 발표하듯 발표회라는 이름 아래 함께 준비하고 즐기는 시간이 의미 있어요. 다른 곳에

서는 보통 ‘댄스 시범’이라고 하지만, 이곳에선 모두 춤을 새로이 배워 같이 즐기니 참 좋습니다.”

황 부회장 내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부동반 댄스 모임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의사댄스동호회에서 각

각 회장과 부회장을 맡으면서도 이토록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저희 부부는 회장과 부회장이라는 직책이 그저 명칭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실무를 뛰며 도와주시는 분들

이 많이 계시거든요. 전임 회장님을 비롯해 총무, 재무, 고문, 이사님들 등 많은 분들이 각자 일을 도맡아 해주시므로 

저희도 열심히 활동할 수 있죠.”

댄스를 만난 부부

황 부회장 내외는 결혼 전부터 각자 취미 생활을 즐겨왔다. 김 회장은 바둑을, 황 부회장은 플루트 연주를 하며 가끔 

부부동반으로 골프를 치러 다녔다. 그러던 중 한 부부가 새로운 취미 생활로 댄스를 제안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이야

기다.

“6개월 정도 꾸준히 권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 거절하다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는 가벼운 생각으로 가게 

됐어요. 다섯 쌍의 부부들이 모여 왈츠와 룸바를 배우고 있었죠. 사실 그때는 댄스 자체보다 그 이후의 뒤풀이가 더 좋

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곳에서 주최하는 파티에 초대받아 가보고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

화가 있구나!’ 하면서 점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황경희 황경희산부인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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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에서는 평소 입기 힘든 화려한 의상을 차려입고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황 부회장에게는 그야

말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일상에서 탈출해 기분을 전환하는 계기였던 댄스는 곧 그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존

재가 됐다.

“춤은 전신의 소근육을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똑바른 자세가 유지됩니다. 또 음악과 춤을 가까

이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게 돼요. 즐겁게 살다 보니 잔병치레도 덜 하고 피부에도 탄력이 생기죠. 처

음 댄스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해보면 체형이나 피부에 큰 변화가 없어요. 주변에서도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 말씀해주시고, 심지어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도 물어요. (웃음) 모두 댄스 덕분입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다

올해 5월, 황 부회장은 회갑을 기념해 영국에서 열리는 블랙풀 댄스 페스티벌에 출전했다. 오랜 전통을 지닌 

세계 최고의 댄스스포츠 대회로, 프로 선수들도 출전한다. 황 부회장 내외는 예전부터 참가하고 싶었던 이 대회

에 출전 기회를 얻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댄스를 보고 저희도 같은 무대에 서볼 수 있어 무척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음악과 댄스를 

비롯해 다양한 댄스 의상, 액세서리 등 관련 산업의 경향도 알 수 있었죠. 댄스를 하시는 분에게 블랙풀에 다녀

왔다고 하면 굉장한 실력을 갖춘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실력자가 아니라도 댄스를 좋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댄스를 계속할 수 있는 동기 부여도 되고요.”

그는 댄스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 덕분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며 미소 지었다. 또 배우자의 

소중함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것이 부부 댄스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댄스는 함께 멋진 동작을 이뤄내는 공동 작업입니다. 손을 맞붙잡고 몸을 밀착하며 춤을 추다가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서로의 원심력을 이용해 멋지게 회전하기도 하는데요. 서로가 서로에 의해 회전하는 거라 독불장

군처럼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야 파트너가 편할지 생각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

려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가 좋아집니다.”

우리 삶의 축소판, 댄스

심리상담을 공부했던 황 부회장은 종종 댄스 선수들에게 마인드컨트롤이나 파트너 간 상호관계에 대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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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인이 배우자와 함께 댄스를 즐기고 있으므로 누구보다 그들을 잘 이

해한다는 그는 댄스를 해오며 깨달은 바를 담백하게 전했다.

“댄스를 함께 즐기는 커플은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고 똑같은 동작이라도 각자의 해석이 조금씩 다르거든

요. 훌륭한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댄스에는 동작을 어떻게 해야 한

다는 정해진 틀이나 정답이 없다. 다만 하나의 멋진 댄스를 완성하기 위해 두 

사람이 조화롭게 맞춰 가는 과정일 뿐이다’라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어설픈 동작이어도 함께 맞춰가기 위해 서로 배려할 때 댄스는 더 아름답

다고 말하는 황 부회장. 바로 이 배려하는 마음이 자신의 실력을 함양하는 데

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각자 소화할 수 있는 동작의 난이도가 다르기

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 연습하는 과정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다. 그는 이 과

정을 우리 삶의 축소판에 비유했다.

“처음 걸음마 단계예선 발만 떼도 박수를 받지만 우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 하죠. 그러다 천천히 걷기 시작하며, 곧 뜀박질도 하고 싶어져

요. 하지만 뛰다 보면 또 욕심이 생기죠. 날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조력

자인 파트너의 힘을 빌리면 절반의 힘만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직접 체험하며 느낀 댄스의 장점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황 부회장. 언젠가는 의학 심포지엄이나 세미나에

서 다 같이 댄스 타임을 가지는 상상을 해보기도 한다. 그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일본 댄스스포츠 선수 중 구순이 넘어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보면서 댄스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위해 계속할 

수 있는 스포츠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몸과 마음을 잘 돌보아서 20년이 지나도 댄스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요. 가끔 나이가 들어서 

많은 분과 함께 한 교실에서 춤을 추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내내 황 부회장의 입가에선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의 미소는 댄스로 다져진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나오

는 듯했다.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잘 돌보는 것이 행복한 삶을 여는 열쇠라고 말하는 그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댄스를 즐길 계획

이라고 전했다. 경쾌한 음악소리가 오랫동안 이어질 그의 즐거운 인생을 응원한다. 

몸과 마음을 잘 돌보아서
20년이 지나도

댄스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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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블루베리를 좋아하세요? 모르겠다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주변에 물어보면 블

루베리를 맛있다거나 특별히 좋아하는 과일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신에 몸에 

좋다니까, 눈에 좋다니까, 세계적으로 공인된 10대 슈퍼 푸드니까 맛에 상관없이 먹는다

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그나마 요구르트에 섞어 먹으면 조금 낫다고 하는데 과일

이란 모름지기 달고 시고 상큼해야 하지 않겠어요? 수박이나 멜론처럼 시원하든지요….

아, 그렇다고 제가 블루베리를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달콤한 과일이 

살찌게 한다기에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데 그나마 블루베리는 달지 않아 안심되긴 해요. 

값이 좀 비싼 게 흠이지만요. 그 작은 알갱이를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기 때문에 비쌀 수

밖에 없다고 해요.

웬 블루베리 타령이냐고요? 오늘 아침 첫 환자가 제게 블루베리를 떠올리게 만들었어

요. 그녀는 우리 병원 가까운 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에요. 오늘은 복면강도처

럼 큰 마스크를 쓰고 왔더라구요. 하긴 요즘 내원하는 환자들의 절반이 저런 마스크를 착

용한답니다. 공원에 가 봐도 어지간한 여성들은 대형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지요. 외국

인이 보고 놀라는 점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물론 황사가 심한 날엔 마스크를 반드시 착

용하라고 방송하지만 맑은 날에도 상용한단 말이죠. 자외선을 차단하려는 노력의 일환

이니까 피부에 들이는 정성이 여간이 아닌 셈이에요. 하지만 시내 한복판에서 자외선을 

운운하는 것도 어폐가 있어요. 서울은 이제 햇빛에서 자외선이 합성되지도 않을 만큼 광

선이 공해에 차단되어 있다지 뭐예요. 그래서 비타민 D도 따로 복용해야 한다고요. 게다

가 자외선 차단제를 잔뜩 바르면서 왜 굳이 대형 마스크를 쓰고 복면강도처럼 다니는지 

원….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구요. 이들은 성형수술 직후에 부기와 흉터를 가려야 

했던 거지요. 오늘날 성형수술이 얼마나 발달하여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여성이 선호하

블루베리 계절에

글 | 김애양(은혜산부인과 원장)

