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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만드는 전문의료 매거진

소개합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순천향의대동창회 한일병원

interview

채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서 울 의 사 아름다운 人터뷰 

정경수 21c 방송포럼 회장

서울의사,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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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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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인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의사신문 사장

편 집 인 조보영 서울특별시의사회 공보이사·의사신문 편집인

편 집 위 원 장

편 집 위 원

홍성진 교수(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김성배 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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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김준옥 과장(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의사』 Brand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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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사회 발행 MAGAZINE 『서울의사』

국민과 함께 한 100년, 새로운 100년도 국민건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의사』가 함께 합니다.

기 획 · 편 집 도서출판 지누

대 표 박성주

편 집 부  팀 장 윤민주

편 집 부 김아람 / 김나현

최재민 / 박정혜

인 쇄 (주)갑우문화사



시 인 의 사

창窓

내 가슴 한쪽 허물어서 

너에게로 징검다리를 놓는다 

겨우내, 좁은 방안에 

갇혀 있던 숨소리는

어느새 네게 달려간다 

사방 가득한 

물소리, 새소리, 너의 목소리 

그 화답처럼 

잰걸음 징검다릴 건너오고  

답답한 내 몸짓은 

너의 눈빛에 부딪쳐 

탁 트인 조율 

한바탕 어우러져 

흥건한 춤판이 벌어진다  

나는 너에게로 가고 싶다 

네가 놓은 징검다리와 

만나고 싶다 2003년 ≪리토피아≫로 등단

시집: 「어떤 우울감의 정체」, 

「세상은 내게 꼭 한 모금씩 모자란다」,

「역驛」,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문집: 「어른들의 사춘기」

한국의사시인회 회장

경북 영주시 구성로 346 김신경정신과의원

(054-638-3890) 

E-mail: kimsnpc@daum.net 

김승기 원장

＊<서울의사>는 매달 한국의사시인회 선생님들의 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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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자리가 아닌 

제 역할을 고민하겠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월간 <서울의사>가 새로운 지면으로 현

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가진다. 정치

색을 떠나 의원들 개개인의 소소한 삶의 

향기를 담고자 한다. 소박한 이야기들을 

통해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피하지 않는다

면 정치인은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된다

고 생각합니다.” 3선 국회의원, 우상호 의

원을 만나 삶의 향기를 들어본다.  

서울의사,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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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늘 그리운 나의 고향 

강원도 북서부에 위치해 6·25전쟁의 격전지였던 

‘철원’. 우 의원의 고향이 철원이다.  

“고향은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내 삶의 

원형입니다. 철원은 제게 자연과 추위 그리고 분단, 

그리운 친구가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여전히 그리운 

고향입니다.” 

자연 속에서 뛰놀던 친구들과의 우정도 오래오래 

생각나는 장면이다. 겨울이면 한없이 내리던 하얀 

눈과 추위, 그 속에서도 화롯불을 가운데 두고 느꼈

던 온기들이 고향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한없는 정

겨움이다. 

우 의원은 군사지역으로 분단의 아픔을 피부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시기를 고향에서 보냈다. 

그래서 남북대화가 이뤄지는 지금을 누구보다 반기

고 있다. 

고향 철원을 떠올리며 우 의원은 자신을 ‘촌놈’이

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절제하려는 노력이 건강관리

3선 의원.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우 의원의 

건강관리가 궁금하다. 

“사실 3선 의원이 된 뒤로는 일정을 소화하는 것

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당연히 특별하게 건

강관리를 하지는 못합니다.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장거리를 돌게 되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됩니다. 운동이라면 

운동이지요.”

우 의원은 활동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술자리가 많아지는데 이런 술자리와 음주를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건강관리라며 웃는다. 

국민 건강을 위해 대의를 지켜나가길

“정치인은 공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라면 의사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위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이나 정치 논리로 강제할 수 없지만 서울시의사회가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스스로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우 의원은 말한다. 

“자발적인 공공성, 책임의식이 결국 좋은 사회로 나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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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다

우상호 의원은 정치와의 인연을 시대적 삶에서 찾았다. 우 의원

이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며 맞은 사회는 6월 항쟁의 한 복판이

었다. 

“민주주의가 퇴보하기도, 정체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역사는 결

국 전진하게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피

하지 않는다면 정치인은 꼭 필요한 곳에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30년이 지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한 복판에 서게 되기도 했다. 

