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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원 의 학 술 상

서 울 의 사

interview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개원의학술상’ 수상자 3人
-김부기, 이성렬 원장, 김미정 과장

의사가 건강한 세상 

이재일 이재일내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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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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사는 건강한 삶을 향한 소통의 장입니다.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한 정보만을 담아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서울의사가 함께 합니다.

서울시의사회가 만들어 갑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02)2676-9751

의사신문 (02)2636-1056

도서출판 지누 (02)3272-2052

『서울의사』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서울의사』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사』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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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 제 공 김화숙 김화내과의원 대표원장 





“젊은 의사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8월 9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대

전협 회장 선거에서 안치현 전공의가 

당선됐다. 그는 변화의 시기에 회장직

을 맡게 되어 무척 영광스러운 한편 어

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중압감과 책임

감이 마음을 짓누르지만, 흔들림 없이 

의견을 피력하는 그의 모습에서 대전

협의 새로운 미래가 보인다.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 울 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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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기 대전협 회장, 바톤을 이어받다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는 9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졌다. 전국 41개 수련병원에 속한 

약 2천 4백여 명 전공의들의 표가 갈렸다. 총 투표율은 30.9%. 결과는 기호 1번 후보였던 안치현 회

장이 지지율 64%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안 회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말문을 열었다.  

“두 배 이상으로 긴장되더라고요. 단독후보였다면 임기 시작 이후의 일들을 더 생각했을 텐데, 경

선이다 보니 선거 과정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했어요. 두 가지를 한 번에 생각하느라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곁에서 저를 도와준 동료들과 함께 당선 이후의 해야 할 일들을 구상하면서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했어요.”

당선을 조금이나마 예상했냐는 질문에 안 회장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예’ 하고 답하며 웃었다. 그

리고 이내 아쉬운 얼굴로 투표율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놨다. 

“사실 당선에 대한 확신보다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몇 표, 몇 % 차이로 이기느냐 지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투표율이 높길 바랐죠. 40~50% 정도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요.”

안 회장은 자신의 높은 득표율에 대한 만족보다는 전공의들의 전체적인 참여도를 지적하며, 앞으

로 자신이 이끌어갈 대전협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어깨 무겁지만 변화의 시기 잘 이겨낼 것  

안 회장은 당선 이후 여러 매체를 통해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대전

협은 변화의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짊어진 숙제가 많다. 안 회장 또한 이를 간과하지 않는다.  

“모든 현안이 시급해요. 하나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부터 

전공의법, 비상대책위원회, 더 나아가 의사협회 내에서의 입지라든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

러한 여러 가지 키워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먼저 모두가 참여하는 대전

협을 만들어야 해요. 조직력 강화가 필요하단 의미죠. 이제는 더 많은 분이 대전협을 알고, 함께 의견

을 내고 행동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런 대전협을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이어 그는 머릿속에 구상해둔 대전협의 계획을 밝혔다. 

“최근 감사하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했어요. 따라서 향후 비대위의 마스터플랜을 세운 다음 

조직력을 강화하고,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집행부가 구성되면 집행부의 소통체계를 완성

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 제 공약이 어떻게, 얼마나 이뤄졌는지 그 과정을 문서화하고 싶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서 차후, 누군가가 다른 방식의 문제해결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요. 하나의 족보랄까?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1년의 기록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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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수련하는 일만으로도 숨 가쁜 전공의에게 정책 참여란 쉬운 일이 아니

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냐는 물음에 안 회장은 

‘고충은 있지만 모든 의사단체에 소속된 이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덤덤히 답한다. 이미 의대시절부터 정책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왔기에 그

는 힘든 일 또한 기꺼이, 달갑게 헤쳐나가고 있다.  

“2010년도에 서울의대 학생회장을 맡았어요. 2011년도에는 의대협 회

장을 했고 전공의, 공보의 선생님들과 함께 젊은의사의료정책스터디라는 

그룹을 시작했어요. 그게 젊은의사의료정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발전하

는 시기까지 활동했죠. 가장 안타까웠던 건 젊은 의사들, 예비 의사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고 개선해나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어

요. 그래서 정부와의 관계에서 억울할 때가 많았고, 현실이 잘못됐다는 걸 

많이 배웠죠. 고치고 싶었어요.” 

의대생과 공보의를 지나 전공의들의 대표가 된 지금, 앞으로 안 회장이 

꿈꾸는 의료계는 어떤 모습일까. 

“종종 의사를 왜곡된 눈으로 보는 환자들이 있어요. 때문에 의료계는 이

러한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의사로서 정상적인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의사들이 의

료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행동하길 바라요. ‘나는 괜찮으니까’라는 생

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봐요. 이제는 의료계 공동체를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전공의들은 충분히 그런 의료계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전공의

들은 자신의 이익만 보고 일하지 않고, 체계의 맞고 틀림을 정확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전공의의 삶 그리고 대전협  

한때 건축학도도 꿈꿨던 안 회장은 의사의 길을 택했지만 후회는 전혀 

없다고 말한다. 환자들이 고마워해줄 때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감사함을 느

끼고,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한창 바쁜 와중이지만 안 회장

은 전공의로서의 삶에도 최선이다. 

“요즘 머릿속에는 제 논문과 학회 발표…. (웃음) 우선 첫 번째로는 전공

의로서의 삶이 크게 자리하고 있어요. 환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의사가 되

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대전협이죠. ‘어떻게 하면 참여가 

어려운 이들에게 소속감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업무에 대해 더 명

확하게 전달하고 이해를 도울까’ 이런 고민이 많아요.” 

안 회장은 집단의 대표를 맡을 때마다 항상 되뇌는 소신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집단에 필요한 일을 하자’. 그의 머릿속에 크게 자리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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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전공의의 삶과 대전협. 현명하게 조율해나갈 그의 행보가 기대되는 

바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길 

안 회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정상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상

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채로 의사들에게 정상적인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의사들에게 정상적인 행동을 원해요. 원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때리고, 혼내죠. 이러한 방향의 정책들이 그동안 

많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근본적인 것부터 이야기하고 해결해야 할 때

가 왔다고 봐요. 나아가 젊은 의사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기반을 다지고 싶어요.” 

안 회장은 막힘없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방안 모색에 의지를 보였

다. 그리고 의료계 선배들에게도 정중하게 부탁의 말을 전했다. 

“사실 선배님들에게 부탁드릴 것들이 참 많아요. 선배님들의 더 많은 도

움이 필요하죠. 선배님들께서 모두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의료계의 환

경과 현실을 알리는 작업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전공의도 의료 환

경을 위해 노력한다는 인식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의 움직

임이 시작되길 바라요.”  .

선배님들께서 모두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의료계의 환경과 

현실을 알리는 작업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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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학술상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의학상’ 

지난 9월 ‘제22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의학상’ 시상식이 열렸다. 서울특

별시의사회 의학상을 수상한 많은 이들은 그동안 의료계와 국민건강에 

이바지해왔다. 특히나 학술상과 저술상은 지속적인 연구의욕을 고취하

고, 논문상은 임상강사와 전공의(젊은 의사)가 의학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저술상, 개원의학술상, 젊

은 의학자 논문상(임상강사 부문, 전공의 부문)으로 이루어진 이번 시상

식에서는 과연 누가 영광의 얼굴이 될지 이목을 끌었다. 

수상자로는 ‘저술상’에 유한욱 교수(울산의대 소아청소년과)가 선정

됐으며 ‘개원의학술상’에는 김부기(온누리스마일안과의원), 김미정(대

항병원), 이성렬(담소유병원)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젊은 의학자 

논문상’ 임상강사 부문에는 최상현(울산의대 영상의학과) 임상강사, 전

공의 부문에는 홍남기(연세의대 내과학교실)와 전익현(연세의대 약리

학교실) 전공의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10월호에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노

력하는 개원의학술상 수상자 세 명을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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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의학상

개원의학술상 부문 수상자 3人

김부기 온누리스마일안과의원 원장 

‘기본’을 지키는 운영방식으로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김부기 원장. 그 기본의 원천은 바로 끊임없는 공부다. 환

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수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김 원장은 

진료가 끝난 후에도 새로운 논문 준비에 한창이다. 

이성렬 담소유병원 원장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술을 베푸는 것이 

곧 의료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성렬 원장. 이에 그는 

평소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며 더 나은 의술을 동료들과 교

류하고,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김미정 대항병원 병리과장 

김미정 과장은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으려 시행한 시험 결

과를 논문으로 풀어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환자에게 도

움 되는 의사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수줍게 웃는 그이지만, 

자신의 논문을 설명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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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진정성을 기본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할 것”

김부기 온누리스마일안과의원 원장

우선 ‘개원의학술상’ 수상을 축하한다 

열심히 논문을 쓴 것뿐인데, 인터뷰까지 하게 돼서 약간 민

망하다. (웃음) 하지만 인정받은 것 같아 기분 좋다. 사실 논

문 쓰는 게 쉽지 않다. 개원하고 나서는 더 힘든 게 사실이다. 

진료와 수술은 기본이고 직원들과의 관계…. 전구를 교체하

는 사소한 일까지 신경써야 할 만큼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도 개원 초기부터 논문을 쓰고 싶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아홉 편의 논문을 썼다. 현재도 세 편이 심사 중

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 논문과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 

그렇다. 진료시간에 틈틈이 할 때도 있고 진료 후에도 한

다. 하지만 바쁠 때는 시간이 정말 안 난다. 그래서 한참 동안 

공부를 못한 적이 있었는데, 정체된 느낌이 들더라. 처음에는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떤 분야든 공부하고 연구해야 깊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래야만 조금 더 안전한 수술을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

고 결과도 좋은 것 같다. 환자에게도 의사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번엔 수상한 논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각막이식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대개 근시와 난시가 생기

는데, 그런 환자들에게 스마일라식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스마일라식은 아직 일반화되진 않았고 가격도 비싸다. 

하지만 상당히 안전한 수술로서 부작용이 적고, 시력회복이 

빠르다. 때문에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스마일라식을 하면 당

일 수술 후, 다음 날 바로 출근 가능하다. 

요즘 공부하는 분야도 역시 스마일라식인지 

아무래도 스마일라식 관련 공부를 많이 한다. 또 난시에도 

관심이 많은데, 온누리스마일안과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난

시교정술’이다. 보통 난시는 눈이 찌그러진 형태다. 농구공이

나 지구본 같은 형태의 눈이라면 난시는 0이다. 하지만 럭비

공처럼 눌린 형태라면 난시가 있다. 난시교정술은 각막 주변

부에 칼집을 내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데, 럭비공 같은 눈의 

가파른 축에 맞춰서 절개해 각막을 펴준다. 이렇게 난시를 잡

아준 후에 스마일라식을 실시한다. 그러면 다른 수술보다 정

확성과 안전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는 내가 처음으로 쓴 논문

의 내용이기도 하다. 

많고 많은 분야 중 왜 하필 안과를 택했나 

예전부터 안과가 깔끔해보이고 세련돼 보이더라. (웃음) 무

엇보다 우리 몸 중에서도 눈은 정말 중요하지 않나. 어렸을 

개 원 의 학 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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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각막이식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그때의 감동이 생생하

다. 물론 내과나 외과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모습도 정

말 멋지지만, 안과는 수술 전후가 명확하고 드라마틱하게 드

러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또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그 자

체가 얼마나 스트레스인가. 가령 안경이 깨졌을 때나 워터스

포츠를 할 때 정말 불편하지 않나. 렌즈로 인한 부작용도 심

각하다. 그런 분들에게 교정술을 시행해 시력을 좋게 만들어

드리고,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일은 참 보람있다. 그중에서도 

창원, 목포, 강원도 등 먼 지역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 대

개 난시가 8~9 디옵터 정도의 환자들인데 우선 난시교정술

을 시행하고, 한 달 정도 지켜보다가 다시 스마일라식을 시행

하고….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하시지만 0 디옵터

에 가까운 시력을 만들어드렸을 때 뿌듯하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듣고싶다 

공부하고, 논문을 쓰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다. 내가 말하는 기본은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정확

한 팩트와 안전성으로 환자들을 대하는 것이다.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싶다. 앞서 말했듯 눈은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와 수술이 필

요하다. 그래서 지금껏 해왔던 대로 논문도 열심히 쓰고, 외

국 학회에도 자주 나가려고 한다. 올해는 싱가폴, 미국을 다

녀왔다. 국내에서는 대한안과학회에 참석해 거의 매년 논문

을 발표한다. 학회에서는 최신지견을 들을 수 있어 좋다. 그

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아이디어도 얻는다. 지금 내가 

있는 강남은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경쟁이 심한 곳이지만 거

기에 휩쓸리지 않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나아가고 싶다. 

삶의 모토가 있다면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이 모토인 것 같다. 그건 우리 직원들

도 그래주길 바란다. 결혼해서 퇴직한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있다. 소소한 생일파티, 워크샵, 

회식 등을 통해 모두가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일했으면 좋

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웃음) 병원은 병

원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일하는 환경이 오길 바란다.   .

성      명 김부기

논문제목 Bilateral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xction (SMILE) after penetrating keratoplasty

발표년월일 2016. 8 역할 제1저자 학술지명 Journal of refractive surgery

전층각막이식 수술후 많은 환자에서 고도난시가 생기고, 고도근시 또한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굴절이상은 보통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교정하게 되는

데 안경으로는 난시가 많은 경우 전교정이 되지 않고, 콘택트렌즈는 각막지형의 문제, 눈물막의 불안정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전층각막이식 술 

후 라식이나 PRK 수술에 대한 보고가 많이 있었으나 각막혼탁이나 각막절편과 관련된 합병증 등 때문에 술 후 결과에서 제한되는 사항이 많다. 스마일 수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SMILE)은 비교적 최근 개발된 굴절교정 수술로서 여러 연구에서 라식이나 PRK수술에 비해 좋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층각막이식술 후 스마일 스마일 수술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저자는 전층각막이식술을 받고 7년이 지난 환자를 대상으로 스마일 수

술을 시행하였고 좋은 결과를 보였기에 이를 보고하였다. 환자는 수술 후 시력 및 굴절력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고, 경과관찰 기간중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

다. 이는 전층각막이식술 후 스마일 수술의 세계최초보고이고,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일 수술을 전층각막이식술 후 굴절이상을 치료할 수 있

는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의의가 있다. 

■논문 개요 및 학술적 의의 요약 

올해로 4년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김부기 원장은 치열한 경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기본’을 지

키는 운영방식으로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그 기본의 원천은 끊임없는 공부다. 숱한 논문과 연구로 

얻은 정확한 팩트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수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김 원장. 그는 진료가 끝난 후

에도 새로운 논문 준비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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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발전하는 의료인이 되겠다”

이성렬 담소유병원 원장

‘개원의학술상’ 수상, 의미가 클 것 같다 

우선 영광스러운 상의 수상자로 나를 선정해준 모든 분에

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무엇보다 함께 의료계를 이끌

어나가고 있는 동료, 선후배 의료인으로부터 받은 상이다 보

니 내겐 의미가 더욱 크다. 

평소 연구·논문 활동에 대한 학술적 의의는 무엇인가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다 

향상된 의술을 베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라

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의 노력은 논문게재라는 과정을 통

해 공식적으로 인증받게 된다. 하지만 나에게 논문을 게재하

는 일은 최종목적이 아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의

술을 베풀 수 있고, 동료 의료인들에게 더욱 발전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학술적 의의라고 본다. 

또 논문을 작성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최신지견을 배

울 수 있다. 의사는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라 논문작성은 반드

시 필요하다.  

최근 개원의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이 눈에 띈다

동료 개원의 분들이 체감하는 것처럼 개원의는 매일 진료

와 수술, 경영을 함께 해야 한다. 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의술에 대한 연구활동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 그

리고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도 더욱 필요하다. 그 이유는 활발

한 연구활동은 곧 의료인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나 또한 의료

인으로서 사명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기 위해 꾸준한 연구활

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꿈꾸는 의사상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외과 수술을 하는 외과 전문의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래에 ‘수술 정말 잘하는 의사’로 기억되고 싶다. 또 우리 

개 원 의 학 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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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수술 정말 잘하는 병원’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

으면 가장 좋을 것 같다. 또 한 가지 바란다면 나의 연구 활동

이 의술 발전과 국민건강향상, 국외적으로는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길 바란다. 그래서 ‘외과학발전

에 기여한 의사’로 기억된다면 더없이 보람될 것 같다.