문학과 수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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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의 이 환자는 성형수술도 아닌 다른 이유 때문

에 마스크를 쓰고 온 것이었답니다. 본인의 말로는 계단에

서 굴렀다고 하는데 눈두덩이를 비롯해 턱밑까지 검은 멍

이 퍼져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전에도 계단에서 굴렀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녀만 이리 넘어지는지 의아해하

며 진찰대에 눕혀 놓고 보니 배가 온통 검게 변해 마치 블

루베리를 한 바구니를 쏟아 놓은 것 같았어요. 상상되시나

요? 당연히 핑크빛이거나 예쁜 살구색의 우리 몸이 검푸

르딩딩하게 변했을 때 느껴지는 그 섬뜩함 말예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냐고 재차 물어봤더니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혼 법정에 갈 거니까 상해진단서를 써달라고요. 폭력

을 행사한 남편은 평소 부정망상(不貞妄想)이 심한데 이

틀 전에 남자 손님을 파마해 준 일로 트집을 잡았다지 뭐

예요. 여전히 우리나라에 가정폭력이 횡행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아내를 저 지경으로 만들 정도면 한두 차례

가 아니라 밤새도록 두들겨 팼을 거예요. 그 남편은 극심

한 분노조절 장애자가 아닐까요? 오늘날 뉴스를 보면 분

노조절이 안 되어 발생하는 잔혹하고도 불행한 사건 투성

이예요. 예를 들어 수면을 방해한다고 유리창 닦는 사람이 

매달린 줄을 끊어버린 행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뿐인가요? 얼마 전엔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통신사 A/

S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일도 있었지요. 어쩌면 블루

베리처럼 검은 색깔 음식들을 몸에 좋다고 자꾸 권장하니

까 인간에게 검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 설치 기사 살해 뉴스가 

더욱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블루베리와 관계있는 이야기에요. 

 벌써 5년 전 일이니까 그땐 지금처럼 블루베리가 흔치 

않았답니다. 평소 기계 다루는데 도통 재주가 없는 남편은 

사소한 고장에도 곧바로 A/S 신청을 하는데 인터넷이 먹

통이 되어 기사를 불렀다고 해요. 그날 방문한 젊은 기사

는 어찌나 씩씩하고 싹싹한지, 거기다 못 고치는 게 없어 

보였답니다. 우리 집에 새로운 장비를 설치해주느라 거의 

반나절이나 머물렀대요. 문제는 집에 손님을 대접할 만한 

음료수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남편은 냉장고 속 깊은 

곳에 숨겨둔 블루베리 주스를 꺼내 주면서 아무 데서나 살 

수 없는 귀한 거라고 쭉쭉 마시라고 했대요. 

그 주스로 말하면 외국에 살던 분에게 선물로 받았는

데 나처럼 집안에서 서열이 낮은 사람은 맛도 못 보고 오

직 시어머니께만 따라드리는 진귀한 음료였어요. 젊은 기

사는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래요. 곁에서 남

편이 맛이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마저 마시라고 권

했다는군요. 기사님은 얼른 마셨다고 해요. 술을 원샷 하

듯 말에요. 그리고 맛있다는 표정을 지었대요. 그런데 그 

블루베리 주스 통 안에 담긴 진짜 내용물이 뭔 줄 아세요? 

그건 지난봄에 담근 게장 국물이랍니다. 게는 다 꺼내먹고 

간장이 아까워 빈 주스 통에 보관해 두었는데 색깔이 검으

니까 남편은 의당 블루베리 주스라 믿은 거지요. 원, 세상

에 짜고 비린 간장을 한 컵 가득 마시게 했다니 기사님이 

탈이나 나지 않았을까 너무 걱정됐어요. 아마 몸 안의 전

해질 불균형으로 한동안 혼미한 상태가 되었을지도 몰라

요. 남편은 무안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해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제가 퇴근해서 진상을 알게 되었을 때는 기사

님도 돌아가고 수리도 다 끝났는데 그제야 무얼 할 수 있겠

어요? 뒤늦게 “당신이 마신 건 블루베리 주스가 아니라 게

장 국물이요” 하고 알려주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래서 블

루베리가 더 원망스럽답니다. 맛도 없는 것이 색깔까지 검

어 간장과 혼동할 지경이라니 그래서야 어디 과일에다 끼

워주겠어요? 이렇게 선의로 한 일이 때론 의도치 않은 혼

선을 빚는 걸 보면 방문 기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는지 와

락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세상살이가 원래 다 

그렇다고요? 공연히 블루베리를 미워하지 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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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군’과 ‘법률양’의 밀당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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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려도 좋은 

의사 선생님의 법률 감각 퀴즈

1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비전문가로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호기심은 예나 지금이나 흔한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버스터미널에서 판매하는 <잡학 백과> 같은 단행본을 통하여 

확인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정도랄까요. 저 역시 최근 몇 차례 인터넷에서 

‘당신의 의학상식은?’과 유사한 제목의 퀴즈들을 풀어보았는데, 나름 절반 정도는 맞췄던 것 같습니다.

법조인의 의학상식은 그렇다 치고, 의사 선생님들의 법률상식은 어떨까요? 틀리셔도 상식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 법률 감각이라고 해야겠군요.

그러면 법률 감각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익숙한 방식인 ‘Case method’로 여쭤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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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게다가 이 사례들은 실제 발생한 의료소송 등에서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최고헌법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판단한 사례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문제입니다.

2 Q1_ 의사 A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 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

약했습니다. IMS 시술은 일반적으로 프로포폴이 필요하지 않다고 알려진 시술이고, 의사 A는 

프로포폴에는 약물 의존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일까요?

Q2_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B는 보호 의무자 2인의 요청에 따라 정신질환자 

X를 진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사 B는 X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X 자신이 극렬하게 반대함에도 

정신보건법에 따라 강제입원을 시켰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3 A1_ 이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 사례는 프로포폴을 투약할 목적으

로 마치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처럼 미용 시술을 했기 때문에 처벌된 사례였습니다.

A2_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이러한 보호 입원 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

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이전부터 많았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전에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너무 쉬운가요? 그럼 난이도를 조금 높여 보겠습니다. 이번엔 의료광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4 Q3_ 의사 C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환자에게 시술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했습니다. 의사 C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처벌을 받았을까요?

Q4_ 산부인과 의사 D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출산하는 산모들에게 우리 아기만을 위해 정

성이 담긴 출산 선물을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분유 등이 담긴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했습니다. 

이러한 광고가 환자 유인행위라는 이유로 의사 D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처벌을 받았을까

요?

5 A3_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의사 C가 게시한 시술 장면은 일반인들에게 이해의 편

의를 돕기 위한 필요성이 있고, 노출된 부위나 노출의 정도가 통상적이며 의료정보 제공 외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A4_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의사 D가 게시한 출산 선물은 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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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선물은 소모품으로서 출산 비용에 비하면 극히 소액이어서 이를 제공한 행위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출산 선물 제공을 사회 통념상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헌법재판소는 ‘해당 의료광고가 의료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국민을 현혹

할 정도의 것으로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조금 어려워진 것 같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난이도 상급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맞추신다면, 상당한 

법률 감각의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Q5_ 의사인 E는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에 대하여 조혈모세포 이식과 관련해 임의 비급여

로서 ‘별도산정 불가 부분’ 및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의사 E

는 이러한 개별적인 진료행위마다 환자들에게 진료 내용과 그 비용에 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하진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본인부담금을 과다본인부담금이라고 해 환급 처분했

습니다. 이러한 환급 처분이 타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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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_ 의원을 양도한 후에도 환자의 CT 사진 등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의사 F는 환자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

송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CT 사진 등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의사 F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일까요?