우 의원은 1981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다. 1987

년, 복학 후 6월 항쟁 당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았다. 자연

스럽게 정치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등단 시인이기도 한 우 위원

은 조리 있는 말솜씨를 인정받아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대변인 등을 맡았다. 17대 서대문구 갑 열린우리당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입성, 현재 3선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으로 보람을 느끼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뤄낸 업적에서 보람을 찾는다고 한다. 우 

의원은 미방위 간사로 있으면서 ‘데이터통신 요금 할인’을 이끌어

낸 것을 의원이 된 후 느끼는 보람 가운데 하나로 꼽는 데 주저하

지 않는다.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이루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각각의 개인이 거대한 기업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책무를 이행했다는 보람

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비 확보 효과 기대되는 마일리지 허브 정책

우 의원은 항공, 통신 마일리지를 대중교통비로 사용하는 ‘마일리지 허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

아 가즈아’ 정책시리즈 2탄으로 ‘공정경제-마일리지 주권 확보’ 정책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국내 마일리지 시장이 항공과 카드, 통신 등을 합하면 지난해 기준 약 9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말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총 3조 4천억 원 규모의 잠재적 대중교통비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데이터통신요금 인하가 거대기업에 맞서 시민의 이익을 지켜낸 것과 같은 취지로 보인다. 

“마일리지와 포인트는 대기업이 시민에게 이익의 일부를 돌려준 것이지만 시민들이 소홀히 관리하여 자동 소멸되기를 암묵적

으로 기대하는, 어찌 보면 대단히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입니다.”

대기업이 이런 부조리한 시스템에 기대어 이익을 얻기보다는 정정당당하게 시민의 이익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시민들이 자신이 확보한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쉽게 확인하고 대중교통비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의사,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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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춘을 흔들었던 시

우 의원은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했다. 또 시인이다. 

“문학의 꿈을 꾸었던 사람으로서 제 청춘 시절을 흔들었던 시들이 제게는 소중합니다. 그중에서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고 제

가 매우 좋아했고, 제게 많은 영향을 준 선배인 기형도의 시를 가장 좋아합니다.”

시를 추천해 달라는 말에 우 의원은 기형도 시인의 유일한 시집 <잎 속의 검은 잎>을 추천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자리가 아닌 역할을 고민하는 국회의원

‘자리가 아니라 역할을 고민하자’ 국회의원 우상호의 철학이자 삶의 소신이다. 

“저의 오랜 꿈은 남북분단을 뛰어넘어 통일에 기여하는 정치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행히 전쟁의 위협 속에 있던 한반도가 남

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평화의 길로 가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 의원은 조바심 내지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되면 행복할 

것 같다고 피력한다. 

향후 하고픈 일에 대해 묻자, 남북화해의 시대가 오고 본인의 정치적 역할이 끝나게 되면 우 의원의 초심이었던 문학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시인 우상호의 시가 기다려진다.  

대표 경력 

-연세대 총학생회장(1987년)

-제17·19·20대 국회의원

-(전)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現)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 공동대표

–국회 국방위원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 위원

–국회 한-루마니아 친선협회 회장

–동물복지 국회포럼 정회원

–(사)소아당뇨인협회 고문

–(사)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

–중국 연태대학교 객좌교수

–강원도민회 고문



“우리 사회와 인류에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난 4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의협 

신축 기금 1억 원을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채종일 회장은 ‘새롭게 발돋

움하는 의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보 외에도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채 

회장의 취임 후부터 다양한 소식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늘 자신에게 주

어진 숙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

가는 채 회장,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서 울 의 사

채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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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신축 회관이 갖는 의미 

서울의대 교수 재직 시절,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로 일한 바 있는 채 회장에게 의협은 ‘친정’ 같은 단체다. 3년 동안 의협에 몸담

았던 터라 그 누구보다 건물 사정을 잘 아는 채 회장에게 회관 신축 소식은 무척 달가웠다.   

“이촌동에 있는 의협 건물은 아파트 숲 사이에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들은 굉장히 거대하고 화려한 데 비해 의협 건물은 너무나 

작고 낡았죠. 리모델링 이상의 신축이 필요했고, 진작에 그렇게 돼야 했지만 여러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간 마음 아팠던 사람 

중 한명이라 회관 신축 소식에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회관 신축 기부금 모금이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기사를 접한 후 채 회장은 걱정이 앞섰다. 그 찰나 한국건강

관리협회 사무총장 및 본부장들이 ‘우리가 일조해야 하지 않겠냐’며 팔을 걷어붙였다. 낙심하고 있던 채 회장은 그들의 의견을 온 

마음으로 반겼다. 자연스레 나온 의견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협회는 ‘건물을 직접 짓는 기부금도 중요하지만, 의학의 뿌리를 담

을 의학박물관에 기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반대하는 이 하나 없이 모두 흔쾌히 대찬성했고 일사불란하

게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1억 원 기부금을 약정했다. 채 회장은 당시의 기분과 회관 신축의 의미를 설명하며, 자신의 진심을 전

했다. 