그러려면 향후 계획이 중요할 것 같다 

담소유병원은 부설연구소가 따로 있고 생명윤리연구회가 

수설기관으로 있다. 이는 학술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해 설립한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연

구 활동과 논문 발표, 수술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복

강경을 활용한 성인탈장·소아탈장·담낭염·충수염 수술에 

관한 연구, 여유증과 부유방 등 외과수술에 관한 다양한 연

구를 진행하여 SCI 국제학술지에 11편, 국내 학술지에 8편이 

게재 확정됐다. 조만간 SCI급 국제학술지를 통해 그 결과물

들을 계속 발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나는 아침마다 병원 홈페이지에 실린 수술환자와 보호자 분

들의 수술후기를 빼놓지 않고 읽는다. 그 글들을 보면 의사로

서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야 할

지 알 수 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

고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의료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이성렬 원장은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술을 베푸는 것을 의료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끊임없는 연구를 진행하며 더 나은 의술을 동료들과 교류하고,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의

사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정진해나가겠다고 말하는 이 원장을 만났다. 

성      명 이성렬

논문제목 The efficacy of laparoscopic intracorporeal linear suture technique as a strategy for reducing recurrences in 
pediatric inguinal hernia

발표년월일 2016. 11 역할 제1저자 학술지명 HERNIA

The efficacy of laparoscopic intracorporeal linear suture technique as a strategy for reducing recurrences in pediatric inguinal hernia

(소아 복부 탈장 환자의 재발률 감소를 위한 복강경 체내 직선 봉합술의 효용성)

목적: 소아 복강경 탈장봉합술은 합병증 빈도가 낮으나, 재발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수술 방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 복강경 탈장봉합

술 중, 직선 봉합 술기의 사용 여부에 따른 재발률의 감소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방법: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담소유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받은 (10살 미만의) 소아환자는 모두 2,223명이었다. 이들 환자에게서 재발률의 원

인을 조사하고, 탈장부위의 봉합술 방법에 따라 2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 집단1(쌈지봉합술로 봉합한1009명의 환자), 집단 2(직선 봉합술로 봉합한 1214명

의 환자).

결과: 전체 집단에서 1413명(63.6%)는 남아, 810(36.4%)는 여아 환자였다. 집단의 평균 연령은 30.5 ± 29.2개월이었다. 1집단에성 재발율은 0.94%였고 2

집단에서는 재발율이 0.08%였다. 집단 2에서는 더 적은 숫자의 재발을 확인하였다. 집단 1에서는 쌈지봉합 후 재발 환자의경우 내서혜륜의 봉합이 장력을 견

디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집단 2에서는 1명의 재발 환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봉합술의 방법과 나이는 탈장 재발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작

용하며, 직선 봉합술은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술기임을 확인하였다. 

결론: 쌈지봉합술은 직선봉합술보다 더 높은 탈장 재발 수치를 보였다. 직선봉합술은 봉합한 부분을 따라 내서혜륜의 넓은 부위에서 압력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봉합부 주변의 장력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직선 봉합술의 사용이 소아 탈장 봉합술에서 재발률을 효과적으로 감

소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핵심단어 : 서혜부 탈장, 소아 탈장, 복강경 탈장봉합술, 재발

■논문 개요 및 학술적 의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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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 의사, 
환자에게 도움 되는 의사로 남고 싶다”

김미정 대항병원 병리과장

‘개원의학술상’을 수상한 후 어떤 기분이었나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내가 받게 돼서 얼떨떨하다. 

사실 상을 받는 것이 참 쑥스럽고 부끄럽다. 나 스스로 잘해

서라기보다는 그저 ‘그동안 수고했다’는 격려의 의미로 주신 

상으로 알겠다. 다시 한번 서울시의사회에 감사드리고, 꾸준

히 노력하겠다. 

 

논문 내용이 궁금하다 

무경성 거치상 용종(sessile serrated adenoma/polyp)의 

종양발생 기전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알아보고자 실험을 시

행했다. 이번 논문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거치상 용

종은 산발성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암의 전구병변으로 최근 

interval cancer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경성 거

치상 용종은 메틸화를 통해 hMLH-1이 비활성화되면 현미

부수체 불안정성을 보이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암 진행이 가

속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조직학적 단계

에서 hMLH-1의 메틸화와 불활성화가 일어나는지, 모든 증

례에서 이러한 소견을 보이는지, 실제 진단과정에서 hMLH1

의 단백발현여부를 면역조직화학 검사로 알아보는 것이 얼마

나 진단적 효용성이 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한 궁금증이 논문의 시작이었나 

실제 조직학적 이형성을 보이는 무경성 거치상 용종 증례

들에서 hMLH1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했을 때 

hMLH1의 단백소실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는 나의 경

험으로 미루어 보아, ‘기존의 추상적인 이론을 조금 더 보강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다. 나

는 대항병원에서 얻은 33개 예의 이형성이 동반된 무경성 거

치상 용종(sessile serrated lesion/dysplasia, SSL/D)과 이

형성이 동반되지 않은 무경성 거치상 용종(sessile serrated 

lesion, SSL), 증식성 용종(hyperplastic polyp, HP)에서 

MassArray EpiTYPER assay와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 

hMLH1의 메틸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단백

발현 여부를 조사했는데, 특히 이형성을 동반한 무경성 용종 

내에서도 이형성이 있는 부위와 없는 부위를 비교해봤다. 

실험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hMLH1의 메틸화는 무경성 거치상 용종의 매우 초기 단

계에서부터 진행되며, 심지어는 증식성 용종 단계에서도 나

타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메틸화 정도는 무경

성 거치상 용종의 이형성이 동반된 부위에서 의미 있게 높았

으며, 이형성 정도에 따라서도 메틸화 정도에 의미 있는 차이

를 보였다. 예상한 대로 이형성이 동반된 무경성 거치상 용종

의 이형성이 있는 부위의 hMLH1의 메틸화 정도는 대조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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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성거치상 용종과 증식성 용종에 비해 높았다. hMLH1의 

단백발현 소실은 조직학적 이형성 등급에 관계없이 이형성이 

있는 부위에서 관찰되나, 이형성을 동반한 모든 증례에서 관

찰되는 것이 아니라 이형성이 있는 부위의 약 40%에서만 관

찰됐다.

실험결과에 대한 의의를 정리해 이야기해달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hMLH1의 프로모터 메틸화와 단백

발현 소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다. 메틸화는 무경

성 거치상 용종의 매우 초기단계, 심지어는 증식성 용종에서

도 관찰될 수 있는 매우 초기변화이며, 메틸화가 일정 레벨 

이상으로 축적되면 단백발현 소실이 나타난다. 이형성이 있

는 무경상 거치상 용종에서도 약 40%에서만 hMLH1 단백발

현 소실이 관찰된다. 즉 hMLH1의 메틸화 자체가 무경성거

치상 용종이 이형성 단계로 진행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기

보다는 메틸화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hMLH1의 

단백소실, 즉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은 메틸화가 한

참 진행된 후에 나타나는 소견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병리 진

단과정에서 hMLH1의 단백발현여부를 면역조직화학 검사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형성이 동반된 모든 무경

성 거치상 용종에서 관찰되는 소견이 아니므로 판독에 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인뿐 아니라 최근 개원의들의 

활발한 논문·연구 활동이 눈길을 끈다 

대개 개원의들은 일상에 쫓기다 보니 매일 자신이 하던 일

만 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어려워진다. 자기 

분야에서 계속 발전하고 싶다면 끝없이 공부하고 본인이 궁

금하거나 확인해 보고 싶은 점들을 직접 연구해보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앞으로도 연구에 소홀하지 않고 미래

에 동료의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의사’, ‘환

자의 진료에 도움이 되는 의사’로 남고 싶다. 가능한 오래 일

하고, 공부하고 싶다.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텐가 

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한다. 거창한 일은 못하

겠지만, 내 위치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 살고 싶다. 오늘 하

루 남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노력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좋지 

않을까.     .

■논문 개요 및 학술적 의의 요약 

김미정 과장은 평소 무경성 거치상 용종(sessile serrated adenoma/polyp)의 종양발생 기전에 대한 궁

금증을 품고 있었다. 이를 알아보고자 시행한 시험의 결과를 논문으로 풀어낸 그는 생각지도 못한 수상

의 영광을 안았다. 연신 ‘부끄럽다’며 수줍게 웃는 그와 이번 논문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성      명 김미정

논문제목 Reappraisal of hMLH1 promoter methylation and protein expression status in the serrated neoplasia 
pathway

발표년월일 2016. 2 역할 책임저자 학술지명 Histopathology

거치상 용종은 산발성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암의 전구병변으로서 최근에는 interval cancer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무경성 거치상 용종은 내

시경적으로나 현미경적 소견으로 증식성 용종과 감별하기가 힘들어 증식성 용종으로 오인되기 쉽다. 무경성 거치상 용종은 메틸화를 통해 MLH-1이 비활

성화되면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을 보이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암으로의 진행이 가속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조직학적 단계에서 MLH-1

의 메틸화와 불활성화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자들은 대항병원에서 얻어진 33예의 이형성이 동반된 무경성 거치상 용종 (sessile 

serrated lesion/dysplasia, SSL/D)과 이형성이 동반되지 않은 무경성 거치상 용종 (sessile serrated lesion, SSL), 증식성 용종 (hyperplastic polyp, 

HP)에서 MassArray EpiTYPER assay와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하여 hMLH1의 메틸화 정도와 단백발현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형성을 동반한 무경성 용

종내에서 이형성이 있는 부위, 없는 부위를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hMLH1의 메틸화 정도는 이형성이 동반된 부위에서 의미있게 높았으며 이형성 정도에 따

라서도 메틸화 정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형성이 동반된 무경성 거치상 용종의 이형성이 있는 부위의 hMLH1의 메틸화 정도는 대조군인 무경성거

치상 용종과 증식성 용종에 비해 높았다. hMLH1의 단백발현 소실은 이형성이 있는 부위의 39.4%에서만 관찰되었다.즉, hMLH1의 프로모터 메틸화와 단백

발현 소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메틸화의 선행 후 메틸화가 축적되면 단백발현 소실은 훨씬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형성이 있는 무경상 거

치상 용종의 일부분 (39.4%)에서만 단백발현의 소실이 관찰된다. hMLH1의 단백발현 소실은 무경성거치상 용종의 암화에 중요한 기전이나 이형서의 발생에 

반드시 선행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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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뜨는 추석 연휴.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 건강관리에 소홀하다가는 자칫 큰 질병을 얻을 수 있다. 

또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 연휴로 들뜬 마음이 질병이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 

도움말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준현 교수, 라미용 임상영양파트장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는  
추석 연휴

Special Foc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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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동할 때 차멀미 주의하세요

오랜만에 고향을 찾느라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통해 장기간 

이동하다 보면 차멀미가 날 수 있다. 멀미가 심해서 고생한 경

험이 있는 사람은 미리 멀미약이나 부착제를 준비하는 것이 좋

다. 먹는 약은 차에 타기 1시간 전에 복용하고, 붙이는 약은 최

소 4시간 전에 써야 효과가 있다. 하지만 녹내장이나 전립선비

대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주의해서 멀미약을 사용해야 

한다. 차에 올라타고 난 후에 멀미가 나면 옆으로 눕지 않고 차

가 달리는 방향으로 좌석을 젖혀 눕는 것이 훨씬 도움 된다.

성묘 가기 전 알아야 할 안전수칙

추석에는 벌초와 성묘 등으로 야외활동이 활발해진다. 보통 

벌초와 성묘는 깊은 산속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벌에 쏘이

거나 뱀에 물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때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우선 벌에 쏘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성묘 시에는 슬리퍼보

다 구두나 운동화를 신는다. 또 헐렁한 옷보다 몸에 잘 맞는 긴 

소매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옷 색깔은 눈에 잘 띄는 흰색이나 

화려한 색보다는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는다. 향수나 헤어스프

레이 등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한다. 벌초 작업을 할 때는 꼭 장

갑을 착용해야 한다. 벌이 나타났을 경우엔 놀라서 뛰거나 빨리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 벌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 벌을 유인할 수 있는 달콤한 음료수병이나 캔을 들고 다

니지 않는 것도 도움 된다.

벌에 쏘이고 뱀에 물렸을 땐 이렇게 하세요

벌에 쏘였다면 쏘인 부위에 벌침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가 많

다. 벌침이 피부에 남아 있으면 손톱으로 눌러 짜지 말고 신용

카드나 칼등으로 피부를 밀어서 빠지게 한다. 쏘인 부위가 아프

고 부어오를 때는 찬물이나 얼음으로 찜질하면 통증과 부기를 

줄여줄 수 있다. 간혹 벌침에 대한 과민증상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거에 벌에 쏘였을 때 과민반응이 있었

던 사람은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 벌에 쏘이고 나

서 벌침을 제거했는데도 심한 두드러기가 돋거나 입술, 눈 주변

이 붓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는다. 또 알레르기 과민 체질이라면 비상약을 주

입한 후 즉시 가까운 병원에 가야 한다.

성묘를 위해 찾는 장소는 주로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이다. 

그래서 땅바닥에 뱀이 지나다니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다. 만약 머리가 편편하고 삼각형인 뱀을 발견했다면 얼른 

피하는 것이 좋다. 맹독을 지닌 독사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

이다. 뱀에 물린 경우엔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물

린 부위에 난 구멍을 확인해야 하는데, 독사의 경우 두 개의 독

니를 가지고 있어 물린 부위에 구멍이 두 개가 남아 있다. 이를 

확인했다면 의료진의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므로 도움을 요

청하고, 응급조치를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물린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는다. 이어서 탄력 붕대로 물린 부위를 감은 후 

심장보다 높지 않은 위치에 고정해준다. 얼음을 상처에 직접 갖

다 대거나 입으로 빨아주는 것, 혹은 칼을 이용해 물린 부위를 

억지로 째는 것 등은 오히려 환자에게 해롭다. 신속한 응급조치

가 이뤄지고 나면 병원을 찾아 후속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성묘 후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

성묘를 다녀온 지 1~2주가 지날 무렵 갑자기 열이 나면서 춥

고 떨리며 두통 등의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야 한다.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병 등 감염병

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행성출혈열은 쥐의 폐에 있는 바이러스가 소변을 통해 사

람의 호흡기로 감염되는 질환이다. 감기로 오인해 내버려 두면 

신부전증, 저혈압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들쥐의 배

설물이 있을 만한 잔디에 드러눕지 않고 잔디 위에 침구, 옷을 

널어 말리지 않아야 한다. 렙토스피라는 피부에 난 상처를 통해 

전염되는 세균 질환이다. 물이 고인 논에서 벼 세우기를 할 때 

잘 걸린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고인 물에 손발을 담그지 않

고 작업할 때는 장화와 장갑을 꼭 착용해야 한다. 쯔쯔가무시병

은 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이다. 물린 자리에 1cm가

량의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긴 옷을 입어 야외에 나갈 때 

피부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성묫길에 절대로 맨발로 걷지 않

으며 산이나 풀밭에선 함부로 앉거나 눕지 않아야 한다. 또 풀

밭에서 침구나 옷을 말리지 않고 귀가 후에는 반드시 목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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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은 옷은 꼭 세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상,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해요

명절에 차례 음식을 준비하면서 뜨거운 기름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화상은 심한 정도에 따라 1, 

2, 3도로 구분하는데 대개 2도 이상의 화상은 물집이 생긴다. 이때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화상 부위에 있는 옷이 살에 붙어 있으면 억지로 떼지 말고 옷 위에 찬 수돗물을 흘려서 빨리 식혀준 후 가

위로 옷을 자르도록 한다. 화상 부위에는 간장, 기름, 된장 등을 바르지 않도록 하며 소독거즈가 있으면 화상 부

위를 덮어주는 것이 좋다. 붕대로 감는 것도 괜찮지만 이 경우에는 화상 부위가 심하게 압박되지 않도록 한다.