7 A5_ 부당합니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①조혈모세포 이식 등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늦어도 환자들과의 

‘면담’ 무렵에는 해당 진료 행위가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 요양급여 인정 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

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 비용 부담 등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수 있고, ②환자들이 그 면담 

후에 ‘자신들의 비용으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받았으며 공증에도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신

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결론적

으로 의사 E가 임의 비급여로서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은 과다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례마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위 판결은 앞으로 의사가 특수한 진료행위를 할 때마다 일일이 동의

서를 받는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의사의 부담을 덜 수 있게 한 의미 있

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6_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원을 양도한 의사 F는 환자의 의료기록을 더 보유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환자의 의료기록이 필요하다면 법원에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해 의원 양수인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적법한 절

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8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너무 상식적인 결론들인가요? 상식적인 결론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법률의 본질

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법률이란 것은 대단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 다수의 상식을 원칙

으로 정해 그것에 강제력을 부여한 수천 년간의 관행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므로 다른 사례에 똑같이 적용하셔서

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의료적 쟁점을 보는 시각에 대한 ‘감’을 잡는 것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

변 동료 의사분들의 ‘감’을 재미 삼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 | 전성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

교육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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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 폭염을 견디며 내내 북유럽을 생각했다. 그중에서도 변방의 거친 자연을 

품고 피오르, 백야, 오로라를 가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 같은 

나라를 생각한 건 아마도 그들의 춥고 긴 겨울을 동경해서 그랬으리라. 북유럽에 

위치한 국가는 북극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유사한 문화를 

공유해 왔다. 특히나 사회민주주의 전통 안에서 복지국가의 기반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잘 갖춰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공통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1인당 커피 소비량이다.

커피, 재즈에 반하다 5

글 | 경성현(전광수커피 온라인 커피앤컬쳐 웹진 ‘커피와’ 편집위원)

자료제공｜전광수커피

1996년 창립한 이래, 오늘날 전광수커피

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커피전문가

를 양성하는 아카데미와 대한민국 최고

의 핸드드립 커피전문점을 동문들과 함

께 운영하는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전광수커피의 중점 사업은 개성 있고 감

동적인 블렌드커피, 창의적이고 발전적

인 커피전문가 교육, 그리고 최고의 전문

가들이 관리하는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입니다.

전광수커피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취향을 찾고 즐길 수 있도록 대중에게 커

피 문화를 전파하고 수준 높은 커피와 지

식을 전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을 지속적

으로 추구하여 고객이 함께 공감할 수 있

는 커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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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커피를 제일 사랑하는 북유럽

커피는 작물의 생육 조건 특성상 아열대 기후, 즉 적도를 

기준으로 북위 25도와 남위 25도 사이의 이른바 ‘커피 벨트’

에서 재배할 수 있다. 기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지라 커피 

벨트 이외의 지역에서는 상업적인 재배가 불가능하다. 그러

나 아이러니하게도 커피를 주로 소비하는 지역은 이들 생산

지와는 전혀 무관한 곳들이다. 예컨대 단위 국가별 커피 소비

량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순으로 나열할 수 있으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핀란드를 비롯하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거의 북유럽 지역의 국가들이 순위를 다투고 있다. 재미있

는 건 전체 소비량이 많은 국가의 경우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

은 데 비해, 열거된 1인당 커피 소비량이 많은 국가는 전체 인

구 규모가 비교적 열세인데도 다른 지역의 추종을 불허할 만

큼 1인당 소비량이 많다는 점이다. 그만큼 커피 소비에 있어

서 중요하게 주목받는 지역이다. 

커피 공화국이 된 이유

최근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일본에 이어 아시아 2위를 차

지하는 한국의 연간 1인당 커피 소비량은 고작 2kg 남짓인 

데 비해 세계 1위인 핀란드는 12kg, 노르웨이가 9.9kg, 덴마

크와 스웨덴이 각각 8.7kg과 8.2kg 정도에 달한다. 도저히 비

교 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다.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

게 마셔대는 것이다. 그러니 최근에 한국에서 부는 커피 열풍

을 두고  ‘커피 공화국’이라 칭하는 건 북유럽 사람들의 입장

에선 그저 코웃음 나는 일이다. 그렇다면 왜 이들 북유럽 국

가는 1인당 커피 소비량이 다른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걸까? 단순하게는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은 기후 탓에 길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거친 기후에서의 외부 활동보다

는 안락한 실내에서의 생활이 중시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연

스럽게 인테리어와 가구 문화가 잘 발달한 것 또한 같은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 지역에

서 ‘스타벅스’와 같은 글로벌 커피 체인점이 전혀 맥을 못 추

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유럽에서 소비되는 그 많은 커

피는 모두 누가, 어디에서 마시는 걸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욜로와 휘게

작년쯤부터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단어 두 개가 있다. ‘욜

로(YOLO)’와 ‘휘게(Hygge)’가 그 주인공이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인생은 오직 단 한 번뿐이므로 

철저히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즐겨야 한다는 의미이고, ‘휘

게’는 편안함, 따뜻함, 안락함을 뜻하는 덴마크와 노르웨이어

의 명사다. 둘 다 삶을 풍요롭게 즐기는 생활 방식임에도 두 

단어 사이에는 절대 작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욜로 라이

프는 다분히 개인의 삶에 치중해 소비 측면에 조금 더 치우친 

뉘앙스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른바 욜로족은 만족스럽지 않

은 현재의 생활을 반전시키려는 방편으로 주로 여행을 꼽는

다. 지금 이곳 생활에 만족하지 않으면 주저하지 않고 일단 

떠난다는 것이다. 반면 휘게는 관계의 편안함에서 얻는 ‘소박

함’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여행을 떠나거나 마음에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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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는 물건을 손에 넣기보다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얻는 행복

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장작불이 타고 있는 난

로 옆에서 가족과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박하지만 따

뜻한 식사와 음료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이 바로 휘게다. 

북유럽의 휘게 라이프

욜로 열풍이 살짝 퇴조하는 분위기라면 휘게는 2016년 영

국의 콜린스 영어 사전(Collins English Dictionary)이 선정

한 올해의 단어에 당당히 2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따뜻하게 내려진 커피야말로 북유럽 

특유의 문화인 휘게 라이프에 가장 적합한 음료일 수밖에 없

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커피가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하는 

일본 영화 <카모메 식당>이 일본과 문화나 지리적으로 별로 

연결될 것 같지 않은 핀란드를 배경으로 한 것도 이상하지만

은 않다. 핀란드야말로 앞서 언급했듯이 1인당 커피 소비량

이 압도적으로 많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당의 

첫 손님 ‘토미’가 주문한 건 식당의 주메뉴였던 주먹밥이 아

니라 바로 커피다. 만약 이 장면에서 주인장 ‘사치에’가 내어

주는 커피가 손에서 천천히 내려지는 핸드드립 커피가 아닌 

기계에서 빠르게 추출되는 에스프레소였다면 어땠을까? 지

금 생각해 보니 영화 <카모메 식당>은 개봉 당시에 이미 북유

럽 전통의 휘게 라이프를 소개한 영화였던 셈이다.

스칸디나비아 재즈

나머지 하나 중요한 공통점은 북유럽 국가들이 ‘재즈 강국’

이란 사실이다. 알다시피 재즈는 미국에서 생겨나 발전한 음

악인지라 뉴욕을 위시한 미국 본토에서 대부분 소비되는 음

악이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현대 재즈 씬은 미국보다도 오히

려 일본과 유럽이 중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지역이 강

세다. 일본은 상당수의 앨범이 재발매 되는 경우가 빈번한 데

다 재즈 음반 시장 규모와 저변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두텁

다. 그런 까닭에 유수의 재즈 뮤지션들이 일본 내에서의 공연

과 앨범 판매에 열을 올리는 실정이지만, 정작 일본 출신 연

주인들의 활약은 그리 크지 않다. 반면 북유럽 지역 재즈 시

장은 음반 판매량도 많거니와 수준 높은 연주인의 활약 역시 

매우 돋보인다. 물론 전통적으로 유럽 재즈라 하면 영국, 프

랑스, 이탈리아 등의 재즈를 들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세계적

으로 폭넓게 약진하고 있는 재즈는 단연 ‘스칸디나비아 재즈’

로 일컬어지는 북유럽 재즈다. 가장 유럽적인 재즈를 표방하

는 레이블인 독일의 ECM과 ACT조차도 이제는 북유럽 출신 

연주자들의 발굴과 그들의 신규 앨범 발매에 주력하고 있는 

분위기다. 얀 룬드그렌, 마릴린 마주르, 보보 스텐손, 테르예 

립달, 닐스 란드그렌, 얀 가바렉, NHOP, 실예 네가드, 리사 

엑달, 야콥 영, 이로 난탈로, 토드 구스타프슨, 케틸 비에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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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이들 연주자는 유럽에서뿐 아니라 현재 세계 재즈계에

서도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재즈 뮤지션이다.