“회관 신축은 대한의사협회가 쇄신하고, 개원의든 봉직의든 더욱 다양한 의사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반드시 그

러한 대한의사협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힘을 보탠 것이기도 합니다. 새로이 발돋움

하고자 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회관 신축이 큰 역사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부디 더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어 채 회장은 ‘의협은 의사들에게 집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그 의미는 의협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제대로 된 의협이 완성되고, 그래야 의사들이 의협을 집다운 집으로 쓸 수 있다는 것 아닐까. 나아가 채 회장은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미래의 의협은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회관 신축은 대한의사협회가 쇄신하고,

개원의든 봉직의든 더욱 다양한 의사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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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임 후 협회장으로서의 2년 

채 회장은 2016년 8월 서울의대 교수를 정년퇴임하자마자 

쉴새 없이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매진해왔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굵직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가 회장으로 취

임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전국에 퍼진 협회 지부를 차례로 방

문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간 협소에 대한 현안들이 채 회장

의 눈에 띄었다. 

“전체적으로 검진하러 오시는 분들의 대기 공간이 너무 좁

더군요. 그래서 X-ray, CT, MRI, 혈액검사 등을 할 때 검진 시

간도 오래 걸리고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였죠. 공간의 협소함이 

여러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아 전국의 지부를 순회한 후, 17개 

지역의 지부 중 가장 열악한 4개 지역의 지부(강원도, 울산, 전

남광주, 경기도)를 새로 설립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고객들의 편의와 최선의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었던 채 회장

에게 이는 역점을 둔 사업이었다. 다행히 올해 10월, 몇 개의 

지부가 새 건물로 다시 문을 연다. 매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성

과라고 채 회장은 말한다. 또한 그는 평생 주업이었던 기생충

학을 협회와 접목해, 기생충병연구소를 만들었고 연구소의 한 

분야로 우리나라 최초의 기생충박물관을 만들기도 했다. 

“OECD 국가 중 상당수 나라에는 기생충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전무했죠. 대학에서 기생충학을 전공하고 연구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어딘가에는 꼭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어렵사리 마련하게 됐습니다. 기생충병연구소에는 직원

이 5~6명 있는데 앞으로 제가 그들의 지도교수 역할을 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기생충박물관은 작년 12월에 내부 개관을 

했고 4월 초부터 일반 관람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년 퇴임

하고 2년을 협회에 매진했는데, 나름대로 보람차게 보낸 것 같

군요. (웃음)”

채 회장은 협회를 이끄는 동안 협회 지부가 없는 지역에 새

로운 지부를 만들 계획을 구상 중이다. 언젠가는 미얀마, 캄보

디아, 라오스에, 또 언젠가는 평양 땅에도 지부를 만들어 보다 

광범위하게 봉사하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사회에 공헌하는 단체’로 기억되길 

채 회장은 앞으로 협회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

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답했다. ‘사회에 공헌하는 단체’라고. 그

도 그럴 것이 그는 협회의 국제협력사업에 언제나 열의를 보이

고, 그러한 궤도로 뻗어 나가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가 회장 취임 전부터 협회에서 해오던 국제협력사업은 아

프리카 수단에서의 주혈흡충사업입니다. 핏속에 기생하는 기

생충 때문에 아픈 어린아이들이 많은데요. 그 질환의 감염률을 

낮추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얀마, 인도네시아에서 집중적인 

▶기생충박물관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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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10년 전에는 북한에서도 구충

약품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가 더 좋아지면 재개할 생각입니다. 이밖에도 중국 내의 열악

한 지역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등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국제

협력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협회 본연의 업무는 암 조기발견과 발견 시 대학·종합병원

으로의 연결, 성인병·감염병 조기진단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

한 건강검진이다. 하지만 채 회장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

한다. 

“또 하나의 협회 업무는 바로 사회공헌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으로 얻는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사회공헌사업에 다시 투자하

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사업의 하나가 바로 국제협력사업이죠. 