즐거운 명절, 식중독 주의보

식중독이란 살아있는 세균 또는 세균이 생산한 독소를 함유한 식품 섭취로 설사, 복통 등의 급성 위장염 증상

이 나타나는 질병을 의미한다. 이러한 식중독은 음식을 만들고, 식히고, 보관하고 재가열하는 온도가 부적절할 

때 나타날 수 있다. 또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기구의 오염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명절

에는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일교차가 커서 기온이 높은 낮에 음식이 상하기 쉬우며, 많은 양의 음식이 

만들어지고 보관되는 과정에서 식중독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Special Foc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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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명절

조리 전, 손과 식재료를 깨끗이 씻는 것은 식중독으로부터 안

전한 명절을 위한 첫 단계다. 흐르는 물에 식재료를 여러 번 씻

으면 잔류 농약, 이물질, 세균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으며 손을 

비누로 20초 이상 깨끗하게 씻으면 식중독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명절 음식은 연휴가 끝나도 장기간 보관하고 섭취하는 경우

가 많다. 음식물 낭비를 막고 장기 보관에 의한 식중독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필요한 만큼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조리할 

때 익힌 재료와 익히지 않은 식재료를 구분해 칼과 도마를 따로 

사용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고기전이나 생선전 등 냉

동식품을 조리할 경우에는 내부까지 충분히 익힌다. 해동할 때 

실온에 오래 두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증식하므로 

냉동된 고기를 물에 담가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빠르게 해동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해동한 식품은 다시 냉동하

지 않고 빨리 섭취한다.

명절에 발생하는 식중독은 잘못된 식품 보관에 의한 것이 많

다. 명절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상하기 쉬운 음식

을 먼저 냉장고에 보관한다. 차례를 지낼 때 올리는 나물, 생선, 

육류를 4시간 이상 실온에 두면 쉽게 상해 바로 냉장고에 보관

하도록 한다. 또한 탕이나 국을 실온에 오래 보관하면 유해 미

생물이 성장할 수 있어 찬물에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한다. 

보관할 때도 한 그릇에 여러 음식을 담아 보관하지 않고 익힌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을 분리해 생선류, 고기류, 과일류, 나

물류를 각각 다른 용기에 담는다.     .

①동그랑땡, 호박전 등: 채소, 육류, 어패류 등 다양

한 재료가 사용돼 조리 과정에서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생선전, 산적, 동그랑땡과 같이 익힌 

재료와 익히지 않은 재료들을 함께 조리할 때는 조리

도구, 식기, 식재료 간에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②손을 많이 사용한 복합음식: 잡채처럼 손을 많이 

사용한 복합음식에는 다양한 부재료들이 들어있다. 

주로 단백질과 탄수화물이지만 수분 함유량, 조리 

온도 등이 각기 달라 해로운 미생물이 성장하기 좋

은 조건이기에 주의해야 한다.

③여러 가지 반찬으로 가득한 상: 온 가족이 함께하

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게 

된다. 이때 보관 장소가 넓지 않거나 충분히 식히지 

않은 음식 위에 조리한 음식을 계속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다량의 음식을 만들고 나서 제대로 식

히지 않고 장시간 실온에 내버려 두는 경우, 계절과 

상관없이 1년 내내 발생할 수 있는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식중독 위험이 높은 추석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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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건강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명절. 

평소에 자주 찾아뵙기 어려운 만큼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길어 부모님의 건강을 체크해 볼 절호의 기회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대화하며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은 어떨까.

도움말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준현 교수, 재활의학과 장원혁 교수

즐거운 추석,  
부모님 건강 체크하고 효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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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안부로 지킬 수 있는 부모님 건강

건강 안부를 물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안색이나 신체변화가 

증상진단의 초기단계지만, 어떤 질병에 관해 판단을 내릴 수 있

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점이다. 안색이

나 외모의 변화를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상대에게 언급하는 것

은 사생활을 침범하는 무례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

우선 부모님께 건강 안부를 물을 때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느

끼는 증세, 식사 변화, 체중 변화, 수면 상태, 치아 건강 등을 여

쭙는 게 적절하다. 만약 부모님이 특정한 통증이나 증상을 호소

한다면 이른 시일 내로 병원을 찾도록 해드려야 한다. 또한 건

강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없다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앓고 계신 지병이 있다면 상태변화, 약 복용 상태 등

을 여쭌다. 일례로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시다면 발에 상처가 있

는지 특히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만약 뇌졸중 증상인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균형 장애 등이 나타나거나 평소 

당뇨,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는데 왼쪽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런 증상의 경우 3~4

시간 이내에 내원하지 않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①호흡기질환

□ 진한 황갈색, 검은색 가래가 나올 경우: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 진한 황갈색, 검은색 가래가 나오거나 몸무게가 5kg 이상 감소했을 때: 폐암

□ 진한 황갈색, 검은색 가래가 나오며 38도 이상의 고열과 몸이 덜덜 떨릴 경우: 폐렴

□ 숨소리가 쌕쌕거리고 기침이 심할 때: 기관지천식

□ 희거나 분홍색 거품 가래: 심장병, 폐부종

□ 진한 황갈색 또는 검은색 가래: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폐암, 폐결핵

□ 정도가 심한 호흡곤란(파란 입술, 정신 잃음 등):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함

□ 급성 악화가 가능한 호흡곤란: 각혈, 심한 가슴 통증

□ 전염이 가능한 병: 폐결핵, 폐렴 등

②체중감소(최근 6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10% 이상 줄었을 때)

□ 다뇨, 다음, 다식, 피로감 느끼며 체중감소: 당뇨병 

□ 식사량이 늘었으나 물을 많이 먹지는 않으며 체중감소: 갑상선 기능 항진증

□ 속 쓰림, 설사, 구토, 복통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체중감소: 소화기장애

질환별 증상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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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욕감퇴, 피부가 검어지거나 쇠약감을 느끼며 체중감소,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한 경우: 부신피질기능저하증

□ 기침이나 미열이 지속되며 체중감소: 폐결핵

□ 늘 피곤하고 피부가 누렇게 변하고 체중감소: 간질환

□ 호흡이 곤란하거나 몸이 붓고 체중감소: 심장질환

③당뇨를 의심할만한 증상들

□ 피로감, 체중감소 또는 식욕급증과 체중증가: 초기 당뇨 의심

□ 다음, 다뇨, 다식 보일 때

□ 피부 종기가 잘 낫지 않고 여러 곳에 발생

□ 피부가려움증

□ 여성의 경우 음부의 가려움증 호소

④뇌졸중

□ 신체 한쪽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짐

□ 시야장애가 생기거나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임

□ 말이 잘 안 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발음이 어둔해짐

□ 갑자기 어지럽고 걸음이 휘청거림

□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김

□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함

□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팔다리 운동을 조절하기 어려움

□ 물체가 둘로 보이는(복시) 현상

⑤두통(한 가지라도 증상이 있으면 전문의의 정밀진단 필요)

□ 두통이 항상 일정부위에만 나타남

□ 일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극심한 두통, 특히 갑자기 발생한 경우

□   전부터 앓던 두통이 발작횟수가 증가하거나 평소보다 훨씬 심해진 경우, 특히 지속해서 매일 나타나면서 심해질 때 

□   두통이 있긴 있었지만 그 양상이 변한 경우, 즉 묵직하게 느끼던 두통이 욱신욱신하면서 터질 것 같은 두통으로 변

하는 경우 또는 오심과 구토가 동반될 때

□   두통 외에도 팔다리의 운동마비나 감각 장애, 어지러움, 복시(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는 증상), 또는 구음장애(발음이 

잘 안 되는 것), 의식소실, 경련, 시력저하, 안구통 등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특히 이런 증상들이 지속될 때

□   몸의 자세변경에 따라 두통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경우, 특히 누워있다 일어나면 두통이 발생할 때

⑥백내장

□ 시력이 떨어지며 수정체의 혼탁이 오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기도 할 경우 백내장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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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종걸음과 손 떨림: 쉬이 피로함을 호소하거나 

팔다리가 무겁고 목, 허리 통증이 있다. 표정이 자주 

멍해지거나 목소리가 작아지고 떨린다. 허리를 구부

정하면서 종종걸음을 걷는다. 특히 TV를 시청하거

나 가만히 넋을 놓고 있을 때 손을 떨면 파킨슨병을 

의심해야 한다.

②쥐가 나거나 허리를 자꾸 구부리려고 함: 노인층

에서 많이 일어나는 척추관협착증은 걸을 때 10분 

이내에 양측 다리에 쥐가 나고, 허리를 구부려야 통

증이 감소하기 때문에 허리를 자꾸 굽히면서 걸으려 

한다. 또 허리를 펼 때 양측 다리가 심하게 당기거나 

산을 오를 때는 통증이 없다가 내려올 때 통증이 심

한 경우에도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할 수 있다.

③앉을 때 한쪽으로 심하게 쏠림: 한쪽으로 자세가 

기울거나 한쪽 엉덩이가 튀어나와 있으며 앉아있을 

때 자세가 한쪽으로 심하게 쏠리면 허리디스크를 의

심할 수 있다. 목을 움직일 때 어깨나 팔로 통증이 

전이되면 목 디스크일 수 있다.

④평소와는 다른 걸음걸이: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

르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하거나 허리통증

을 호소하면 퇴행성관절염이나 고관절 질환을 의심

할 수 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언어장애나 마비 증

상이 발생하면 뇌졸중을 의심하고 신경과 또는 신경

외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기억력의 급속한 감퇴

를 보이거나 헛소리를 자주 하며 말은 잘 들으나 하

지 못하고, 반대로 말은 잘 하나 잘 듣지 못하면 치

매 등 인지기능 장애를 의심한다.     .

걸음걸이로 알 수 있는 부모님 건강

만약 부모님이 
특정한 통증이나 증상을 호소한다면

이른 시일 내로 병원을 
찾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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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더 기대되는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는 언제나 안과의사들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 힘써왔다. 

2000년부터 활발한 학술 활동은 물론, 사회·친목 활동 등을 통해 기틀을 마련하고 성장해온 대한안과의사회. 

이미 수많은 발자취를 남겼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바다. 그간 대한안과의사회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대한안과의사회의 발자취 

2000~2003

대한안과의사회는 2000년 4월, 부산 춘계안과학회에서 

안과개원의협의회 준비 모임을 시작했다. 이후 6월에 창

립총회를 열었고 초대회장으로 오찬규 회장이 선출됐다. 

직후 의약분업반대 과천집회에 개원 안과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2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단체의 기틀을 마련했으

며, 11월에는 플라스틱 총알에 의한 안구부상을 KBS와 협

조, 공론화했다. 이와 관련된 공문을 복지부, 산자부, 식약

청에 송부하여 관련 법규 강화를 촉구했다. 그 결과 플라

스틱 총알을 사용한 완구 판매규제 법안이 제정됐다. 12월

에는 의약분업에 따른 안과처방 의약품 리스트 작성 및 회

원 제공을 시작하며 출범 초기부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

갔다. 2002년에는 계간지 <안과의사>를 발간하여 회원들

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으며, 2003년에는 국립보건원과 

안과전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협약을 맺어 눈길을 끌

었다. 

도로교통공단과 안과의사회 업무협약식 (MOU)

안경사법안 상정에 따른 대국민 성명서 발표 (의협프레스센터)

개원의사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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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7

2004년 2월 대한안과의사회는 여

의도 의협집회에 참가하여 투쟁성

금 80만 원을 의협에 지원했다. 그

리고 녹내장 심포지움, 안과·성형

회과·피부과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

으며 10월에는 사무실을 이전했다. 

2005년에는 제4회 정기학술대회 및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KIOS 책자를 배포했다. 또한 단체명

을 현재의 ‘대한안과의사회’로 개칭

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4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교육복

지정책과에 학교에서 신체검사 시 시력(굴절) 검사에 대한 협

조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후 꾸준히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2007년 1월에는 베트남 하노이 써니

클리닉과 자매결연을 했다. 

2008~2011

2008년에는 방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드림렌즈에 관한 언

론중재위원회 재판에서 1심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10월부터 

안경사 업무 관련 복지부 질문에 관한 학회와의 긴급회동을 시

작했다. 이후 안과의사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다. 이어 2009년에는 라식이벤트 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

최하고, 인터넷 이벤트 광고에 대한 컬럼을 게재하며 사회적인 

활동을 펼쳐나갔다. 이후 2010년에는 백내장포괄수가제 인하

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백내장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백내장 포괄수가 인하 문제에 힘썼다. 특히 2011년에는 라식수

술위원회와 콘택트렌즈 대책위원회, 히아레인 재분류 대책위

원회 등을 발족해 국민들의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2012~현재

2012년에는 병무청, 서울적십자사와 MOU를 체결하며 활발

한 행보를 이어나갔다. 또한 안과의사회 사무실을 구입하여 보

다 안정적인 행정을 꾸려나갔다. 2013년 7월에는 메디컬 기자

단 모임을 실시했고, KIOS 웹서비스를 오픈했다. 그리고 젊음

의 안과의사회 모임을 통해 군의관, 공보의들의 소통을 도왔다. 

2014년에는 안경사법 관련 안과의사 연석회의를 진행하며 모

두가 머리를 맞댔다. 

2015년에는 시, 도, 군, 구 회장 당선자 모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개원의사회 임원단들과의 모임 등을 통해 더욱 활발

한 소통의 길을 열었다. 이어 김구철 영화기자와 함께하는 안

과의사들을 위한 맞춤 시사회, 일본 임상안과학회 견학, 라식

인증병원 명칭 변경 등 탄탄한 계획을 바탕으로 발전해나갔다. 

2016년에는 국회 안경사제정법안을 자동폐기 시켰으며, 새 사

무실로 이전해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안과의사들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 달려

온 대한안과의사회는 2017년부터 이재범 회장이 재선을 하여 

지금까지 이끌고 있다. 앞으로 어떤 발자취를 남길지 귀추가 주

목된다.   

2017년 제16회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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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사에 늘 성실히 임한다면 언젠가는 그 진가가 발휘된다는 의미의 ‘복구비고(伏久

飛高)’. 이재범 회장이 항상 마음속으로 되뇌는 말이다. 대한안과의사회 회장으로

서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 많지만, 이 회장은 조급해하기보다 더 넓게 

미래를 바라보며 부지런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 

안과의사들의 권익과 이익을 위한 단체

대한안과의사회는 2000년부터 안과의사들을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개원의 2,100명, 봉직의 300명 총 2,400

명의 안과 의료인들로 구성된 대한안과의사회. 2015년 3월, 이

재범 회장은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된 후 재선하여 제9대 회장으

로 현재까지 회원들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 활발하게 힘쓰고 있

다. 

“대한안과의사회는 ‘눈’이라는 단일 영역에 특화된 안과 의료

인들의 모임입니다. 치료범위나 질환이 다양한 타 과보다는 더

욱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 회장은 지난 13년 동안 대한안과의사회에서 일해오며 학

술이사 및 부회장을 역임했고 많은 학술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 이에 학술 규모가 10여 년 전보다 약 4~5배 이상 성장하

는 등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뤘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로 앞으로도 안과의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

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 회장은 말한다. 

임기 내에 꼭 이루고픈 것들 

한 단체를 이끄는 리더인 만큼 이 회장의 마음은 책임감으로 

가득하다. 그는 임기 내 꼭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씩 나열

하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안경사 법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

에 안경사 법안의 문제점과 불합리함을 충분히 알리려고 설득 

중입니다.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안과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타각적굴절검사’를 

안경사가 시행하는 건 국민 눈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이 회장은 국민 눈 건강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할 계획이

라고 전했다. 

“국민들에게 운전할 때의 시력과 시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말에는 도로교통공단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올해 역시 국민들을 대상으로 눈 건강 

홍보와 계몽에 앞장 설 겁니다. 작년에 이어 교통방송에 안과

이재범 대한안과의사회 회장

개원의사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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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전문의가 출연해 질환별로 운전 시 문제점과 위협성의 중

요성을 홍보하고, 포스터를 공동제작해 각 안과의원에 부착하

는 등의 활동으로 안과를 찾는 국민들에게 이를 알릴 예정입니

다.”

덧붙여 이 회장은 시력검사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중 만 65세 때는 시력측정만 하고 있

습니다. 고령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

부변성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안과 검진 및 안저정밀검

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환을 조기 진단해서 노인인구에서

의 차후 실명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정책에 반

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헤쳐나가는 대한안과의사회를 그리며 

“지금은 안과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이 회장은 하나 되어 현실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대한안과의

사회의 청사진을 그렸다. 그리고 지금보다 회원들의 더 많은 관

심을 바랐다. 이어 그는 회원들에게 하고픈 말들을 차분하게 전

했다. 

“안과는 과학기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발

전 중인 안과이니만큼 저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들 모두 꾸준히 

공부하여 다 함께 변화에 발맞춰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래도 안과 자체는 특화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과와의 교

류가 적은 편입니다. 더욱 폭넓은 교류와 소통을 위해 타 과와 

친분을 쌓을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을 권유 드립니다. 다양한 생

각을 주고 받으면서 시야를 넓히고,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안과를 사랑하기에 안과를 위해 일할 것 

이 회장은 안과의사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안과를 사랑하는 만큼 안과를 위해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겠

다는 그에게서 진정성이 보인다.  