케틸 비에른스타, 재즈와 클래식을 담다

이번에 소개하는 뮤지션은 노르웨이 출신 피아니스트 케틸 

비에른스타(Ketil Bjornstad)이다. 케틸 비에른스타는 피아

니스트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1972년에 데뷔하여 이미 30

여 권이 넘는 시, 소설, 에세이를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도 하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간된 그의 작품은 총 

3부작으로 집필된 자전적 소설의 1부 격인 <음악 속으로>가 

유일하다. 앨범 ‘Vinding’s Music – Song From The Alder 

Thicket’은 소설에 대한 일종의 북 사운드 트랙이다. 두 개

의 CD 중 첫 번째는 케틸이 작곡한 오리지널 곡들을 자신

의 피아노 솔로 연주로, 두 번째는 소설 속에서 언급되는 쇼

팽, 드뷔시, 라흐마니노프, 쇼팽 등을 피아니스트 구닐라 쉬

스만 등과 노르웨이 라디오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스탠다

드한 재즈보다는 자신만의 음악을 더 깊이 추구하는 케틸 비

에른스타의 음악적인 정체성이 이 하나의 앨범에 담겨 있다

고나 할까? 가득 채워진 연주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저 아름답기만 하다. 재즈 애호가와 클래식에 관심 있는 사

람 모두 만족시키는 앨범이다. 보통 케틸 비에른스타의 대표

적인 앨범을 꼽는다면 기타리스트 Terje Ripdal과 첼리스트 

David Darling이 참여한 ‘물 3부작(The sea 1, The Sea 2, 

The River)’을 꼽는다. 물 3부작이 케틸 비에른스타의 내면을 

일관되게 담아낸 것이라면 ‘Vinding‘s Music’은 케틸 비에른

스타의 음악적인 성과라 부르고 싶다. 책은 여태까지 서너 번

은 읽었고, 음반은 셀 수 없이 많이 들었다. 그만큼 개인적으

로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곡은 여섯 번째 트

랙 ‘She Didn’t Say’다.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곡에 스민 먹먹

한 슬픔이 천천히 가슴 속으로 들어와 차오르곤 한다. 도저히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을 만큼 아름답다. 이 곡을 들으면 슬

픔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러나 몇 년을 들어왔는데도 슬퍼서 아름다운 건지, 아름다워

서 슬픈 건지는 도무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얼마나 더 들어야 

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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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SALON

타고난 본연의 색깔, 퍼스널 컬러

퍼스널 컬러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로는 피부색, 눈동자 테두리 색, 모

발 색 등이 있습니다. 피부색은 멜라닌, 헤모글로빈, 케라틴의 분포도에 따

라 크게 웜톤(Warm tone)과 쿨톤(Cool tone)으로 나뉘며, 이를 눈동자 테

두리 색 및 모발 색과 조합하여 봄(Light Warm tone), 여름(Blue&White 

Base Cool tone), 가을(Golden Brown Warm tone), 겨울(Blue&Black 

Base Cool tone)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봄웜, 여름쿨, 가을웜, 

겨울쿨로 분류하죠. 이렇게 분석된 퍼스널 컬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

부색을 보다 건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며 장점을 부각해 최상의 스타일 

연출을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최고의 스타일을 위한 컬러 선택하기

어울리지 않는 컬러 톤의 헤어, 메이크업, 의상 등은 피부의 결점을 그대

로 드러내고, 칙칙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화사하고 생기 있는 최상

나만의 
퍼스널 컬러를 
찾아서

이목구비, 체형 등 외모는 물론 혈액형, 

성격 등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누구나 

타고난 ‘자신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색과 조화를 이뤄 생기 

있고 활기차 보이게 해주는 컬러, 

바로 이것을 ‘퍼스널 컬러’라고 하죠. 

염색하고 싶은 헤어 컬러가 있지만 그 

컬러가 나에게 어울릴지 잘 모르겠다면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봐야 할 때입니다. 

좋아하는 컬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데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에 대한 

확신은 없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퍼스널 컬러를 찾아보세요.

목동점 유진 스타일리스트 (02-2061-9555)

웜톤 로즈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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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퍼스널 컬

러 진단이 첫 단계죠. 간단하게 웜톤에는 레

드, 오렌지, 핑크, 바이올렛 등의 컬러, 그리

고 쿨톤에는 카키, 블루, 그레이, 그린 등의 

컬러가 잘 어울린다는 것만 알아도 선택은 

비교적 수월해진답니다. 웜톤, 쿨톤의 구분 

정도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으로 가능하지만 

사람들의 다양한 피부 톤은 더욱 세분화된 

분류를 필요로 하죠. 세분화된 퍼스널 컬러

는 얼굴형, 피부, 이미지, 헤어 컬러, 입술 컬

러, 눈동자 색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고 경우

의 수를 고려한 후 결정돼야 합니다. 컬러 전

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혼자서도 쉽게 진단하는 퍼스널 컬러

①흰 티 진단법

흰색 티셔츠를 입고 노 메이크업 상태로 

낮의 자연광에서 거울을 봅니다. 볼 부

분이 붉은빛이면 쿨톤, 노란빛이면 웜

톤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②손목 진단법

손목의 핏줄이 푸른빛이면 쿨톤, 초록

빛이면 웜톤, 보랏빛이면 중성 톤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골드&실버 액세서리 진단법

골드 액세서리가 잘 어울린다면 웜톤, 

실버 액세서리가 잘 어울린다면 쿨톤으

로 분류합니다.

④파운데이션 진단법

입술에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얼굴빛

이나 피부 톤에 변함이 없고 화사하면 

립 컬러는 오렌지 컬러가 잘 어울립니

다. 반면 얼굴빛이 어두워 보이면 핑크

색, 입술이 자줏빛으로 변하면 진한 레

드 톤이 어울리죠.

1   웜톤 레드오렌지브라운

2   웜톤 오렌지

3   웜톤 핑크

4    쿨톤 애쉬카키베이지

5    쿨톤 블루그레이

6    쿨톤 애쉬그레이

1

4

6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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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몰랐던 호주
호주의 정식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지만, 

인구는 2,200만 명밖에 안 돼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낮다.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시드니, 그레이트 오션 로드가 있는 멜버른은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호주에는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여행지가 많다. 이번엔 국내에 덜 알려진 호주 여행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테마가 있는 여행·힐링이 되는 여행

66   SEOUL DOCTOR



한 지역에 두 개의 
유네스코 자연유산이 있는 케언즈

작은 해안 도시였던 케언즈는 현재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유

명한 휴양지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케언즈의 ‘그레이트 베

리어 리프’, ‘퀸즈랜드 열대우림’은 유일무이하게 한 지역에서 

등재된 두 개의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다.

수많은 희귀 동식물의 보고, 퀸즈랜드 열대우림

오스트레일리아 북동쪽 해안을 따라 약 450km에 걸쳐 뻗어 

있는 열대 지역(Wet Tropics)이다. 오랫동안 고립돼있던 탓

에 멸종위기에 처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최초

의 육상식물부터 고등식물까지 진화의 주요 단계를 보존하고 

있다. 울창한 우림과 웅장한 협곡에서는 피크닉, 캠핑, 트레킹, 

리프팅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이 이뤄진다. 협곡과 열대우림을 

거쳐 해안선으로 나가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펼쳐진다.