“우리나라 안과의사들을 위해 제가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할 겁니다. 앞으로 안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가 늘 고민입

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대국민 의료봉사 강화(단체와 

연대 혹은 단독, 해외의료봉사 단체 독려)나 대회원을 위한 서

비스 개선, 학동기 전 아이들의 안과 검진 중요성 설명 및 제도 

확충 등….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회장은 해야 할 일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지만 안과를 위해 

끊임없이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서 한 가지씩 만족스러운 방향

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인생에 대박은 없다’

고 생각합니다. 평소 ‘복구비고(伏久飛高)’라는 말을 참 좋아합

니다. 항상 성실한 자세로 고개를 낮추고 열심히, 부지런히 준

비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복구비고의 정신으로 나아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2017년 제16회 정기학술대회

우리나라 안과의사들을 위해 제가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할 겁니다 

앞으로 안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가 늘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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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 지역 프리미엄 종합병원 

유방암 치료 분야에 특화된

대림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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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종합병원 

대림성모병원은 1969년 영등포 대림동에 개원한 종합병원이다. 지하 1층 지상 12층의 규모로 200여 병상을 갖

추었으며 유방, 갑상선 특화센터를 비롯해 15개의 진료과, 50여 명의 전문의가 포진해있다. 우수한 의료진과 함께 

최첨단 시설 보유, 지속적인 연구로 서울서남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종합병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관, 신관, 행정동 등 총 4개 건물, 연면적 1만1천863.39㎡의 시설물을 갖췄으며 병원 건물 안에는 연관 질환 관

리와 협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센터들이 같은 층에 배치되어 있다. 각 진료과에서는 일반 질환

과 만성 질환 등 모든 질병을 아울러 검사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준비되어 있으며 수준 높은 전문의가 다수 포진되

어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환자가 더욱 행복한 대림성모병원

대림성모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더욱 행복한 병원’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경영철학으로 삼았다. 환자 한 명 한 명

을 고귀한 생명으로 여기고 몸의 질병은 물론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겠다는 정신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다. 

환자의 건강과 행복이 무엇보다 먼저라는 경영철학은 충분한 진료 시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 아래 ‘초진 시 

유방센터 의료진

1969년  대림성모병원 개원(병원장: 김광태)

1986년  종합병원 개설 허가 취득

1988년  수련병원 선정

1991년    서울시 응급의료센터/보건복지부  

지정진료기관 선정

1994년  100실 405병상으로 증설

2004년  본관 12층 증축

2005년  전문센터 개소

2012년  갑상선센터 신축 오픈

2015년  김성원 병원장 취임 및 유방센터 확장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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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이상 진료’와 ‘환자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설명’을 원칙으

로 고수하고 있다. 충분한 진료를 추구하는 반면 불필요한 검사 

및 과잉진료 지양하는 적정 진료로 환자를 우선시하는 치료 시

스템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대형병원에서도 수익의 문제로 운

영이 어렵다고 잘 알려진 응급의료센터에도 전문의가 상주하여 

지역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2016년부터는 대림성모병원 ‘with U 캠페인’을 론

칭해 환자는 물론 지역주민과 더욱 밀접한 관계 유지를 위해 다

양한 활동들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예정이다. 

■ 유방암 치료 분야에 특화된   

대학병원급 의료 시스템

대림성모병원의 뛰어난 의료기술은 실력 있는 의료진과 오랜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 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병원 출신 

등의 우수한 의료진들과 학회 임원직을 맡고 있는 국내 최정상

의 전문의들이 영입되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또한 50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진료와 수술, 치료 경험으로 축적된 노

하우는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

거름이 되고 있다. 

대림성모병원은 미래 100년 재도약을 위해 유방암 특화 종합

병원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유방센터 책

임교수를 역임했고 ‘유방암 치료의 대가’, 유방암 분야의 ‘젊은 

명의’라 불리는 김성원 병원장의 부임으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

를 위한 라인업을 구축했다. 또한 방문 당일 한 공간에서 진료

와 검사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해 유방암 치료에 있어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병원급 의술과 개원병원의 소통 접목

 유방암 강소병원 ‘대림성모병원 유방센터’

유방암은 몸은 물론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암이다. 여성의 상

징인 유방이 사라지거나 상처가 남기 때문에 상실감으로 힘들

어하는 환자가 유난히 많다. 때문에 환자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잠재우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와 수술을 할 필요

가 있다. 

하지만 암 수술에 있어 진단부터 치료․수술까지 짧게는 2~3

주이 걸리며 스타급 명의에게 수술을 받기 원한다면 수개월까

지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진료 후 암을 확진하기 위한 각종 검

사와 수술, 수술 후 관리까지 받으려면 수도 없이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유방암 환자들은 불안으로 시작해 결국 지

친 상태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림성모병원 유방센터는 유방암 환우의 마음을 충분히 이

해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One Stop’ 서비스

를 모토로 삼았다. 예약이 없어도 모든 외래 환자가 방문한 하

루 안에 진료와 검사, 조직검사까지 마칠 수 있으며 수술 필요 

여부까지 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술 역시 조직검사 후 

일주일 이내 가능한 것이 대림성모병원 유방센터의 강점이다. 

또한 환자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외래 진

료와 초음파, 유방 영상 촬영까지 한 층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설

비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마련된 장비 역시 대학병원에 뒤지지 않

는다. 대표적으로 대림성모병원 유방센터에서 구비한 디지털 

유방 촬영기는 영상의 대조도가 뛰어나 우리나라 여성 대부분
1  대림성모병원 유방센터 

2  유방 맘모촬영기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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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치밀 유방’이나 놓치기 쉬운 유방 가장자리의 병

변도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다. 초음파 기계 역시 뛰어난 투과

력과 고해상도의 임상 정보 출력으로 유방 내의 물혹과 종양 등 

병변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처럼 첨단 기술을 활

용한 대리성모병원 유방센터는 더욱 빠르고 정확한 치료는 물

론 유방암 조기 진단률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유전성 유방암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김성원 원장 외에

도 유전 상담 자격증을 보유한 의료진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유

전 상담 자격증 보유한 20년 경력의 간호사가 배치되어있다. 또

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유전 상담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유

전 상담이 가능한 간호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수술 후 상실감 최소화하는 

 유방보존술 적극 시행

김성원 원장은 유방센터만으로는 환자의 총체적 건강을 책임

질 수 없다는 생각 아래 유방암 치료와 긴밀한 영상의학과, 내

분비내과, 산부인과 등 다수 진료과에 대학병원 출신 의료진을 

영입해 유방암 치료를 위한 최적의 라인업을 구축했다. 또한 대

학병원과 마찬가지로 매주 콘퍼런스를 열어 모든 수술 환자의 

상태와 진료․검사 기록을 세세히 파악해 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수술 역시 유방을 최대한 살리면서 부분적으로 암 조직만 떼

어내는 유방보존술을 시행하고 있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만

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유방보존술은 피부를 최소 절개하여 

암 조직을 유방에서 부분적으로 떼는 수술법으로 유방 전체를 

도려내지 않기 때문에 암 조직이 작으면 별도의 교정 수술이 필

요 없다. 만약 암 조직의 크기가 큰 경우 성형외과와의 협진을 

통해 재건술을 시행, 유방 본래의 모양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

어 수술 후 올 수 있는 박탈감과 상실감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김성원 원장은 “유방암은 심리적 상처가 다른 암에 비해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암 조직제거는 물론 유방의 본래 모양을 보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환자 수를 무작정 늘리기

보다 우리 병원 유방센터에서 치료받은 환자 한 분 한 분이 건

강 회복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까지 느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성원 원장의 주요 분야인 유전성 유방암 클리닉 역

시 개설을 앞두고 있다. 클리닉 개설 전이지만 현재도 유전성 

유방암 치료를 위한 모든 인프라 및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유전성 유방암 클리닉 개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내 유전성 

유방암 최고 권위자가 역임하고 있는 병원’이라는 명성을 공고

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유방암 수술 후에도 심리적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소통

대림성모병원 유방센터는 환자의 수술 후 관리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방암 환자 모임인 ‘아이리스회’를 조직해 환자

들이 서로 심리적 위안을 얻고 재활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환우회 소속 환자들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의 정기적 만남을 통해 수술 환자와 완치

된 환우가 치료받았던 의료진과 함께하며 상태를 확인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진행하기 어려운 SNS 서비스를 적극적

으로 활용해 한 달에 한 번씩 유방센터에 등록된 환자들에게 유

방 관련 건강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연동된 메시지 서비스를 통

해 유방암, 유방질환에 궁금한 점을 보내면 의료진이 실시간으

로 답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성원 병원장



의 과 대 학 동 창 회

“세브란스 정신 이어가는 데 최선”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총동창회 한승경 

회장은 ‘자부심, 자주성, 재정확보, 화

합’, 이 네 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동창

회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연세의대 총동창회장은 연세대학교 

22개 단과대 중 하나의 대학 동창회장

이 아닌 연세대학교 합동의 주역인 의

과대학 총동창회장 역할이 기대되는 

자리다. 연세의대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한승경 회장을 

만났다. 

한승경 연세의대 총동창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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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동창회장을 만나다



60년 나이 차를 아우르는 총동창회 

연세의대 총동창회는 세브란스 정신(Severance Spirit)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동창회로 의대 중 가장 많은 동창회원이 

함께하고 있다. 

“세브란스 정신은 사랑과 헌신을 추구하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세기 넘게 국민건강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연대의대의 총동창회는 그 규모만큼이나 연령층의 폭도 다

양하다. 의대를 갓 졸업한 25세의 젊은 동창부터 85~90세에 

이르는 원로동창들까지 그 폭이 60년을 오간다. 그만큼 동창

회장의 역할도 중요시되고 있다.  

“연세의대 총동창회장은 60여 년의 세월을 아우를 수 있어

야 합니다. 40~60세의 동창들이 주축이 되어 조화로운 화합

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회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선배는 후배를 존중하는 것이 진

정한 화합으로 생각합니다,”

한승경 회장은 최근 동창 회장 중에서 젊은 회장에 속한다. 

젊은 회장으로 좋은 점은 격이 없이 후배를 대할 수 있고, 원

로 회원들에게도 나름 젊은 후배들의 생각을 조금은 더 편하

게 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회장은 44년 졸업한 한국의 쉰들러로 불리는 ‘현봉학 박

사’의 휴머니즘을 멘토로 삼아 선후배들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한 회장은 임기 동안 세브란스 정신을 계승하여 동창회를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연세의대 원주캠퍼스와의 정신적 일체

감을 바탕으로 실체적인 협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한다. 

“원주와 서울동창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계

획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총동창회의 원로들과 상임이사, 동

기회장, 지역 동창회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하여 최고

의 의과대학 동창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아픈 사람을 돕는 희생과 봉사의 세브란스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후배들을 교육하고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선배동창들이 할 일이라고 말한다. 

“세브란스 정신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동창회가 되겠

습니다.”

발로 뛰는 동창회장

한 회장은 회장직을 맡은 후 지방 등 지역 동창회를 방문했

다. 회원들에게 힘이 되는 발로 뛰는 동창회장이 되겠다는 의

지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기고 개인주의화 되는 젊은 세대

의 성향 등으로 동창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적어지고 있어 

회원들을 더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 한 회장의 생각이다. 

“일주일에 10분 만이라도 동창회의 일에 관심을 갖기를 바

랍니다. 최고의 자리를 지켜 온 것처럼 항상 ‘The Best, The 

First’를 지켜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등은 외롭습니다. 선

두를 지키기 위해 동창회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자부심, 자주성, 재정, 화합이 키워드

한 회장은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부심, 자주성, 

재정확보, 화합’의 핵심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133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 동창들로 자부심을 느

껴야 합니다. 근대의학의 최초 도입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에 앞장서며 불쌍한 동포들을 돌봐온 세브란스의 역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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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연세의대 졸업생들에게 모교는 친정과 같은 존재다. 

한 회장은 동창회원과 모교를 잇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동기회장, 지역구 회장들과 

긴밀하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

께 세브란스와 연희의 합동 60주년을 계기로 동창들의 동창

회 활동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보람과 재미가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창회원들에게 보람과 재미를 주

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임이사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즐겁

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동

창들도 즐거워지고 보람을 느끼며 동창회 모임이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행사로 하나 되다 

한 회장은 ‘길을 잡아 주는 머슴이 있어야 소가 제대로 밭

을 갈 수 있다.’고 말한다. 동창회 임원 모두가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머슴’이 있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동창회는 의과대학과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1만2천여 

명의 동창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기부금 활동을 

통한 지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

인 대외 지원 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는 많은 행사를 개최하여 동창 회

원들의 화합을 다지고 있다. 가장 대표성을 

띤 행사로는 매해 1월, 마지막 토요일에 진행

되는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환영회’와 5월 둘

째 주 토요일 개최되는 ‘재상봉’ 행사가 있다. 

또 2년에 한 번, 가을에 개최되는 ‘세브란스 

동창의 밤’과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미주세

브란스동창회 학술대회는 동창회원들의 참

석이 많은 행사다. 

용평에서 1박 2일로 진행되었던 ‘세브란스 

동창의 밤’ 행사는 올해 연세대학교 총장 공

관 야외 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9월 16

일 열린 ‘제9회 동창의 밤’ 행사에는 “함께 가

자, United Severance”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어느 해보다 많

은 동창회원들이 참석해 친목을 다졌다.

최고의 의과대 만드는 데 최선 

‘솔선수범’을 생활철학으로 실천하고 있는 한 회장은 연세

의대총동창회 부회장 시절부터 전임 회장을 도와 동창회의 

일에 헌신하여 주변의 많은 기대를 받아 왔다. 

‘지혜로운 열정과 헌신’을 본인의 가장 뛰어난 능력으로 평

하는 한 회장은 의사로서 세브란스인이라는 인연을 항상 감

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의사는 환자의 아픔을 잘 이해하는 능력인 EQ가 중요합

니다. 의대 입학시험에서 IQ와 EQ를 판별하기 힘들다면 입

학 후 나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자치료에서 보람을 

얻고 치료를 잘하며 인간성이 곧바른 의사가 되도록 하는 역

할도 의대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회장은 임기 중 꼭 해야 할 일로 나보다 나은 ‘좋은 후계

자’를 찾으면서 더 발전하는 동창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다.  

제9회 동창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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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동창회장을 만나다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총동창회 

연세대학교의과대학총동창회는 1908년 제중원의학교 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하면서 역사가 시작된다. 이 7명은 

한국에서 최초로 정규 의학교육을 받은 의사로 정부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이다. 이후 1984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주분교 1회 졸업생이 나오면서 명실 공히 가장 크고 역사 깊은 의과대학 ‘총동창회’로 자리 잡았다.  

올해로 광혜원 132주년을 맞이했으며 세브란스 의학교 초대 교장을 지낸 에비슨 박사 탄생 157주년이 되었다. 

100년이 넘는 동창회 역사를 갖고 있는 연세의대총동창회는 동창의 수가 1만 명을 훌쩍 넘었다. 국내 9천484명, 

해외 887명 등 현재 1만1천950명의 동창회원이 있다. 

총동창회가 동창들의 단합을 위해 만든 활동 중 하나는 동창회 주관 친목대회다. 친목대회로는 춘계 테니스대회

(동창회장배), 추계 테니스대회(의료원장배)와 매월 둘째 주 일요일 개최되는 산행대회가 있다. 또 매년 골프대회

도 개최되어 친목을 다지고 있다. 

연세대학교총동창회는 또 매 학기 마다 재단법인 광혜장학급 수여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고 있다. 

연세의학대상과 미주세브란스동창회 학술대회도 개최하며 의학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1904 세브란스병원

1962 의료원

1904 세브란스병원

현재 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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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전원

잘 보내면 술이 석 잔,  

못 보내면 뺨이 석 대

1 작년 9월, 전북 전주시에서 외할머니, 누나와 함께 건널목을 건너던 2살 남아가 후진하던 대형 견

인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이는 즉시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실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학병원은 종합병원 13곳에 아이에 대한 수술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거절. 

우여곡절 끝에 아이는 교통사고 발생 8시간 만에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제때 치

료받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런 응급의료 지연으로 인한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과는 별개로 응급환자나 응급의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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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접하는 의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은 병원급도 아니고 교

통사고 환자를 받는 것도 아니니, 응급환자가 찾아올 일은 없어.’ 만약 병원급이거나 응급실이 있는 경

우엔 ‘내 전공은 응급의학이 아닌데 굳이 나한테?’라고요.

2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조항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위 진료 의무 조항에 바로 뒤이어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즉 전문의로서 의사는 일반 환자에 대해 진료 의무가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지

만, 전문의 이전에 의사는 응급환자에 대해 예외 없이 응급처치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의사에게는 진료 

의무보다 응급처치의무가 더 본질적이라고 하겠습니다.

3 만약 응급환자가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마쳤고 ①후속 치료가 필요 없거나 ②그 병원이 후속 치

료에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는 필연적으로 전원에 관한 판단

을 내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응급처치의무는 모든 의사의 기본의무이고, 응급의료센터가 아니라 하더라

도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 병원 문을 박차고 전문분야와 무관한 응급환자가 뛰어들어올 가능성

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게다가 응급환자와 관련된 의료민사소송에서 전원을 보낸 병원과 전원을 받은 

병원은 거의 항상 공동피고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잠시 잊고 지내셨던 필수지식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응급환자 전원을 잘 보내

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4 먼저 응급환자 전원에 관한 기초사항입니다. 언제 전원을 시켜야 할까요?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

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전원시켜야 합니다.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http://www.e-gen.or.kr)에서 실시간으로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센터에 상주하는 응급상황관리책임자와 응급의료코디네이터의 

명단 및 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이 응급환자는 인근에서 A 의료기관에서만 응급의료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로서 판단

해 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려는 경우에도 응급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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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란 응급환자 발생부터 응급상황 해소 시까지 환자를 위한 일체의 조치로서, 전원 역시 응급

의료에 포함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응급환자에게 미리 전원에 관해 설명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응급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동행인에게 설명 및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

져오는 경우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그러면 어떻게 전원시켜야 할까요?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①안전한 전원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의료 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②전원 받는 의료기관의 수

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는 자신이 확인한 정보에 따라 직접 연락할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의

료기관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하거나 직접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중앙응급의

료센터나 119구급 상황관리센터에 의뢰해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③적절한 이송

수단을 알선 및 제공해야 합니다.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일반 구급차 또는 특수구급차를 제공하거

나, 이것이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나 119구급 상황관리센터에 이를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전원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응급환자 진료의뢰

서’와 ‘검사기록 등 기타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공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⑤응급

환자가 전원 받는 의료기관에 인계되기 전까지는 보내는 병원의 책임이므로, 전원에 따르는 응급환자

의 위험성과 전원 받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제공능력의 변화(예를 들어 수술실 또는 중환자실의 사용 

가능성 등)를 고려해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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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전에 어떤 의사가 치료하고 있던 환자의 상처 부위의 조직 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의사는 환자에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종합병원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계속 치료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전원을 거부했는데, 이후 증상이 

악화돼 의사에게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는 전문적 판단에 따라 전원을 권유하였으며 그것으로 의사로서의 진료상 의무를 다한 

것이고, 의사가 직접 환자를 전원시켜야 할 의무는 없으며 환자가 의사의 전원 권유에 따르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전원과 관련한 의사의 책임에 관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과 

이를 증명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므로 전원과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한 절차들을 준수하되 다음과 같은 대처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①“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최대한 보수

적으로 판단하시고, 환자의 상태가 일부라도 악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전원을 권유하시되 이를 진

료기록부에 분명하게 기재해두시기 바랍니다. ②전원 받는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적절한 시점에 응급의료를 제공

하지 못한 이유로 전원 보낸 의료기관의 부정확한 의료정보 제공을 지적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환자의 주요 증상과 

징후, 시행한 검사의 결과와 기초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 내용 및 응급처치 전후 환자 상태, 전원 이유, 필요한 응

급검사 및 응급처치, 긴급성 정도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꼼꼼해라, 조심하라.’라는 말로 맺게 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이익 추구를 위한 개인의 무분별한 주장

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권위를 잃은 우리 사회에서 달리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글 | 전성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

교육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산을 통해 열정을 유지한 채

계속 도전할 수 있다는 의지를 얻었습니다”

흔히 산에 오르는 과정을 인생에 비유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 나

아가는 것이 같기 때문이다. 20년 가까

이 산에 오른 이재일 원장은 이제 인

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인생이라

는 산에서 그는 이미 정상에 오른 것이

다. 비로소 가쁜 숨을 돌리며 올라왔던 

길을 돌이켜보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

을 터. 하지만 그는 다시 신발 끈을 단

단하게 동여맨다. 또 다른 산을 오르기 

위해서다.

이재일 이재일내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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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으로 얻은 귀중한 선물

산을 좋아해 가벼운 마음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이 약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뿐이라며 

이재일 원장은 말문을 열었다.

“개원의로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매일 같은 진료실에 있으면서 답답했어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탈출하고 싶어 찾은 곳이 바로 산이었죠.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요.”

가까운 산부터 알프스산맥의 최고봉인 몽블랑까지…. 전문적으로 등산을 배운 적이 없는 이 원장

을 이끌어준 것은 등산을 먼저 시작한 선배들이었다. 선배들의 아낌없는 조언으로 그는 암벽 등반까

지 섭렵하며 꾸준히 산을 찾을 수 있었다. 소탈하게 웃음 지으며 말을 잇는 그에게서 겸손함이 느껴

졌다.

“산에 오르며 얻은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훌륭한 분들을 많이 알게 된 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등산을 통해 끈끈한 유대 관계를 이어온 선후배들이 곧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동지가 됐으니까요. 

인생을 살며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죠. 등산을 취미 생활로 정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돈독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서울시의사산악회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이 원장은 설립 초기부터 

인연을 이어온 서울시의사산악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과거 회장으로 재임했고 지금은 

고문으로 활동하는 그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해외 산행을 15년째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

다.

“오랫동안 등산을 해오며 축적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워낙 훌륭한 후배들이

라 이미 잘 해나가고 있지만요.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등산에선 특히 동료의식이 중요한데요. 낙오

자가 생기지 않게 서로 챙기며 큰 사고나 부상 없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팀워크가 필요하죠. 서울

시의사산악회에서 산행을 갈 때 보통 100~200명 가까이 참석할 때가 있어요. 15년 넘게 활동을 이

어오면서도 부상자나 사고가 발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돈독한 팀워크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

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시의사산악회 활동을 통해 오른 산만 해도 백두산, 히말라야, 후지산, 북알프스, 남알프스, 킬

리만자로, 몽블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많은 산 중에서도 이 원장의 기억 속에 강하게 자리 잡

은 산은 과연 어디일까. 그는 주저 없이 몽블랑을 꼽았다.

“경사도가 60~70도나 되는 가파른 빙하를 가로질러야 했어요. 거대한 얼음벽을 가로질러 가다가 

자칫하면 수백 미터 아래의 얼음 절벽으로 추락할 수 있어 무척 조심스러웠죠. 몽블랑 정상에 오르기 

전엔 반드시 만년설로 이뤄진 악명 높은 ‘칼 능선(Knife Ridge)’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이때 서로의 

몸을 자일로 묶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떨어지면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반대편으로 뛰어내려야 릿지

에 줄이 걸려서 다 같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막거든요. 그게 팀워크죠. 내려올 때 엄청난 비바람

과 천둥․번개로 인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도 했죠. 함께 고생했던 만큼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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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오르게 하는 동력, 열정

이 원장은 서울시의사산악회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했다.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훌륭한 

동료들과 소중한 관계, 귀중한 정신적 자산까지…. 무엇보다 좋아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오랫동안 잃지 

않으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

“감사하게도 서울시의사산악회를 통해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곳을 갈 수 있었죠. 도전정신을 자극하

며 제가 새로운 곳을 찾아갈 수 있게끔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열정을 유지한 채 도

전할 수 있다는 의지를 얻었습니다.”

그는 열정을 잃는 순간 노인이 돼버린다고 덧붙였다. 나이 때문에 위축된 채 열정을 잃어갈 순 없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이 원장. 등산을 통해 배운 삶의 자세라고 설명했다. 그

가 다음에 오를 산은 어디일지 궁금해졌다.

“세계에 이름난 산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나라 정반대에 위치한 남미 칠레에도 있고, 알프스에도 가

보지 못한 봉우리들이 많이 있죠. 언젠가 한 번은 꼭 다녀오고 싶습니다.”

건강이 허락하고 거동이 불편해지기 전까지 산에 오르고 싶다는 그의 동력은 바로 뜨거운 열정이 아닐

까.

등산은 곧 몸과 마음의 치유

높은 하늘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은 사계절 중에서도 등산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다. 이 원장

은 붉게 물든 단풍이 펼쳐진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산을 예찬했다.

“우리나라 산들은 늘 푸르고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공존하며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해외의 

여러 고산을 다녀보니 비로소 소중함을 알겠더군요. 해외의 고산은 너무 높아 생명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거든요. 추위로 인해 돌과 얼음만 가득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산은 포근해서 좋아요. 무엇보

다 산을 오를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죠. (웃음) 우리나라는 곳곳에 크고 작은 산이 많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쉽게 오를 수 있고 계절마다 풍광이 다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는 특히 우울감과 불안감이 

많은 현대인이 산을 찾았으면 한

다고 덧붙였다. 강건한 몸과 마음

을 만들어주는 등산이야말로 사회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적절한 

취미 활동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

이다.

“등산은 몸과 마음의 치유 과정

입니다. 고비를 견디며 산에 오르

는 과정을 통해 맛보는 성취감은 

우릴 더 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등산은 인생과 닮

아있어요. 한 계단, 한 계단씩 올

48   SEOUL DOCTOR

의사가 건강한 세상



라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달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 너무 먼 목표를 바라보며 중압감

을 느끼고 지레 겁먹거나 서두를 필요 없이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계속 도전하게 만드는 힘

이 원장에게 최근 새로운 취미 활동이 생겼다. 20년째 등산에 푹 빠져있는 그답게 새로운 취미도 등산

과 멀지 않은 트레킹이다. 열정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노력이 느껴졌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킹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곳들을 찾아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앞으로 1년에 한

두 번씩은 꼭 해외 트레킹을 할 계획이에요. 내년 초에는 뉴질랜드 남쪽에 있는 밀포드 트레킹 코스를 찾

을 예정입니다. 보통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75세까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게 남

은 시간은 약 10년이잖아요. (웃음)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바로 계획을 짜 추진해나가야

죠.”

그의 노후계획 역시 ‘도전’으로 가득했다. 멈추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일을 준비 중인 이 원장은 도전

함으로써 행복을 얻는 듯했다. 그의 두 눈은 청년보다 더 청년다운 열정으로 빛났다. 무엇이 그를 지치지 

않고 계속 도전하게 해주는 것일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자연스레 선택도, 행동도 과감해집니다. 그런 생각이 항상 저를 새로운 세계

로 이끄는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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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30년 차인 지금은 다르지만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땐 못마땅한 환자가 많았다. 의사

동창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미운 환자를 성토하며 위로를 구하곤 했다. 환자들이 의사를 

비난하듯 의사도 환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일견 부끄럽지만 말이다.

쌍방에 딱히 무엇을 잘못해서라기보다 원초적으로 소통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만나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을 피하고자 기도를 드리거나 주문을 외우기도 했으니까 의사란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 저마다 모두 히포크라테스이거나 슈바이처는 아닌 것이 사실일 게다.

 대하기 어려운 환자 제1순위는 스스로 진단하고 찾아오는 환자이다. 예를 들어 “무슨 

일로 병원에 오셨나요?” 하는 질문에 “세균성 질염이 생겼거든요”라고 답하는 환자가 이

런 부류에 속한다. 

의사는 부디 환자가 증상을 말해주길 바란다. 예를 들어 가렵다든가, 아프다든가, 악취

가 난다든가, 분비물이 많다든가 하는 증상을 알려주면 그에 따른 진찰과 세균검사를 하

고 원인별 질염을 진단 내리는 것이 순서인데 그 모든 과정을 뛰어넘은 채 스스로 병명을 

선언하는 환자는 일단 의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마련이다. 그래서 환자에게 어찌 그렇

게 병명을 잘 아는지 혹시 의료계에서 일하는지 물어보면 거의가 이렇게 답한다.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앓아본 것도 아니고 정확히 그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면서 단지 인터

넷에 쓰인 내용이 본인에게 부합된다는 이유로 진료실을 찾아와 “세균성 질염이거든요”

라고 단호하고도 도도하게 말하는 환자들을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기피하게 된다는 점을 

아마 대부분의 환자는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어쩌면 진단을 쉽게 내리도록 도와주

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낯선 병원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

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 어디에서도 좋은 환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지는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나조차 다른 병원에 가게 되면 의학에 대해 많이 아는 척을 하고 참견하려

언제 생긴 아기예요?

글 | 김애양(은혜산부인과 원장)

문학과 수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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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 틀림없다. 

개업 초기에는, 다시 말해 내가 젊었을 때는 비위에 거

슬리는 환자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치료 후에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이도 적지 않았지만 왜 빨리 낫지 않느냐, 왜 더 

심해지느냐, 큰 병원에 가야 하는 게 아니냐, 등등의 불만

을 토로하고 불안감을 표현하는 환자 투성이였다. 돌아보

면 그만큼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신뢰

란 경험의 축적에 따른 노련함이 필수조건인 것 같다. 

갈등이 생기면 환자는 드러내어 말하지는 않아도 “흥! 

병원이 여기밖에 없나? 딴 데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나는 나대로 “세상에 병원이 널렸는데 딴 데 가보

시지, 왜 나만 괴롭혀?” 하고 환자를 원망하기 일쑤였다.

세월과 함께 연륜이 쌓여야만 환자를 조절(control)하

는 능력도 더불어 갖춰지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나 할까? 

경험이 축적되고 가지가지 풍상을 다 겪으면 무서울 일도 

두려울 환자도 없어지는 시점에 도달한다. 어찌 보면 나라

는 한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은 경험

들이 자동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환자가 있다. 우리 산

부인과에서 최대의 강적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언제 생긴 아기예요?”

‘헉! 그걸 왜 나에게 묻지?’

통상적으로 생리주기를 계산해서 배란일을 추정하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여성의 몸은 마치 기계

처럼 정확히 월경 2주일 전에 배란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

이다. 여성은 매달 새로 태어난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다

달이 새로운 일련의 생리적 과업을 완수하고 있다. 그 과

정을 살펴보자. 

1. 난소에서 배란이 이루어진다. 즉 난소 안의 많은 난

포 중 하나가 터져 난자가 나와 자신과 만날 정자를 기다

린다. 이때 자궁은 내막 안에다 이부자리를 펼치고 임신을 

대비한다.

2. 마침 이 시기에 성관계를 통해 정자를 만나면 임신이 

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

하고 자궁내막은 저절로 탈락되어 월경을 치르게 된다. 그 

사이의 기간이 2주일이다.

한 마디로 배란이 일어나고 이때 임신이 되지 않아 불발

로 그친다면 정확히 2주 후에 월경을 한다는 말이다. 이렇

게 뻔한 과정이 의사에겐 쉬워도 환자들을 이해시키기가 

무척 어렵다. 너무나 자주 “언제 생긴 아기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기 때문이다. 당연히 배란일에 생긴 아기인데 그 

배란일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극히 드

물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자.

10월 1일에 생리를 시작한 여성은 그로부터 2주 후인 

10월 15일경에 배란이 된다. 이때 아기가 생긴다면 출산 

예정일은 10월 1일로부터 40주 후인 이듬해 7월 8일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환자와 그의 배우자는 내게 따지기 시

작한다. 자신들이 관계한 날부터 40주를 계산하면 아가는 

그보다 2주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리와 배란 사이 2주

를 깍두기처럼 그냥 더하는 계산법이 심히 이상하다는 것

이다.

또 초음파를 보고 임신 6주를 진단하는 경우에 남자도 

여자도 펄쩍 뛰곤 한다. 왜냐면 그들이 관계를 맺은 것은 

불과 4주 전인데 왜 6주라고 하냐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

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배우자를 의심하며 발뺌하

는 남자도 많다. 다시 말해서 배란을 위해 2주 전부터 준

비했고 그 준비 시기부터 임신기간을 산정한다는 의학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이 임신의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보다 과

학적이고도 또 자연스러운 일이 없다. 절기만 해도 입춘

이나 입추, 입하나 입동 등이 저마다 계절보다 앞서 있지 

않은가? 모든 일은 그 태동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 이뤄지

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오늘의 나는 그간

의 시간이 축적되어 이뤄진 존재이리라. 그러므로 얼마나 

책임져야 할 일이 많을지 문득 두려운 가을날이다. 앞으론 

환자들에게 이런 이치를 더욱 잘 설명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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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제정으로
이제 겨우 시작점을 지났어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희귀질환의 종

류와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다. 