▶리프팅

퀸즈랜드 열대우림은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

는 곳이다. 울창한 열대우림에서 트레킹과 캠핑을 하거나 웅

장하고 아름다운 모스컨 협곡에서 계곡물을 따라 리프팅을 하

는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산호 암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오스트레일리아 북동 연안에 있는 아름답고 다양한 산호초 

유적이다. 400종의 산호와 1,500종의 어류, 4,000종의 연체동

물 등이 있는 세계 최대 산호초 컬렉션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초록 거북, 듀공(海牛類) 같은 종이 서식하고 있어 과학적 관

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가장 경이로

운 점은 옥색 빛깔의 파란 바다가 2,000km 이상 펼쳐져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산호 암초이기도 하다. 따

뜻한 바다는 좋은 낚시 코스와 다이빙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제

공한다.

▶스노클링

1   리프팅

2   스노클링

3   스쿠버다이빙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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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자연 구조

물이다. 산호초 속 거북이와 다채로운 색상의 물고기 사이에

서 즐기는 다이빙과 스노클링은 호주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

세상의 중심, 울루루

오스트레일리아 초대 수상인 헨리 에어즈의 이름을 따 ‘에어

즈 록(Ayers Rock)’으로 불리지만 본래 이름은 울루루(Uluru)

이다. 원주민 언어로 ‘그늘이 지난 장소’라는 의미이며, 원주민

들에게 매우 신성시되는 곳이다. 단일암체 바위산이며 높이는 

프랑스의 에펠탑보다 48m 더 높다. 시간대별로 각기 다른 빛

을 반사하고, 특히 해질녘 노을에 붉게 타오르는 듯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3만 년 전 인류가 거주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는 

곳으로, 암각화를 비롯해 5천 년 전 원주민이 거주했던 증거가 

곳곳에 남아 있다. 문화적 가치와 자연경관의 특이성을 인정

받아 1994년 유네스코 세계 복합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디너 파티

울루루는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에 등장해 많

은 연인이 가고 싶어 하는 여행지가 됐다. 이곳은 세상의 중심, 

세상의 배꼽으로 불리며 전 세계 많은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

지고 있다. 특히 해질녘에 울루루를 바라보며 즐기는 디너파

티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호주의 전원생활, 타즈매니아

호주에서 가장 독특한 생활 분위기를 간직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선 운전자들이 서로 손을 흔들며 지나가고 자동

차 문을 잠근 채 다닐 필요도 없다. 한가롭고 단순하며 정겨웠

던 과거의 그 시절이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다. 영국의 시골 마

을 같은 정겨움이 있으며,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

림도 있을 정도로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다. 또 타즈매니아는 

호주에서 알아주는 와인 산지로, 이곳에서 나오는 피노(Pinot)

4   울루루

5   캠핑

6   낙타투어

4

5

6

테마가 있는 여행·힐링이 되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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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샤도네이(Chardonnay) 품종은 호주에서도 으뜸으로 친다.

▶트레킹 후 마시는 와인 한 잔

호주의 동남쪽에 위치한 섬 타즈매니아는 흔히 ‘버드나무가 

줄지어 선 개울과 푸른 초원이 융단처럼 깔린 곳’이라고 묘사

된다. 그만큼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간직한 곳으로, 호주에서 

유명한 와인 산지이기도 하다. 싱그러운 자연 속을 가볍게 걷

고 향긋한 와인 한 잔을 음미하며 여유를 즐겨보는 건 어떨

까?

하나투어가 함께합니다.

타즈매니아 와인

타즈매니아 트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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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의 에티켓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티켓과 매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는 이들이 제법 있다. 골프의 대중화를 통해 골프를 접

하는 연령층이 낮아진 건 무척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전에 반드시 

골프장에서의 에티켓을 배우길 바란다. 그래야 골프가 더 재밌어질 테

니까.

강재원 KPGA 프로(Jtbc골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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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방송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부탁을 듣곤 한다. “요즘 사람들은 골프 에티켓과 매너를 너

무 모른다. 실력을 쌓는 것도 좋지만 제발 골프 에티켓과 매너에 대해 먼저 알려주면 좋겠다”고…. 골프는 

에티켓과 매너가 상당히 중요한 운동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요즘은 골프가 대중화돼서 골프를 접하는 연령층이 많이 어려졌다. 이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골프에

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골프는 빨리 시작하면 좋은 운동이지만, 그 전에 기본적인 에티켓과 매

너를 알면 더욱 재밌고 건강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특히 쉽게 예민해지는 날에는 상대방의 작은 실수가 더 

크게 눈에 거슬리곤 한다. 물론 상대방이 룰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땐 어떻게 해

야 할까? 지금부터 골프의 에티켓과 매너를 짚고 넘어가 보자.

골프는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다. 그래서인지 ‘신사의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있다. 그러므로 골프에는 

기본적인 ‘배려’가 우선이 돼야 한다. 골프의 의미를 먼저 알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한 번 생

각해보자. 지금 떠올리는 생각이 당연한 행동일 것이다. 

우선은 골프의 기본적인 복장부터 알아보겠다. 골프를 칠 때 남자는 상의로 폴로티 정도는 입어야 한다. 

최근에는 반바지가 허용되는 곳이 많아져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면반바지 정도는 착용하길 바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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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가슴이 드러나는 V넥 상의만 피하면 좋다. 무엇보다 남녀 모두 골프를 치고 난 후, 슬리퍼 착용은 금물

이다. 이러한 복장이 바로 골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복장만 지킨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눈

살 찌푸릴 일은 없을 것이다. 

골프를 칠 때는 동반자와 함께 대화하고 웃으며 플레이를 즐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하지만 동반자

가 스윙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조용히 해줘야 한다. 골프공을 앞에 둔 순간만큼은 상당한 집중

이 필요하니, 상대방이 준비동작에 들어갔다면 함께 집중하며 말을 삼가자. 그리고 동반자의 시선에서도 되

도록 벗어나 주자. 특히 이러한 에티켓을 잘 몰라서 상대방이 샷을 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공의 뒤쪽에 서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위치는 상대방의 시야에서 상당히 신경 쓰이기 때문에 최대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상대방의 시야에서 벗어난 위치가 될까? 하나의 팁을 알려주겠다. 동반자가 골프공

을 보내려는 방향을 기준으로 동반자의 정면에 서 있거나, 등 뒤쪽에 서 있으면 시야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에티켓은 상대방이 모든 샷을 할 때마다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티샷, 세컨샷, 퍼터를 할 때 아주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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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와 작은 움직임이 상대방으로서는 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조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골프는 ‘정직한 운동’이다. 심판이 따로 없으므로 본인 스스로가 심판이 돼야 한다. 물론 동반

자들과 시간에 쫓기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 ‘노터치’ 공을 치는 것 외에 골프공을 건드려

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골프의 기본적인 룰이며, 점수를 세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종종 아마추어들이 좋은 

곳에 놓고 치기 위해 공을 살짝살짝 움직이곤 한다. 물론 실력이 너무 초보 수준이라 시간제한 때문에 그

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남들이 안 보겠지’라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본인만의 생각일 것이다. 분명 누구라도 

그러한 행동을 볼 것이며, 이내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계속해서 티잉그라운드에서의 에티켓을 알아보자. 티잉그라운드에서는 티박스 위치의 마커가 2개 존재

한다. 이 티박스 앞쪽으로(그린방향)는 절대 벗어나지 말자.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골프의 룰이다. 1m

라도 더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골퍼의 바람이나 이 티박스에서는 단 1cm도 앞쪽으로 나가선 안 된

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앞으로 갈 경우에는 벌타가 주어진다. 그러나 아마추어들의 경우 이러한 룰을 무시

하고 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티잉그라운드에서 몸을 풀기 위해 연습스윙을 하곤 한다. 이때 절대로 사람

을 향해 스윙하면 안 된다. 골프클럽이나 땅에 있는 잔디 혹은 돌이 상대방을 향해 날아갈지도 모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을 향해 연습 스윙을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티박스에서 이러한 에티켓을 지키길 바

란다. 