정확한 원인을 몰라 진단과 치료 모두 

어려운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은 만

큼 관심도 적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사

회적 공감과 관심이 필요한 때다. 그동

안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관련 연구 활성화에 앞장서온 류현미 

교수는 그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

였다.

류현미 단국의대 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

희귀질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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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희귀질환의 정의가 궁금하다

2016년 12월 30일에 희귀질환관리법이 생겼습니다.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르면 희귀질환이란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

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하죠. 희귀질환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는 희귀질환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현재의 기술로는 확진되지 않는 미진단 희귀

질환 또는 극희귀질환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희귀질환은 어떤 것이 있나

분류 방법에 따라 질환의 수는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희귀질환의 종류는 약 7천여 가지에 

이르고 환자 수는 2억 5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해요. 국내에서는 등록된 희귀질환 수가 1,066

종이고 약 50만여 명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단되지 않은 질환도 있을 테니 지금 이 데

이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만큼 종류가 다양한데,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라서 근육 긴장

성 디스트로피(Myotonic Dystrophy)라는 질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체 근육이 긴장되

고 위축되는 희귀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산모들 중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기에게도 유전되는 질환인가

임신 전에는 본인이 유전질환이 있다는 것을 모르다가 임신 중 양수과다증, 태동감소의 소견이 동

반되며 출산 후 태어난 신생아가 심각한 근무력증(Hypotonia)의 증상을 보였을 때 의심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생식세포가 감수 분열을 할 때 DMPK 유전자의 CTG 염기 반복 수가 증폭되어 다음 세

대로 넘어가면서 질환이 조기에 발병하고 증상도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자궁 내에 질환이 있는 아기

는 근무력증으로 움직임이 적고 양수도 많아지는 게 특징인데요. 그로 인해 조산하기도 합니다. 그

제야 근육 긴장성 디스트로피 질환을 의심하게 되죠. 유전자 검사를 하면 산모는 경증 또는 전형적인 

type의 질환, 아기는 산모보다 심한 증상을 보이는 선천성 type의 질환으로 확진하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흔한 편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꽤 있어요. 산과 의사라면 꼭 알아야 하는 희귀질환입니

다.

희귀질환과 유전학의 관계가 상당히 깊은 것 같다

희귀질환의 80%가 유전질환이니까요. 특히 아기의 건강을 보는 산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전질환

의 가족력이나 과거력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고, 태아의 모든 질환은 부모로부터 유전되거

나 새로운 유전자의 변형 등이 가능하므로 유전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과에서 희귀질환을 진료하고 연구하는 경우가 드문가

일반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 비해 희귀질환 환자를 진료할 땐 정성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환자 한 

명당 진료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죠. 현재 상태뿐 아니라 가족력도 알아야 하고 정확

한 진단과 다음 임신 시 재발률, 임신 방법, 산전 진단 등에 대해 상담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어요. 이러한 과정을 유전상담이라고 하는데, 희귀질환을 앓는 산모들은 대부분 유전상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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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겠다

희귀질환 환자는 저마다 다른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따라

서 유전상담을 할 때 각 환자에게 맞는 최신의 의학 정보를 

같이 찾아보면서 상담해야 하니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

도 오래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희귀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방법은 없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출생 직후 진단해서 조기 치료하는 

것인데요.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와 신생아 대사이상선별검사

가 있습니다. 신속한 치료로 장애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일부 유전성 희귀질환을 검진하는 방법이죠. 조기에 진

단되면 아기가 먹는 음식의 성분을 제한하거나 질환용 특이 

우유 등을 먹이며 약물치료가 가능한 질환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미리 알면 조기 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반면 딱히 치료법이 없는 질환도 있습니다. 그럴 땐 태어나기 

전에 태아가 질환을 가졌는지를 미리 알아보는 산전진단이라

는 방법이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희귀질

환 환자로서 같은 질환으로 고생하는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

한 부담감이 심한 부모 입장에서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

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산전진단은 아기에게 유전될 가능성

이 높은 심각한 유전성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라면 할 수 있어

요. 방식은 두 가지인데, 임신한 뒤 태반이나 양수를 추출해 

유전자를 검사하는 방법과 착상전유전자진단이 있습니다. 착

상전유전자진단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마친 여러 개의 수정란 중 유전 질환이 없는 수정란만 이식시

키는 방법이에요. 임신 중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희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있나

아직은 개발이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치료제가 있

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죠. 희귀질환은 

한번 증상이 나타나면 거의 평생 고생해야 하고 다음 세대로 

유전될 확률이 높아 치료제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 많은 개발이 이뤄져야 할 텐데

희귀질환 환자들이 아주 소수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치료

제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경제 논리가 아니어도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사

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희귀질환 연구의 현주소는 어떤가

해외 선진국에서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요. 우리나라에서도 희귀질환을 담당하는 전문의나 연구자들

이 많은 노력을 해오긴 했지만, 이제 희귀질환관리법이 제정

됐으니 연구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막 시작점

을 지난 거죠. 이전까지는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적

어 연구가 쉽지 않았거든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희귀질

환 중에서도 너무 희귀해 진단명조차 없는 질환에 대한 연구

가 함께 진행되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전문 인력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희귀질환을 다루는 의사들이나 유전 상담사, 연구자 등 전

문 인력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반 개원

의 선생님들도 함께 희귀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및 유전

검사와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리 배우고 이

해해야 희귀질환을 앓고 있을지 모르는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현재 제일병원에서는 산

전 유전상담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

년 산과 유전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어요. 산과 전문의, 

산과 연구원, 유전상담사, 개원의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산전

진단, 유전질환, 희귀질환에 대해 다양한 강의와 열띤 토론이 

진행됩니다.

일반인들도 희귀질환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

을까

당연하죠. 같이 사는 사회잖아요. 모두 함께 행복해지려면 

우리 사회에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선 안 돼요. 또 희귀질

희귀질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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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중에선 신생아나 소아기에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지

만, 성인기에 늦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들 

모두 환자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현재의 건강이 미

래의 건강을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일

은 심각한 질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희귀질환에 대해 더 관심

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우선 의료계에서는 희귀질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일반인들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접하면서 인식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요. 앞으로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평소 사용하

는 단어부터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과 비정상보다는 ‘다르다’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고 희

귀질환을 ‘기형’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고

요. 우리 모두 각자가 고유하고 특별한 유전자와 개성을 가지

고 있잖아요. 다만 희귀질환 환자들은 좀 더 희귀하고 심각한 

표현형과 증상을 보일 뿐이죠. 또 이분들은 삶에 대한 고뇌가 

많을 수밖에 없어 인간애가 남다릅니다. 앞만 보고 빠르게 달

려가도 되는 우리와 달리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하는 분

들이거든요. 1분이면 다 지나가는 100걸음을 이분들은 10분, 

20분에 걸쳐 가야 하니까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계획이 듣고 싶다

산과 의사로서 산전진단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 대부분이 5

년에서 10년까지 장기적으로 이어가야 하는 연구거든요. 또 

대한의학유전학회 등 여러 학회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 관리

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에요.  .

여러 학회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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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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1979년에 발간한 저서 <구별 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에서 매우 독특한 시각으로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정의했다. 

아비투스란 개인의 취향과 행동 양식은 자신이 속한 계급의 인식, 행위, 태도를 

결정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의 내면화된 성향을 말한다. 즉 개인의 습관과 

취향은 자신의 반복되는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계급의 

구조화된 성향 체계와 패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아비투스의 개념을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 형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또 재즈를 듣는 행위에 적용해본다면 

어떨까?

커피, 재즈에 반하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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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알려진 기록에 의하면 구한말 고종 임금이 최초로 커피를 

마셨다고 한다. 그는 1896년 아관파천 때 피신했던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맛보았다고 전해진다. 고종은 

공식 문헌에 나타난 커피를 마신 첫 우리나라 사람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한낱 문헌상의 기록이 그렇다는 것일 뿐 명확한 

사실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다. 종종 아관파천이라

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역사를 들먹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커

피 연원을 굳이 고종으로 못 박고 마케팅에 이용하는 경우를 

보면 조금은 씁쓸하다. <커피는 원래 쓰다>에서도 저자가 언

급했듯 훨씬 선대인 다산 정약용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연암 박지원도 마찬가지

다. 연암 박지원은 청 황제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한 조선 사

절단의 일원으로 수도 연경으로의 여행을 하게 된다. 연암은 

종종 숙소를 몰래 빠져나와 저잣거리의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실 정도로 호기심이 넘쳤다고 한다. 그러므로 당시 조선인

으로서는 낯선 음료였겠으나 서양과의 교류가 왕성했던 청

국에서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던 커피를 혹시 마셔보지

는 않았을까? 또 천주교 신자였던 다산이 서양 신부가 성경

과 함께 들여온 커피를 접할 기회는 정녕 없었을까? 이들이 

생존했던 18세기라면 당시 선진국이었던 청나라를 통해 ‘서

학‘이 쏟아져 들어오던 시기였다. 서양의 각종 문물과 함께 

커피 또한 소량으로나마 들어올 수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해

보는데, 결코 허튼 상상만은 아니다.

커피 소비 계층의 분화

1900년대 초 일본 문물과 서양 문물이 혼재돼 들어오던 시

기의 커피는 선진 문물의 상징과도 같았다. 일본식 다방의 성

행은 이른바 ‘모던 보이’와 ‘모던 걸’들을 끌어모았고 자연스

럽게 이들의 사교와 문화의 장이 되었다. 상류층과 일부 문

화 예술인들만의 기호품이었던 커피는 해방 후 미군의 주둔

과 함께 일반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던 50~60년대엔 이들을 통해 흘

러나온 소위 ‘깡통 커피’를 중심으로 커피가 대중화되기 시

작한다. 그 후 인스턴트커피를 생산하기 시작한 70년대와 곧

이어 자판기 커피의 전성기를 연 80년대, 인스턴트커피의 고

급화를 외치던 90년대를 거쳐 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커피를 

마신다는 행위는 그저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비 현상일 

뿐이었고 커피 소비의 계층은 크게 분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글로벌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개점한 이후 2000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커피를 마시는 계층의 분화 현상은 

엄청난 격변기를 맞이한다.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한 메뉴

를 즐기는 층과 기존의 인스턴트커피를 마시는 층이 매우 노

골적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 2000년 중․후반부터는 핸드드

립 방식의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며 소비 

계층의 분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자본과 계급, 아비투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1979년에 발간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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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별 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에서 매우 독특한 시

각으로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정의했다. 아비투스란 개인의 

취향과 행동 양식은 자신이 속한 계급의 인식, 행위, 태도를 

결정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의 내면화된 성향을 말한다. 

아비투스는 매우 지속적인 재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같

은 계급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상호 재해석이 필

요치 않다. 그들만의 공통적인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 안에

서 생각하고 소비하고 취향을 표현한다는 뜻이다. 또한 무의

식적이며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체계이므로 개인이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발생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후대에 세습되는 경향이 있다. 가령, 하층 계급 구

성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비롯해 먹고 마시고 여가

를 즐기는 방법 등은 상층 계급에서 이뤄지는 그것들과는 분

명한 차이가 있다. 각 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 

자본의 규모나 질이 엄연하게 차이 난다는 뜻이다. 구성원들

의 2세 역시 경제 자본의 상속을 통해 교육과 환경의 유지가 

가능하므로 상위 계층 부모의 취향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다.

커피와 아비투스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 형태를 두고 아비투스의 개념을 적

용하여 설명할 수 있을까? 예컨대 커피 소비 형태에 따라 계

층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자판기에서 인스턴트커피를 즐

겨 마시거나 혹은 집에서 ‘커피 믹스’를 주로 마시는 계층과 

대형 프랜차이즈 사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에스프레소

를 마시거나 싱글 오리진 품종의 스페셜티 생두로 직접 로스

팅, 핸드드립 방식으로 추출한 커피를 마시는 계층의 구분이

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이러한 분석은 단지 사회학으

로서의 분석만으로 족할 수도 있다. 비교적 뚜렷했던 커피 소

비 계층 간 분화의 고착화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커피 시장에서만큼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의 이동 현

상이 두드러지는 분야도 드물다. 커피 전문점의 인테리어는 

점점 더 고급스러워지고 들려주는 음악 역시 재즈를 비롯한 

세련된 장르로 바뀌고 있다. 갓 볶은 신선한 원두를 사용한다

는 것 자체도 더 특별한 효과를 주지는 못한다. 커피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고급화된 방향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과거 커피가 가진 단순한 기능적 요소들은 문화를 

소비하는 매개체의 역할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커피 소비 

형태를 가늠할 때 계층 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건 둘째 

치더라도 사회구성원 전체가 상위 계층으로의 이동을 강렬히 

욕망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아비투스, 재즈를 말하다

본격적으로 재즈를 즐길 수 있었던 건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부터였다. 당시 직장에서의 고단한 일과에 찌

들어 있던 나에게 재즈란 절망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 행했던 

일과도 같은 거였다. 우연히도 그동안 간헐적으로 접할 수 있

었던 재즈는 직장 생활을 시작한 9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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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던 경제 상황만큼이나 화려한 기세로 소비되기 시작했

다. 당시 유행했던 모 드라마에는 세련된 분위기의 재즈 클

럽에서 한껏 무게를 잡고 색소폰을 부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

이 등장한다. 그 장면에 나오는 거의 모든 것과 분위기가 당

시 우리나라의 재즈에 대한 이미지 그 자체였다. 상류 계층으

로의 수직 이동 욕망을 숨기지 않았던 시대였고 그 욕망의 끝

에 재즈가 있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재즈를 들으면

서 마치 내가 상류층이 누리는 문화 속에서 그들과 함께한다

는 착각을 하던 시절이었다. 방과 거실에 쌓여가는 재즈 CD

의 수량을 세며 뿌듯해했고 우쭐하기도 했다. 시대적으로 부

르디외가 말한 아비투스적인 양태로 재즈가 소비되는 현상을 

지켜봤고, 내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고스란히 겪어왔다. 

당시 나에게 있어 재즈를 열심히 듣는다는 건 상류사회로의 

즉각적인 진입 자체를 의미했다. 재즈를 얼마나 듣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가 내 신분의 위치를 말해준다고 생

각했다. 비록 경제와 사회 자본의 취득은 마음대로 할 수 없

다 하더라도 문화 자본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단기간에 끌어

올릴 만한 것으로 생각했다. 당연히 문화 자본으로서의 재즈

는 최상층 계급에서 누리는 것이므로 그것만 듣는다면 나 역

시 상류층에 진입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한 셈이다. 지금은 그

렇게까지 재즈에 천착하지 않는다. 아마도 가지고 있는 앨범

의 모든 트랙을 듣는다는 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리

적인 시간 역시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과잉이라 불러도 

될 만큼 음반이 많다는 뜻도 되니 어찌 보면 부질없는 일에 

정열을 낭비한 셈이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현명

하게 커피와 재즈를 즐기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하면 지난 시

절이 그저 의미 없었던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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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리는 소리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제공 : (주)동산히어링

(세계 최고 품질의 의료기기를 보급함으로써 

환우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환우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 TV 소리를 너무 크게 해 주위 사람들이 불평한 적이 있다.

2. 전화통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소음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

4. 둘 이상의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 상대방대화를 이해 못하거나 엉뚱한 반응을 한적이 있다.

6. 상대방에게 대화내용을 다시 말해 달라고 부탁한다.

7. 상대방이 중얼거리거나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적이 있다.

8. 특정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 적이 있다.

9. 특히 아이나 여성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개 이상의 질문에서 “예”라고 답했으면 전문의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적의 청각 임플란트 솔루션, MED-EL

MED-EL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듣는 즐거움을 찾아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청각 임플란트 산업의

선두주자로, 1977년 세계 최초로 인간의 감각과 청각을 기계장치로 대체하는 시술로 의학역사에 기록되며 2009년에는 국내에

MED-EL Korea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통해 메델의 최신 제품들을 전국 중요병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인공중이 임플란트(VIBRANT SOUNDBRIDGE),    
골전도 임플란트(BONEBRIDGE) 

고도, 심도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들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인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중이에 연결하여 소리를 전달하

는 혁신적인 시스템 인공중이 임플란트(VIBRANT SOUNDBRIDGE), 소리 청취의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골전도 청각

시스템 골전도 임플란트(BONEBRIDGE) MED-EL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각자의 고유한 청각 손실의 특수성에 맞는 최적의 청

각 임플란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earLife

MED-EL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길고 긴 소리여행에서 치료정보, 기기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음향청취와 어음

인지를 지원하며 여러분의 일상이 보다 즐겁고 편안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난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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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SALON

나만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표현하고 싶을 때 

퍼스널 컬러는 색소인 멜라닌, 헤모글로빈, 케라틴의 분포도에 따라 분류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봄 웜톤, 여름 쿨톤, 가을 웜톤, 겨울 쿨톤을 대표하

는 이미지를 참고해 스타일링하면 나에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연

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헤어스타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 

퍼스널 컬러가 주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에

게 어울리는 스타일과 추구하는 스타일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컬러를 통

해 보완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랍니다.

봄 웜톤

노란 기가 있는 밝은 느낌의 피부 톤을 가진 봄 웜톤은 캐주얼하고 로맨틱

한 느낌이 잘 어울립니다. 헤어 컬러는 골드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 코랄 브

라운 등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컬러가 좋아요. 헤어스타일은 짧은 단발머리, 

C컬과 S컬의 믹스 펌이 발랄하고 상큼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여름 쿨톤

기본적으로 푸른빛의 피부지만 햇볕에 쉽게 타서 붉은 기가 도는 여름 쿨

톤은 엘레강스하고 깔끔한 느낌이 있죠. 헤어 컬러는 로즈 브라운, 다크 브라

운, 그레이 브라운, 와인 블랙 등이 잘 어울립니다. 여름 쿨톤을 가진 분들에

퍼스널 컬러에 따른 퍼스
널 헤어스타일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색(色)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렇게 타고난 

색깔은 개인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개인마다 성격, 

성품, 가치관, 감성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내면이 헤어, 메이크업, 의상 

등 외면을 통해 드러나게 되죠. 이러한 

내면과 외면의 색이 서로 어우러져 

나만의 고유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가진 고유한 정체성과 스타일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컬러, 즉 퍼스널 

컬러와 함께 했을 때 더욱 돋보이고 

빛난답니다.

목동점 유진 스타일리스트 (02-2061-9555) 퍼스널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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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 층이 많으면서 자유로운 움직임이 있는 시원한 느낌의 헤어

스타일을 추천합니다. 레이어드 컷과 함께 가벼운 웨이브로 레

이어를 살려주는 레이어드 펌이 적격이에요.

가을 웜톤

탁하면서 노란 피부색을 지니고 있는 가을 웜톤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많이 가진 피부 톤입니다. 햇볕에 잘 타서 기미, 

주근깨가 잘 생길 수 있는 피부 타입인데요. 내추럴하면서 클래

식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가을 웜톤은 피부를 

더 환하게 보여줄 수 있는 헤어 컬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요. 레드 브라운, 블랙 브라운, 애쉬 브라운 등의 컬러가 잘 어울

린답니다. 가을 웜톤인 사람들은 우아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특징이므로 굵은 웨이브를 풍성하게 연출하는 펌 스타일이 잘 

어울려요.

겨울 쿨톤

약간의 붉은 기가 도는 투명한 피부 톤을 가진 겨울 쿨톤은 

카리스마 있고 도시적이며 세련된 이미지입니다. 헤어 컬러는 

블루 블랙, 그레이 브라운, 다크 브라운, 실버 그레이 등의 어둡

고 차가운 계열이 잘 어울리죠. 헤어스타일로는 어깨 기장의 층 

없는 단발, 세련된 스트레이트 스타일이나 앞머리가 긴 숏 컷이 

시크한 분위기를 완성해줍니다. .

1  봄 웜톤

2  여름 쿨톤

3  가을 웜톤

4  겨울 쿨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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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여행의 하이라이트, 그랜드 서클
그랜드 서클이란 유타, 애리조나, 콜로라도, 뉴멕시코주에 광활하게 자리 잡은 미국의 국립공원을 일컬어 부르는 

말이다. 대표적인 코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랜드 캐년을 비롯해 브라이스 캐년, 아치스, 모뉴먼트 벨리 등이 

있다. 그랜드 서클은 웅장하고 신비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미국 서부여행의 필수 코스가 됐다.

그랜드 캐년

테마가 있는 여행·힐링이 되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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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신비를 그대로, 그랜드 캐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그랜드 캐년은 자연의 위대

함과 신비로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4억 년이 넘는 세

월 동안 콜로라도강의 급류가 만들어낸 대협곡으로 길이가 

446km, 해발고도는 2,133m에 이른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자

리 잡고 있는 국립공원이며, 미 대륙의 광활함을 여실히 보여

주는 세계적인 관광지다. 1919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자연을 자연 그대로 관리한다’라는 취지 아래 관리 중이며,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의 수는 미국 국립공원 중에서도 가장 많

다.

그랜드 캐년 여행 팁

①온도: 11월 중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3월 하순까지 

절벽 남쪽에 남아 있는 눈을 볼 수 있다. 일교차가 심해 여

름에도 저녁 무렵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간다. 어느 

때 방문하더라도 항상 점퍼나 재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②그랜드 캐년 경비행기: 경비행기를 타고 세계 7대 불가사

의 중의 하나인 그랜드 캐년을 공중에서 관광하는 투어다.

③호스 슈 밴드: 신비롭고 웅장한 경관으로 방문객을 매혹

하는 미국 서부의 숨겨진 명소다. 콜로라도강이 캐년을 휘

감아 돌며 생성된 특이한 모양의 지대로, 그 모습이 말발굽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카메라를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탄생하는 비경을 자랑한다.
1   앤텔롭 캐년

2   모뉴먼트 벨리

3   델리키트 아치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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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들이 꼽는 가장 아름다운 곳, 앤텔롭 캐년

미국 내에서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관광지다. 입장이 허

가된 지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문여행가와 사진작가

들에게 유명세를 타고 있다. 협곡과 빛이 자아낸 경관은 넋이 

나갈 정도 아름답고 신비롭다.

인디언의 슬픈 성지, 모뉴먼트 벨리

미국 유타주 남부에서부터 애리조나주 북부에 걸친 지역을 

이르는 곳으로, ‘기념비 계곡’이라는 뜻을 지녔다. 이곳에는 ‘뷰

트’라고 하는 바위산이 많아 마치 기념비가 줄지어 있는 것처

럼 보여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옛날부터 인디언인 나바호 원

주민들의 거주지였고, 인디언들은 신비로운 지형 때문에 이곳

에 신의 계시가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미국 정부

가 원주민과의 전쟁을 벌여 수많은 원주민이 희생되고 1만 명 

이상의 포로를 잡은 채 나바호 원주민과 협상을 했다. 결과적

으로 원주민들은 성지인 이곳에만 거주하기로 했고, 지금도 원

주민들의 관할 아래 개방되고 있다. 지프차를 타고 비포장도로

를 달리면서 나바호 인디언의 숨결과 장엄한 대자연을 생생하

게 체험할 수 있는 지프 투어가 인기다. 투어를 통해 코끼리 뷰

트, 존 포드 포인트, 세 자매 첨탑, 더 허브 등을 둘러본다.

대자연이 만든 신비로움, 아치스 캐년

유타주 최고의 국립공원으로 손꼽히며 아치형 자연석을 세

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다. 2천 개가 넘는 기형 암석들

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며, 그중에서도 ‘델리키트 아치’

라는 바위가 가장 유명하다. 델리키트 아치는 수십 층의 건물

과 맞먹는 높이를 자랑하며 유타주의 상징으로 통한다.

그랜드 캐년이 형성된 최초의 땅, 캐년 랜드

수많은 캐년이 시작된 근원지다. 브라이스 캐년, 그랜드 캐

년을 포함해 여러 캐년들이 모여 있어서 ‘최초의 땅’이라고 불

리며, 모든 캐년의 모습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콜로

라도강의 협곡과 캐년 랜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데드 호

스 포인트’가 인기 명소다.

4   아치스 캐년

5   캐년 랜드

6   브라이스 캐년4

5 6

테마가 있는 여행·힐링이 되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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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무지개의 땅, 캐피톨 리프 국립공원

지하에서 솟은 퇴적암으로 생성된 캐피톨 리프는 나바호 인

디언들 사이에서 잠자는 무지개의 땅이라고 불린다. 여러 색

깔과 모양의 기암석, 절벽, 협곡 등이 다양하게 모여 장관을 이

룬다. 캐피톨 리프 국립공원을 가려면 12번 국도를 타고 가다

가 비포장도로로 들어가야 하므로 사륜구동 지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거대한 계단식 원형 분지,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

이곳에서는 일출과 일몰 때 후드(Hoodoos)라 불리는 핑크

색 바위 봉우리 수백만 개가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동차로 조망대까지 오른 뒤 전경을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캐년 안으로 향하는 트레일을 따라 하이킹이나 승마 등을 즐기

며 감상하는 사람들도 있다. 

신이 사는 듯한 신비함, 자이언 캐년

산과 바위의 형태에서 남성스러움이 느껴지는 관광지다. 자

이언 캐년은 특별한 관광 포인트가 있는 명소는 아니지만, 차

로 캐년을 통과하며 펼쳐지는 주위의 장관이 아름답다. 특히 

캐년을 관통하는 터널은 1930년대에 화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순수하게 사람의 작업만으로 만들어졌다.

하나투어가 함께합니다.

7   호스 슈 밴드

8   자이언 캐년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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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2019 골프룰 개정

골프는 심판이 없는 만큼 스스로 골프의 기본과 룰을 알고 있어야 한

다. 지금까지 그 룰을 잘 지켜온 이들이라면 최근 새로운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터. 2019년부터는 골프의 룰이 새롭게 개정된다. 미리 

알아두면 쓸모있는 2019년 골프 룰 개정, 지금부터 알아본다. 

강재원 KPGA 프로(jtbc골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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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칠 때는 따로 심판이 없다. 그래서 동반자 또는 자기 자신이 심판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알

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골프의 룰이 있다. 2019년부터는 이 룰 중 몇 가지가 새롭게 개정된다. 미리 알

고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될 듯해 이번 호에서는 필자가 미리 알리고자 한다. 특히 요즘에는 골프를 칠 

때, 게임의 재미를 위해 작은 내기를 하곤 하는데 이럴 때 골프 룰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알고 있겠지만 골프 룰은 최대한 플레이어를 위해 존재함을 잊지 말고 잘 활용해보자. 

우선 첫 번째로 ‘늦장 플레이’를 방지하고자 ‘로스트볼 찾는 시간을 줄인다’고 한다. 예전의 룰은 로

스트볼을 찾는 시간이 ‘5분’이었다. 다시 말해 ‘5분’ 동안은 자신의 골프공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개정 룰은 이 시간을 ‘3분’으로 줄인다. 이로 인해 자칫 경기를 재미없어지게 만드는 시간 지연

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골프는 다른 운동보다 정적인 운동이다. 그래서 박진감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곤 한다. 시간이 지체되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리고 스트로크 플레이 시간 또한 ‘40초’로 제한된

다. 이로 인해 조금 더 빨라진 골프를 접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시간 지연이 방지되는 개정된 룰을 

통해 골프를 보다 즐겁게 즐기고, 재미가 더해진 경기를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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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항상 고민되는 벙커에서의 룰이다. 대개 자연 장애물(루스 임페디먼트), 나뭇가지나 돌 등을 치

워야하는지 건드려도 되는지 항상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다. 로컬 룰을 제외한 원래 룰에 의하면 벙커 안에서

의 장애물은 건드려서도 안 된다. 하지만 2019년 개정된 룰에 의하면 이러한 장애물들을 옮길 수 있도록 바뀐

다. 단, 골프공의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된다. 만약 움직임이 있으면 원래의 룰과 같이 벌타가 주어진다. 따라서 

장애물을 옮길 때는 골프공의 움직임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골프클럽을 모래에 대

거나, 모래에 닿는 행위를 하면 벌타가 주어지므로 늘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자연장애물을 옮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플레이어로서는 쉽게 플레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생각하자. 이는 분명 잘 개선되고 있

는 부분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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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그린 위 룰의 개정이다. 예전에는 골프공을 마크한 후의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어드레스를 들어가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 벌타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 골프라는 스포츠는 임

의로 골프공을 터치할 수 있는 곳이 그린밖에 없다.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골프공의 움직임에 논란이 많았다. 이번 룰 개정에서는 그린 위  골프공의 움직임에 대한 적용이 완화

됐다. 그린에서의 자연적인 움직임이 무벌처리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골프공을 마크한 후 리플레이

스를 한 다음도 마찬가지다. 자연에 의한 움직임은 무벌처리다. 이번 개정으로 그린 위의 플레이가 편

해진 것 같다. 지금은 그린 위에서 홀컵에 꽂혀 있는 핀(깃발)을 항상 뽑고 치거나, 캐디가 잡고 있다가 

뽑아야 하는 룰이었다. 이 룰을 어겼을때는 벌타가 주어졌지만, 개정된 룰은 그린 위에서도 핀(깃발)을 

꽂아둔 채로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 또한 플레이 속도와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 그린 위에서의 룰 역시 

많이 완화됐으므로 그린 위에서 조심스러웠던 플레이어들이 보다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골프는 홀아웃될 때까지 계속 골프공을 치는 스포츠고, 타수를 계속 센다. 하지만 앞으

로는 위원회가 홀별로 정해진 최고 타수 이상으로 플레이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위원회가 정한 홀

별 최고 타수가 10이라면 그 이상 플레이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또한 플레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롭게 개정된 ‘2019 골프 룰’을 크게 봤을 땐 불필요한 예민함을 덜어주고자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플레이어들이 자주 시비를 가리던 그린 위의 플레이들이 완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반 아

마추어들은 이런 소소한 룰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지만, 프로들의 시합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사소한 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골프란 운동을 할 필요도, 재미도 없어질 것이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

지다. 아마추어도 이러한 룰을 알고 지킨다면 골프란 운동은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갤러리를 원한다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룰을 잘 알아야 관람하는 갤러리

들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 부분은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선수들의 최고의 실력을 보고 싶다

면 그에 맞게 성숙된 갤러리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시합이 

열리고 있다. 우리들의 성숙한 문화를 알리는 것도 하나의 과제다. 모든 골프 룰을 잘 알지 못해도 골

프를 즐기기 위한 룰을 알고 있다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2019년이면 골프 룰이 새롭게 개정된다. 앞서 말했듯 모든 골프 룰은 플레이어 자신을 위해 존

재하고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 건강하고 재밌게 골프를 즐기길 바란다.  



저항할 수 없는 욕망의 불꽃
<탱고 파이어> 오리지널 내한

연주회 개요

일시 2017년 10월 27일~29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프로그램  아스토르 피아졸라, 카를로스 가르델, 페드로 로렌츠 외

가격  R석 11만 원/S석 8만 원 

A석 5만 원/B석 3만 원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크레디아인터내셔널 02-74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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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막히는 섹시함과 화려함으로 전 세계를 열광시킨 아르헨티나 오리지널 탱고 프로덕션 <탱고 파이

어>가 한국을 찾아온다. 세계 탱고 챔피언십을 포함해 다수의 대회에서 수상한 최정상급 댄서들과 함께 

뮤지션 콰르테토 푸에고의 라이브 연주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아하고 관능적인 무대가 될 예정이

다. 피아졸라, 카를로스 가르델 등 탱고 거장들의 친숙한 음악을 통해 탱고의 가장 매력적인 면면을 감상

할 수 있다.

세계가 극찬한 최고의 탱고 무대

공연을 이끌어가는 열 명의 무용수들은 세계를 무대로 하는 각종 탱고 대회에서의 우승은 물론이고 

발레와 재즈, 아크로바틱 기술까지 섭렵했다. 이들은 탱고의 모든 것을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 안무가 헤

르만 코르네호는 세계 최고의 탱고 전문가로서 탱고 속에 낭만과 열정을 가장 잘 담아내 지금의 <탱고 

파이어>를 완성한 슈퍼스타다.

“움직임의 모든 밀리미터까지 보석 세공사의 손길처럼 깔끔하게 안무로 짜여 있다!”  