벙커에서도 마찬가지다. 벙커는 벙커헤저드의 준말이다. 그래서 골프클럽이 모래에 닿아선 안 된다. 또 

골프클럽이 골프공을 치기 전에 모래에 닿는다면 벌타가 주어진다. 이 부분도 꼭 지켜야 할 룰이고, 에티

켓 중 하나다. 그리고 벙커샷 후에는 다음 사람들을 위해 모래를 고르게 정리하고 나와야 한다. 이는 필수

이자 매너다. 상황을 바꿔 생각해보면 더욱 이해될 것이다. 내가 친 공이 벙커에 들어갔을 때, 발자국이나 

움푹 파여있는 곳에 공이 놓여 있다면 기분이 상당히 나쁠 테니까. 

마지막으로 그린에서의 상황을 알아보자. 그린에서는 홀컵으로 공을 치면 굴러간다. 따라서 골프공이 

굴러가는 라인에 작은 장애물이라도 있으면, 상당히 큰 방해가 된다. 동반자들이 각각의 홀컵으로 퍼팅하

면 공이 굴러가는 연장선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동반자들의 연장선

을 밟고 다닌다. 그러면 연장선에 발자국, 즉 스파이크 자국이 남고 이내 공이 굴러가는 과정에 방해가 된

다. 이는 상당히 기분 나쁜 행동이다. 그러니 최대한 동반자들의 연장선을 밟지 않도록 공과 홀컵 사이로 

다니지 말고, 연장선 옆으로 혹은 뒤쪽으로 다녀야 한다. 그래야 동반자들을 방해하지 않고 배려할 수 있

다. 무엇보다 그린에서의 행동들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린에서는 잔디가 짧고 예민하기에 작은 

긁힘도 상처가 된다. 그러므로 신발(스파이크)을 끌고 다니면 안 되고, 뛰는 건 더더욱 안 된다.   

올가을에는 골프의 기본적인 에티켓과 매너를 지키면서, 더욱 건전하고 건강한 골프를 즐겁게 즐겨    

보자.



동유럽 음악의 자존심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회 개요

일시 2017년 9월 28일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프로그램

·스메타나의 팔려간 신부 서곡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교향곡 8번

가격 R석 23만 원/S석 16만 원/A석 10만 원/B석 6만 원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빈체로 02-541-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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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보르자크와 스메타나의 고향이자 베를린과 빈 사이의 중

간 지점에 있어 오스트리아 제국의 문화적 자존감을 지켜온 

체코 필하모닉이 1991년, 2001년, 2014년에 이어 3년 만에 네 

번째 내한공연을 갖는다.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이번 아시

아 투어는 갑작스럽게 서거한 악단의 수석 지휘자 이르지 벨

로흘라베크를 대신해, 체코를 대표하는 지휘자 페트르 알트리

히터가 투어의 사령탑을 맡았다. 알트리히터가 이끄는 투어는 

벨로흘라베크를 추모하며 체코 필하모닉의 자취를 되새기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명문 악단의 빛나는 앙상블

1896년 합스부르크 왕가 시절에 창단된 체코 필하모닉은 역

사·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의 위상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특히 스메타나, 드보르자크, 야나체크, 

마르티누 등 체코의 유명 작곡가 연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동유럽 악단 가운데서도 모던하면서 세련된 사운드를 자

랑하며 독특한 울림과 전통적인 표현을 통해 드보르자크 음악

의 정통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체코 필하모닉은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그간 아낌없이 성원해준 아시아 관객들을 위해 음악

으로 감사와 보답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이번 투어의 책임자이자 체코의 주요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

자를 역임해온 알트리히터는 그간 다양한 보헤미안 작품들을 

선보였다. 따라서 토속적인 감상주의에 품위를 싣는 특유의 

표현력으로 악단에 숨쉬는 세련된 사운드와 순박한 앙상블의 

미덕을 그대로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협연곡은 드보르

자크 첼로 협주곡으로, 이상 엔더스가 맡는다. 독일인과 한국

인 양친 사이에서 태어난 엔더스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수

석 첼리스트 출신으로 서울시향 객원 첼로 수석 등 한국 활동

을 통해 기량을 선보여 왔다. 이번 공연은 엔더스의 진가를 세

계 일류 오케스트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

다. 곡이 함유한 보헤미안의 전통과 국제적 특질 사이에서 독

일인 엔더스가 추구하는 음악관은 어느 쪽을 향할지 더욱 흥

미를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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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산업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

의 아시아 첫 대규모 전시회가 한국에서 열렸다. ‘Design Your 

Self(나를 디자인하라)’라는 이번 전시의 주제에 맞게 그는 디

자인으로 사람과 세상을 더 낫게 바꿀 수 있다는 자신의 철학

을 작품으로 보여준다. 또 디자인의 대상은 사물과 환경뿐 아

니라 우리 자신의 삶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직접 디자인한 전시장에는 뉴욕 스튜디오에서 소장하고 있는 

디자인 스케치 원본과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조형물, 가구, 오

브제, 미디어 작품까지 350여 점이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수려

한 곡선의 유기적이고 독창적인 전시장 구성과 작품들을 감상

하면서 카림 라시드의 디자인 세계와 직접 소통하는 독특한 시

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자유롭게 넘나드는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

카림 라시드는 디자인이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세상

을 좀 더 친환경적이며 행복한 곳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한

다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만의 철학을 담아 가구, 제품, 패키

지, 그래픽, 조명, 패션 등에서 모두 3,500점이 넘는 작업을 했

고, 최근에는 건축 프로젝트에도 참가하며 활동영역을 확장하

고 있다. 실용성과 미학을 겸비한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적으

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300여 회에 걸쳐 디자인상을 

받았다.

“디자인의 역할은 동시대의 경험과 미래의 삶을 만

들어내는 것이다.” - 카림 라시드

부드러운 곡선으로 둘러싸인 전시장은 5개 섹션으로 구성

된다. 초기작과 더불어 그를 세계 3대 디자이너로 만들어준 각

종 수상작을 포함한 대표작품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공개되

는 초기 디자인 스케치와 오직 한국 전시만을 위한 조형물 등

을 만날 수 있다. 1번 섹션에서는 일상을 예술과 만나게 한 그

의 대표작품을, 2번 섹션에서는 인류 통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표현한 작품이 전시돼 있다. 이곳의 대형 조형물 ‘Globalove 

Sculpture’는 이번 전시를 위해 한국의 아나로기즘 스튜디오와 

협업해 특별히 만들어졌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예술을 보여

주는 3번 섹션을 지나 4번 섹션에서는 대량생산의 시대를 맞이

해 플라스틱의 시인이라 불리는 그의 대표적인 산업 디자인 작

품들을 볼 수 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인류를 위한 사명 아래 

표현한 예술적 오브제를 통해 디자인은 삶이라는 그의 철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의 혁명
<카림 라시드展>

BANDO E&C co,. Ltd.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기간 2017년 10월 7일까지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입장 마감 오후 7시)

가격 성인 1만 4천 원/대학생 1만 2천 원

 청소년(만13세~18세) 1만 원/어린이(만7세~12세) 8천 원

문의 아트센터이다 02-3143-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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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전략가, 전쟁영웅, 매혹적인 언변술가 등 현재도 주목

할 만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회자되는 나폴레옹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뮤지컬 <나폴레옹>이 화려한 막을 올렸다. 아시아에

서 최초로 국내 초연되는 뮤지컬 <나폴레옹>은 그의 조력자이

자 간교한 정치가였던 탈레랑의 시선을 따라 웅장한 대서사시

가 더욱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원작의 스토리와 음악을 가져

와 캐릭터를 보강했으며 나폴레옹 시대를 재현한 무대와 의상, 

앙상블의 군무까지 더해져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아름다

우면서도 웅장한 요소를 두루 갖춘 음악은 스토리를 극적으로 

만들며 감동을 더할 예정이다. 매혹적인 이야기와 강렬한 음악

으로 새롭게 재탄생한 뮤지컬 <나폴레옹>은 관객들을 만날 준

비를 마쳤다.