- 영국 The Telegraph

화려하고 관능적이며 열정 가득한 <탱고 파이어>의 정통 탱고 무대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

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히스토리 여행으로, 1920년의 어느 공원에서부터 1950년 깊은 유혹의 밀롱가

까지를 다룬다. 2부에서는 댄서들의 세련된 고유의 스타일이 펼쳐질 예정이다. 시선을 사로잡는 댄스와 

함께 콰르테토 푸에고가 라이브로 연주하는 탱고 거장들의 음악은 춤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혹적인 선율과 함께 열정적인 무용수들이 만들어내는 <탱고 파이어>는 10월의 끝자락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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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관점으로 일상의 이면을 포착한 사진과 자유분방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힙스터들의 개성 넘치는 라이프스타일을 

기록하는 아티스트 토드 셀비가 한국에서 전시회를 연다. 그는 

일상 속 다양한 만남과 관계를 영감으로 삼아 자신만의 시각 언

어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대중과 소통을 시도해왔

다. 이번 전시는 대표적인 사진 작품뿐 아니라 일상적 소재에 

특유의 위트 넘치는 표현을 더한 일러스트레이션, 영상, 그리고 

전시를 위해 새롭게 창작한 대형 설치 작품까지 토드 셀비만의 

예술세계를 총망라한다. 단조로운 일상에 영감이 되어줄 수 있

는 소중한 순간들을 선사할 이번 전시는 29일까지 만나볼 수 있

다. 유연한 사고방식과 자유분방한 라이프스타일이 가득한 ‘셀

비의 집’으로 초대한다.

탁월한 비주얼 커뮤니케이터

토드 셀비의 작업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그들의 공간, 

라이프스타일뿐 아니라 작가의 경험에서 시작된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는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친숙한 매체에 작

가 특유의 터치를 입혀 유쾌하고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작품

들로 탄생한다. 그는 유명인들의 사적 공간을 사진과 감각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의 결합으로 마치 친구의 집을 소개하듯 친근하

게 담아내 독창적인 기록 방식을 선보였다. 이로써 이미지 중심

의 커뮤니케이션을 선도하는 비주얼 커뮤니케이터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유명인들의 사적인 공간을 촬영한 초기 작품을 

비롯하여 패션과 요리의 영역에서 활약하는 인물들의 역동적인 

작업실과 창의적인 주방을 담은 230여 점의 대표 사진들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는 섹션으로 시작된다. 이어지는 전시 공간에

서는 동물, 음식, 자연 등 일상적인 소재에 작가만의 고유한 색

깔과 순수한 에너지를 덧입힌 일러스트와 드로잉 작품들을 선

보이며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스토리텔러로서의 토트 셀비를 만

나볼 수 있다. 일상 자체가 창의적 결과물로 이어지는 토드 셀

비만의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이 들여다보이는 거실과 침실, 작

업실을 재구성한 방, 그의 어릴 적 꿈과 기억이 하나로 응집되

어 환상적인 에너지로 폭발하는 정글처럼 관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도 마련됐다.

All Images Courtesy of The Selby

사진제공: 대림미술관

유머와 상상, 매력 넘치는 집으로의 초대
<The Selby House: #즐거운_나의_집> 展

토드 셀비Lloyd Kaufman at Troma Headquarters, NYC, 2016 Retts Wood on Her Boat, London, 2009

장소 대림미술관

기간 2017년 10월 29일까지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목·토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개관

가격 성인 6천 원/학생(만8세~14세)/어린이(만3세~7세) 2천 원

문의 대림미술관 02-72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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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월러스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 <벤허>

가 관객들을 찾아왔다. ‘유다 벤허’라는 한 남성의 삶을 통해 숭

고한 휴먼 스토리를 완성도 있게 담아낸 뮤지컬 <벤허>는 한국 

창작 뮤지컬의 성공 신화를 새로 쓰고 있다. 수많은 작품을 흥

행시키며 미다스의 손으로 꼽히는 연출가 왕용범은 뮤지컬 <벤

허>의 극작과 연출을 맡아 장대한 역사의 흐름에 따른 서사를 

농밀하게 표현하며 인간에 대한 고찰을 더한다. 또 국내 최정상 

음악 감독이자 작곡가로 손꼽히는 이성준이 참여해 관객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검증된 탄탄한 스토리와 전대미문의 흥행

을 거둔 제작진들의 의기투합으로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의 요

소를 두루 갖춘 뮤지컬 <벤허>는 한국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지

평을 열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환상적인 캐스팅 라인업

뮤지컬 <벤허>에서는 국내 최정상 배우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 기구한 운명을 지닌 주인공 벤허 역에는 국민 배우 유준

상과 뮤지컬 스타 박은태, 천상의 목소리를 지닌 카이가 트리플 

캐스팅돼 3인 3색의 벤허를 선보인다. 로마의 제국주의에 심취

해 오랜 친구인 벤허를 배신하는 메셀라 역은 탄탄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배우 박민성, 민우혁, 최우혁이 맡아 열연한다. 벤허

의 연인인 에스더 역에는 뮤지컬 디바 아이비와 안시하가 캐스

팅돼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들 예정이다. 그 외에도 배우 남경

읍, 서지영, 김성기, 이정수 등 내로라하는 실력파 배우들이 대

거 출연해 연기 내공과 매력을 아낌없이 발휘한다. 

시놉시스

서기 26년, 제정 로마의 박해에 신음하는 예루살렘. 명망 높

은 유대의 귀족 벤허는 로마 장교가 되어 돌아온 친구 메셀라와 

재회한다. 메셀라는 그에게 유대의 폭도 소탕을 도와 달라 부탁

하지만 거절당한다. 앙심을 품은 메셀라는 그에게 반역죄를 씌

워 로마 군함의 노를 젓는 노예로 만든다. 3년 후 그가 탄 군함

은 해적과의 전투 중 난파되고, 이 과정에서 그는 사령관 퀸터

스의 목숨을 구해준다. 보답으로 로마의 귀족 신분을 얻게 된 

벤허는 메셀라에게 복수를 다짐하는데….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기간 2017년 10월 29일까지

시간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8시

 수요일 오후 3시,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2시, 6시 30분

가격 VIP석 14만 원/R석 12만 원

 S석 8만 원/A석 5만 원

예매 인터파크

문의 쇼온컴퍼니 02-353-5811

시대를 뛰어넘은 명작의 재탄생
뮤지컬 <벤허>

최우혁박은태박민성민우혁 카이유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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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파 밸리를 찾아서 1

나파 밸리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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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와인의 심장, 캘리포니아

이렇게 길게 서론을 늘어놓은 것은 이번 출장 장소가 샌프란

시스코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 30여 곳 이상 지사

를 두고 최적의 청각 임플란트 솔루션을 자랑하는 기업 MED-

EL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다. 내 입장

에선 일로 참석한다는 것보다 콩밭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은 당연

한 일이다. 콩밭이 아니고 이곳은 와인 밭이라고 해야 하나?

샌프란시스코는 그 자체도 아름답지만 내게는 나파 밸리가 

있기에 더 좋았다. 7일 동안의 학회 참석과 짬짬이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정을 두 달 전부터 만들었다. 그렇게 준비해

도 현지에 도착하면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말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나파 밸리 와이너리까지는 94km 정도

얼마 전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가 여행가 이장우 박사의 ‘마음과 머리 여행 보내기’라는 강의를 들었다. 

마음과 머리 여행이라…! 참으로 나의 여행기를 공감하게 하는 단어들이었다. 

잦은 출장과 짬 내어 하루 이틀 선물로 얻는 시간에 다니던 여행. 걷고 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감탄하며 

역사를 알아가기도 한다. 많은 방향의 생각과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여행이란 목적지에 도착해서부터가 아니라 장소를 결정할 때부터 이미 시작되며 장소를 결정하고 

항공권을 구매하고 웹 서핑을 하며 호텔을 정하고…. 이런 일들이 모두 여행의 일부다.

차 뒷편으로 펼쳐진 포도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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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다. 미국 와인 생산량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 유럽

을 제외하면 가장 오래되고 제일 중요한 와인 생산국가다. 미

국 와인의 심장이며 영혼이라 할 수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 지역

이며 소노마 밸리(SONOMA VALLEY), 앤

더슨 밸리(ANDERSON VALLEY), 나파 밸

리(NAPA VALLEY), 산타 바바라 (SANTA 

BARBARA), 시에라 풑힐(SIERRA FOOT-

HILLS) 지역으로 나뉜다. 시간을 내어 이 모

든 곳을 방문하길 적극 추천한다.

미국의 토착 품종 포도, 진판델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와인 기업 중에는 

생산하는 와인의 양이 호주 전체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되는 와인 양보다 많다고 한다. 캘

리포니아 지역의 토착 품종인 진판델(Zin-

fandel)이다. 미국 와인을 세계에서 인정받

게 한 품종이며, 달콤하게 잘 익은 과일의 풍부한 향이 나고 제

비꽃과 가죽 냄새가 난다. 신기하게도 이탈리아의 프리미티보

(primitive)와 같은 품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와인에 대해 잘 몰랐을 때는 ‘캘리포니아의 진판델 품종

으로 만들어진 와인 주세요’라고 주문했었다. 그렇게 하면 실수

는 하지 않고 기대보다 훌륭한 와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외에 

시라와 그리나슈 샤도네이 피노누와도 아주 좋다.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투어

소노마 밸리는 달의 계곡이라고도 불리는 소노마 카운티 지

역에 있다. 언덕을 향해 좌우로 자유롭게 펼쳐져 있는 와인 밭

에는 토스카나 시골 지역이나 독일의 라인 강을 끼고 있는 지역

의 특성과 같은 와인의 향이 있다.

대표적인 와이너리는 아로우드, 밴지거, 캔우드이며 가을 수

확 시기에 포도를 뭉개는 작업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

영한다. 우리나라엔 잘 알려지지 않은 앤더슨 밸리는 프랑스 브

루고뉴 지방의 자랑인 피노누와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피노누

아가 뛰어난 맛을 지닌다. 또 브래고, 골든아이, 론도, 나바로 

와이너리가 유명하다. 이외에도 수많은 와인 지역이 있지만 나

파 밸리를 집중적으로 여행하기로 했다.

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포도나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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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파 밸리로 가다

와이너리 투어는 시내에서 출발하는 투어 버스도 있고 기차

투어나 리무진 투어가 있지만, 렌터카 투어를 권한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나파 밸리로 가는 길에 길고 긴 베이 브릿지

(Bay bridge)나 금문교(Golden bridge)를 달려가는 재미도 있

고, 80여 킬로미터 후에는 도로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포도나

무들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좋은 방법은 나파 

밸리에 숙소를 잡고 스파와 와인 테이스팅을 여유 있게 하는 것

이다.

4~5분 거리를 두고 백여 개 이상의 와이너리들을 마음껏 방

문할 수 있는데, 와인 테이스팅을 더 즐기기 위해서는 와이너리 

홈페이지나 전화로 방문시간을 먼저 예약하는 것이 좋은 방법

이다. 시간대별로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있고, 해당 시간에 와

이너리 안내 데스크에 도착하면 가이드가 나와 친절히 생산과

정과 오크통 보관실 등을 설명해주고 서너 개의 와인을 설명과 

함께 테이스팅할 수 있다.

조금 더 프라이빗한 방문을 원한다면 가격은 좀 있지만 프라

이빗 투어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예를 들어 오퍼스 원(Opus 

one)은 4명이나 6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한 시간 투어에 두당 

80달러를 받는다. 테이스팅은 안되고 잔으로 아주 조금 마실 

수 있는데 가격이 50달러나 된다. 마시기 쉬운 테이블 와인의 6

배 정도 가격이 비싸다. 하지만 세계 베스트 와인으로 인정되고 

있으니 한 번쯤은 테이스팅해 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이번 여행에 내가 방문한 와이너리는 여섯 곳이다. 다음 호에

서는 방문한 와이너리의 특징, 와인 테이스팅 노트를 소개할 예

정이다.

와인에 어울리는 간단한 상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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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의료영어

A woman is going through abdominal ultrasound 

only to find out that she was not pregnant. The 

obstetrician tells her that she has false pregnancy. 

This is because she has the strong desire to con-

ceive a baby. She has been infertile for many years 

and is struck dumb when she hears this. She was 

sure that she was pregnant because she had symp-

toms like interruption of menstrual period and 

nausea. In order for her to succeed in conceiving 

a baby, the doctor recommends two of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which are IVF and IUI. 

The doctor tells her that if she follows the doctor’s 

instructions, her test tube baby will come through 

pregnancy and delivery with flying colors.

한 여자가 복부초음파검사를 받는 중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그녀가 상상임

신을 했다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

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불임이었던 그녀는 이 

소리를 듣고 말문이 막힙니다. 임신 초기 증상인 생리 중

단과 메스꺼움을 느꼈기 때문에 임신을 확신했습니다. 아

이를 갖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 의사는 그녀에게 두 종류의 

생식보조기술인 체외수정과 자궁 내 수정을 추천합니다. 

의사는 만약 그녀가 지시사항들을 따르면 시험관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False pregnancy: ‘상상임신’을 뜻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phantom pregnancy”와 “imaginary preg-

nancy”가 있으며 의학용어로는 “Pseudocyesis”입니다.

●Conceive a baby: ‘아이를 갖다’라는 뜻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have a baby” 또는 “get pregnant”가 있습니다.

●Infertile: ‘불임의’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로써 비슷한 표현으로

는 “sterile”이 있습니다. 두 표현은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sterile”

은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할 때 표현되고 “infertile”은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거나 부족할 때 표현됩니다.

의료분야가 국제화됨에 따라 의료인들의 전문화 된 영어 

구사 능력이 요구된다. 지난 시간에 이어 실제 진료 상황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영어회화 중에서 지난달에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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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tor: Unfortunately, those are common symptoms 

of Pseudocyesis. If you strongly desire to conceive a 

baby, you would have such symptoms.

안타깝게도 상상임신을 한 환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

들이죠. 만약 누군가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런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Patient: Oh, god! What have I done wrong? I have 

suffered from infertility for so many years. 

오, 신이시여!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죠? 수년간 계속 불

임증을 앓아왔어요.

Doctor: I know that you are disappointed at the mo-

ment, but I can suggest some ways to help you con-

ceive your baby.

환자분이 현재 실망하신 걸 알고 있지만, 환자분이 아이

를 갖기 위해 도움이 될 방법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Doctor: There are two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

ogies which are called Intrauterine Insemination and 

In vitro Fertilization.

체외수정과 자궁 내 수정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생식보조

기술이 있습니다.

Patient: If I ever decide to go through one of those, is 

it for sure that I will get pregnant?

만약 제가 이 두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제가 임신이 

되는 게 확실합니까?

Doctor: I can not guarantee that. However, if you fol-

low my instruction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you will 

conceive your test-tube baby with flying colors.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환자분이 제 지시

를 잘 따라주신다면 환자분이 시험관 아기를 임신할 가능

성이 높습니다.

●Struck dumb: 너무 놀라거나 당황했을 때 말문이 막히는 것을 

표현하는 관용구입니다.

●Menstrual period: ‘월경 기간’ 혹은 ‘생리 기간’을 뜻하며 다

른 표현으로는 “Catamenial period”가 있습니다. 보통 ‘생리를 

한다’는 “have a period”라고 사용됩니다. 

●Nausea: ‘메스꺼움’ 또는 ‘욕기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의어

로는 “sickness”와 ‘구토한다’라는 뜻을 지닌 “vomit”이 있습니다. 

파생된 단어로는 “nauseous”가 있으며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

는 표현입니다. (e.g. I feel nauseous 구역질이 난다.)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생식보조기술’을 뜻하

며 불임증을 치료하기 위해 난자 및 정자를 조작하는 기법에 속

합니다.

●IVF: “In vitro Fertilization”의 줄임말로 체외수정을 뜻합니다. 

●IUI: “Intrauterine Insemination”의 줄임말로 자궁 내 수정을 

뜻합니다.

●Test-tube baby: ‘시험관 아기’를 뜻합니다.

●With Flying colors: ‘대성공을 거두다’라는 뜻을 지는 관용구

로 주로 시험이나 사업에서의 성공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Conversation

Doctor: I am really sorry to tell you that you are not 

pregnant. I have not found your fetus through the ab-

dominal ultrasound test.

너무 죄송하지만 환자분은 임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

부초음파검사를 했지만 환자분의 태아를 찾지 못했습니다.

Patient: Do you mean to say I have false pregnancy? 

No way! I can’t believe it.

제가 상상임신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말도 안 돼요! 못 

믿겠어요.

Patient: I was so sure that I was pregnant this time 

since my period stopped and I felt really nauseous.

생리가 멈추고 속이 엄청 메스꺼워서 임신했다고 확신했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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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의사 10월호를 보시고 독자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

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2. 여행후기나 진료실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등 함께 나누

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선정된 이야기는 ‘서울의

사’에 게재하며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 2017년 10월 24일(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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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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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매거진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