국내 최정상 배우들의 화려한 캐스팅

캐릭터의 매력과 강렬한 음악을 효과적으로 소화하며 뛰어난 

가창력과 표현력을 인정받는 국내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나

폴레옹>에 모두 모였다.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하

는 배우 임태경, 마이클 리, 한지상이 나폴레옹 역에 캐스팅됐

다. 나폴레옹을 사로잡은 매혹적인 여인 조세핀은 최고의 뮤지

컬 디바 정선아, 박혜나, 홍서영이 맡았다. 나폴레옹과 조세핀

의 곁에서 극의 긴장감을 더할 정치가 탈레랑은 넓은 연기 스펙

트럼을 가진 김수용, 정상윤, 강홍석이 그린다. 또 폭발적인 가

창력으로 주목받는 신예 스타들을 기용해 작품의 무게감과 완

성도를 높였다. 국내 최정상 배우들과 함께 개성 넘치고 다재다

능한 배우들이 조화를 이루며 작품의 화려한 면면만큼 스펙터

클한 무대를 선사한다.

시놉시스

나폴레옹은 자신의 고향인 코르시카의 독립을 위해 파올리 

정권에 항쟁하지만 오히려 쫓겨난다. 고향에서 문전박대를 당

한 그는 환멸을 느끼며 혼란스럽고 불평등한 사회를 위해 특별

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부패한 바라스 정부 밑에서 일하

던 탈레랑에 의해 정계에 진출한 그는 전투에서 승전해 차츰 빛

을 내기 시작한다. 연이은 승전으로 신임을 얻은 그는 바라스의 

정부인 조세핀과 사랑에 빠지고, 더 큰 야망을 위해 쿠데타를 

계획하는데….

장소 샤롯데씨어터

기간 2017년 10월 22일까지

시간 평일  오후 8시/수요일 오후 3시, 8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2시, 7시

가격 VIP석 14만 원/R석 12만 원

 S석 8만 원/A석 6만 원

예매 인터파크, 샤롯데씨어터, 티켓링크, 예스24

문의 쇼미디어그룹 02-549-9550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이 
깨어난다

뮤지컬 <나폴레옹>

정상윤

임태경

박혜나 홍서영

한지상

정선아

마이클 리

김수용 강홍석



재미있는 와인 
그리고 같이 듣는 음악들 2

프라하 성 비투스 성당

아치형의 길고 높은 천장은 어쿠스틱이 뛰어나다

지난 8월호에 이어 와인과 함께해서 좋은 음악을 소개한다. 소개한 와인은 밸런스가 좋고 

풍부한 과일 향과 오크 향 등을 가진 유럽과 미국의 대표적 와인들의 일부이며 함께해서 와인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줄 곡들을 추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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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하는 와인 리스트

1. 마스 라 플라나(Mas La Plana) 

- 생산자 : 스페인 미겔 토레스

- 품종 : 카베르네 소비뇽

1979년의 파리 와인 올림피아드에서 샤토 라투르(Chateau 

Latour)를 위시한 당대의 유명한 카베르네 와인들을 제치고 우

승(1970년 빈티지)해 명성을 얻었다. 스페인에서 나오는 국제

적 스타일의 와인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아름다운 짙은 

암홍색을 띠며 익은 과일 향과 산미, 힘찬 타닌 등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 이 가격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잘 구운 안심과 등심, 모든 고기와 잘 어울린다. 병의 육

중함도 인상적이다.

2. 물랭 리쉬(Moulin Riche) 

- 생산자 : 프랑스 샤토 레오빌 푸아페레

- 품종 :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카베르네 프랑

오랜 역사를 가진 레오빌 가문의 포도밭 3개 가운데 힘과 섬

세함의 밸런스가 뛰어난 레오빌 푸아페레의 세컨드 와인이다. 

품질과 특성이 뛰어난 그랑 크뤼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벽

한 포도를 엄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 남겨진 포도 중에

서도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다. 이런 포도로 세컨드 와인을 생

산하기 때문에 세컨드 와인 중에서는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것

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물랭 리쉬 와인은 보르도의 세컨드 

와인 가운데 가장 성공한 경우. 농축미가 있으며 진한 깊이를 

느낄 수 있는 미디엄 풀보디 와인으로, 특히 오크 뉘앙스가 강

하게 배어 있어 좋다.

3. 기앙프랑코 솔데라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Gianfranco 

soldera Brunello di Montalcino) 

- 원산지 : 이탈리아 토스카나 

- 생산자 : 기앙프랑코 

- 품종 : 산지오베제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넘버 원 생산지에서 나오는 와인이다. 

이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와인으로, 한 번 마시면 

잊을 수 없는 향기를 뽐낸다. 가격이 좀 비싸서 쉽게 마시기 어

렵지만, 1분 이상 입안에서 맴도는 여운이 짜릿하다. 이탈리아 

와인의 대표주자로, 비즈니스 접대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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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사업부 인공와우 사업부

㈜제이알인터내셔날 대표이사

JR 갤러리 관장

한국실용음악학회 교육이사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과 보컬 교수

팝페라 가수

글｜박정희

포르투칼 두오로 지역의 화이트와인 페레리아

아카시아 과일 향이 풍부하며 
프랑스 화이트와인에도 뒤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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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셸 피카르 코트 드 뉘 빌라주(Michel Picard Cote de 

Nuits Villages)

- 원산지 : 프랑스 부르고뉴 

- 생산자 : 미셸 피카르 

- 품종 : 피노누아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중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오찬에서 김

정일 국방위원장이 선보인 와인이다. 김 국방위원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에게 ‘샤토 라투르’를 내놓아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미셸 피카르 와인들을 15년간 공수해 즐

기고 있는 김 국방위원장 같은 마니아층이 두텁기로 유명하다.

5. 로버트 몬다비 프라이빗 셀렉션(Robert Mondavi Private 

Selection)

- 원산지 : 미국 캘리포니아 

- 생산자 : 로버트 몬다비 

- 품종 : 메를로 

만나는 사람이 미국인이거나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라면 

로버트 몬다비 와인을 내놓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 와인의 

대부’로 흥망성쇠를 거친 미국 와인이다.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영근 메를로로 만든 이 와인은 격무에 시달린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준다. 

6. 장 레옹 파고(Jean Leon Pago) 

- 원산지 : 스페인 

- 생산자 : 미구엘 토레스 

- 품종 : 메를로 

스페인의 최대 와인 생산자인 미구엘 토레스가 생산하는 와

인. 할리우드 최고의 레스토랑을 경영하면서 제임스 딘, 마릴린 

먼로, 프랑크 시나트라 등과 친분을 자랑하던 장 레옹이 죽으면

서 친구 미구엘 토레스에세 맡긴 와인이다. 진득한 여느 스페인 

와인과 달리, 맛과 향이 보르도 스타일을 많이 닮았다. 

7. 도메니코 클레리코 바롤로 페르크리스티나(Domenico 

Clerico Barolo Percristina)

- 원산지 : 이탈리아 피에몬테 

- 생산자 : 도메니코 클레리코 

- 품종 : 네비올로 

장기 숙성 와인이지만 최신 기술로 오래 숙성하지 않고 빨리 

마셔도 된다. 풀보디(입안을 가득 채우는 풍부한 맛과 길고 진

한 여운을 지녔다는 뜻)의 정열이 느껴지는 와인이다. 생산 수

량이 적어 구하기 힘들지만 강하고 맛있다. 

8. 가야 랑게 네비올로 소리 로젠조(Gaja Langhe Nebbiolo 

Sori Lorenzo)

- 원산지 : 이탈리아 피에몬테 

- 생산자 : 안젤로 가야 

- 품종 : 네비올로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의 최고 와인으로, 우아하면서도 달

콤함이 균형을 이룬 장기 숙성형 와인이다. 비즈니스 접대 시 

흑과 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라벨과 더불어 절묘한 맛의 조

화로 압도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 카스텔로 디 퀘르체토 키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Castello 

di Querceto)

- 원산지 : 이탈리아 

- 생산자 : 카스텔로 디 퀘르체토 

- 품종 : 산지오베제 

무겁지 않은 느낌의 타닌과 산뜻한 여운이 있는 와인으로, 베

리 계열의 화려한 과일 향이 난다. 적당한 숙성을 통해 산도와 

타닌도 균형이 잘 잡혀 있다. 맛이 튀지 않고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자리라면 윤활제 구실

랍스터

화이트와인, 샴페인 모두 잘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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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것이다. 

10. 라 마사 조르지오 프리모(La Massa Giorgio Primo) 

- 원산지 : 이탈리아 토스카나 

- 생산자 : 조르지오 프리모 

- 품종 : 산지오베제 

보르도에 뒤지지 않을 만큼 맛과 향에 군더더기가 없다. 누구

든지 산뜻하게 즐기면서 만족할 수 있는 와인이다. 호주 바로사 

밸리의 와인 생산자 피터 리먼은 ‘품질’ 하나로 승부하는 양조

장이다.

함께하면 더욱 좋은 음악

●클래식 음악

①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②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③바흐의 ‘골드베르그 협주곡’ 외

●어쿠스틱 기타 음악

① “Crash” Dave Matthews

② “When Will I” Monte Montgomery

③ “Candy Man” Reverend Gary Davis

④ “Stairway to Heaven” Led Zeppelin

⑤ “Tangled Up in Blue” Bob Dylan 

⑥ “Wish You Were Here” Pink Floyd 

⑦ “Black Mountain Rag” Doc Watson

⑧ “Harvest Moon” Neil Young 

⑨ “Hotel California” The Eagles 

⑩ “Classical Gas” Mason Williams 

Summer Wine

Summer Wine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딸 낸시 시나트라

와 Lee Hatzwood가 1967년 발표하여 많은 사랑을 받

았다. 그 후 Ville Valo, Natalie Avelon 등이 리메이크해 

아직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곡이 되었다.

   가사     

봄의 딸기와 체리와 천사의 키스

나의 summer wine은 정말 이 모든 것으로 만들어져요

more summer wine!

Strawberries, cherries and an angel’s kissing spring.

My Summerwine is really made from all these things...

I walked in town on silver spurs that jingle too,

a song that I had only singed to just a few.

She saw my silver spurs and said let’s pass some time

and I will give to you

summerwine

Oh! summerwine

Strawberries, cherries and an angel’s kissing spring.

My Summerwine is really made from all these things...

take off your silver spurs and help me pass the time

and I wil give to you

summerwine

Oh, oh! summerwine

My eyes grew heavy and my lips they could not speak

I tried to get up but I couldn’t find my feet

She reassured me with an unfamiliar lie

and then she gave to me

more summerwine

More summerwine

Strawberries, cherries and an angel’s kissing spring.

My Summerwine is really made from all these things...

take off your silver spurs and help me pass the time

and I will give to you

summerwine

Mm, mm, summerwine

When I woke up the sun was shinning in my eyes,

my silver spurs were gone, my head felt twice its size

She took my silver spurs, a dollar and a dime

and left me craving formore summerwine

more summerwine

Strawberries, cherries and an angel’s kissing spring.

My Summerwine is really made from all these things...

Take off your silver spurs and help me pass the time

and I will give to you

my summerwine

Oh, oh! summer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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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의료영어

A lady found out that she has a bun in the oven by 

the home pregnancy test. She decided to make her 

first prenatal visit. She enquires the obstetrician 

about the necessary tests to be performed until her 

EDD(Estimated date of delivery). The doctor informs 

her that he will periodically check the fetus’ state 

by the prenatal screening scan, which includes the 

abdominal ultrasound test. Moreover, he advises 

her to be extra cautious especially at the late stage 

of her gestational period. The doctor recommends 

spontaneous delivery over the caesarean section 

delivery and induced labor, since it is the simplest 

kind of delivery process. 

 

한 여자가 임신 테스트를 통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

습니다. 그녀는 태아기 전에 산부인과 방문을 하기로 결심

했습니다. 그녀는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출산예정일 전 필요

한 검사에 관해 물어봅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산전선별검사를 통해 태아의 상태를 주기적

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또한 임신 마지막 기간

에는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의사는 자연

분만이 가장 단순한 분만과정이기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과 

유도분만보다 자연분만을 권고합니다.

●Have a bun in the oven: ‘임신을 한 상태’를 뜻하는 비격식 

숙어입니다. 이 숙어를 직역하면 ‘오븐 안에 빵이 있다’입니다.

●Home pregnancy test: ‘임신 테스트’를 뜻합니다. ‘임신 테스

트를 하다’는 “do/take a home pregnancy tes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Prenatal: ‘태아기’혹은 ‘태어나기 전의’입니다. 그러므

로 “prenatal visit”은 태아기 전의 산부인과 방문을 뜻하고 

“prenatal screening test”는 ‘산전선별검사’를 뜻합니다.

●Obstetrician: 주로 출산 과정을 돕는 ‘산과 전문의’입니

다. 이와 달리 “Gynecologist”는 ‘부인과 전문의’를 뜻합니다. 

Gynecologist의 업무는 여성생식기관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

는 것입니다. 산부인과는 두 단어의 접두사를 사용해 “Ob-Gyn”

의료분야가 국제화됨에 따라 의료인들의 전문화 된 영어

구사 능력이 요구된다. 지난 시간에 이어 실제 진료 상황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영어회화 중에서 산부인과에 

관한 영어표현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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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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y.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모든 과정

을 말씀드리죠. 

Doctor: Normal gestational period is around 37 to 42 

weeks. Until that time, you’ll go through some prenatal 

screening scans and tests.

일반적인 임신 기간은 대략 37주에서 42주입니다. 그때까

지 몇몇 산전선별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Doctor: However, please do not worry as these consist 

of simple tests such as the abdominal ultrasound test to 

check your fetus’status periodically.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검사는 태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복부초음파 검사와 같은 간단한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Doctor: Also, please be advised that you must be extra 

cautious until you give birth to your baby.

그리고 출산하시기 전까지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명

심해주시길 바랍니다.

Patient: May I ask you about the delivery methods? I 

heard that there are several types.

출산 방법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듣기로는 여러 종류

가 있다고 하던데요.

Doctor: There are many types of delivery methods, 

which includes spontaneous delivery, the C-section, 

Inducing labor, etc.

자연분만, 제왕절개술, 유도분만 등과 같은 많은 종류의 출

산방법이 있습니다.

Doctor: However, I would like to recommend natural 

birth since it is the simplest of all. The other types are 

alternatives and should only be taken under certain 

circumstances.

하지만 가장 간단한 자연분만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른 방

법들은 오직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대안들일 뿐

입니다.

이라고 표현하며, 통상적으로 사용됩니다.

●Estimated Date of Delivery(EDD): ‘출산예정일’을 뜻하는 의

학용어입니다. 통상적으로 “due date”라는 표현도 사용됩니다.

●Fetus: 임신 9주 후의 태아를 뜻하며, 수정 후 8주 전까지의 태

아는 “Embryo”로 표현합니다.

●Abdominal ultrasound test: ‘복부초음파 검사’를 뜻합니다. 

●Gestational period: ‘임신 기간’을 뜻하며 다른 표현으로는 

“pregnancy period”가 있습니다.

●Spontaneous delivery: ‘자연분만’입니다. “Spontaneous”

는 ‘자연스러운’이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Natural birth”가 있습니다.

●Cesarean section delivery: ‘제왕절개 수술’을 뜻합니다. 주

로 “C-section”이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Induced labor: ‘유도분만’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Artificial labor”가 있고 “Artificial”은 ‘인공’이라는 뜻을 지닌 형

용사입니다.

Conversation

Doctor: Welcome to our Ob-Gyn Clinic. I am Dr. 

Jones and I will be your obstetrician.

우리 산부인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존스 박사이

고 산과 전문의입니다.

Patient: Good Morning, Dr. Jones. It’s very nice to 

meet you.

좋은 아침입니다, 존스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Doctor: I believe that this is your first prenatal visit. 

Am I right? 

이번이 첫 태아기 전의 방문이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Patient: Yes. I found out just a few weeks ago that I have 

a bun in the oven after taking the home pregnancy test.

네. 몇 주 전 임신테스트를 통해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

어요.

Doctor: Good. So now, let me tell you about the 

whole process from now until your Estimated d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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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의사 9월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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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9월 24일(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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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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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매거진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