대개 일반 국민들이 협회에 대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오해도 

하시는데요. 제가 늘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협

회는 건강검진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단체이자, 사회

에 공헌하는 일종의 봉사 단체’라고요. 이는 제가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돈 버는 단체는 절대로 싫습니다. 국민들도 이러한 

협회의 방향성을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 한국건강관리협회 하

면 ‘사회공헌활동 참 많이 하는 단체’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

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기생충학에 전념 

인터뷰를 하면서 채 회장이 가장 편하고, 즐거운 얼굴을 보

인 건 ‘기생충학’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다. 평생을 기생충학에 

몰두한 그이기에 어쩌면 가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일 

터. 앞으로도 연구를 놓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그에게서 

타고난 기생충학자의 기운이 느껴진다.   

“제가 어릴 때는 기생충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기

생충은 사람에게 정말 해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죠. 제가 의대

를 졸업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의 장내기생충 감염률은 

60~70%였습니다. 이를 관리하고 박멸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

서 기생충학을 전공으로 택했습니다. 당시 의사가 부족했던 시

절이라, 대부분의 동료와 선후배님들은 환자를 보는 분야를 택

했지만 전 기생충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죠.”

존경하는 스승들 밑에서 기생충학을 공부한 채 회장은 여전

히 자신의 사무실 한쪽에 마련한 작은 공간에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그는 가장 행복해 보인다. 그런 그가 기

생충학을 연구하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일까.

“우리나라 국민의 기생충감염률이 서서히 감소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오랜 시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굉장

히 행복했던 순간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이뤘을 때였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할 때 전남 신안군에서 온 환자가 계셨는

데, 대변검사 후 이상한 모양의 충란이 나왔습니다. 어느 책에

서도 본 적이 없는 모양이었죠. ‘이게 뭘까?’ 하며 어렵게 환자

의 몸에서 성충을 꺼내 확인했더니 난생처음 보는 기생충이었

습니다. 새로운 기생충의 발견이었습니다. 참굴이 매개하고, 

입이 아주 큰 기생충이라 ‘참굴큰입흡충’이라는 이름도 직접 지

었습니다. (웃음)”

신종 기생충을 발견해 세계 기생충학에 영향을 끼쳤던 순간

이 가장 행복했다고 회상하는 채 회장. 그는 앞으로도 실험과 

연구를 끝까지 놓지 않을 예정이다. 기생충학에 대한 그의 열

정은 아마 누구도 말릴 수 없을 듯하다. 

┃사회와 인류에 공헌하는 삶을 위해 

향후 계획에 대해 채 회장은 당장 8월에 개최하는 14차 세계

기생충학회의 대회장으로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며, ‘할 일이 태산 같다’고 웃는다. 협회 일만으로도 바쁜 일상

일 테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

를 표했다. 그 원동력은 항상 행동으로 실천해온 그의 신념이

다. 

“우리 사회와 인류에 공헌하는 삶을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생충학 연구를 계속해나가면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찾아가는 것, 협회 회장으로서는 협회를 잘 꾸려나가고 

사회공헌단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제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인류와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회와 인류에 공헌하는 삶을 살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를 수도, 예상치 못한 난제에 부딪혀 방

향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채 회장은 자신의 신념을 견고히 

다지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그의 

아름다운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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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아이들이

조심해야 할

질환

◌ 입안의 염증 구내염
구내염이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한 감염으로 입안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감염성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구강을 청결히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단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 증상, 발생 부위, 원인, 육안적 소견 등에 따라 다양

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헤르페스성 구내염, 수두, 수족구병 등에서 구내염이 동반될 수 있다. 9세 이하 어린이 100명당 

약 13명꼴로 발생하며 10세 이상의 어린이들보다 6.5배 높은 비율을 보인다. 

▷궤양 증상…나도 혹시 구내염? 

주 증상은 구강에 통증을 동반하는 궤양이 나타난다. 대부분 육안적 소견과 병력 소견으로 진단하며 단순 구내염이 아닌 다른 질환

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발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한다.

(1)재발성 아프타성 구내 궤양: 입안에 궤양이 생기는 구내염으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체계의 이상이나 세균, 바이러스 감

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뜨거운 음식, 뺨과 혀의 상처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피로와 스트레스, 알레르기 등에 의해 증세가 악

화될 수 있다.

(2)편평태선: 세포의 과다 성장으로 인해 뺨, 잇몸, 혀에 두꺼운 하얀 조각이 생기는 구내염이며 흡연자에게서 흔히 나타난다. 잘 맞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서는 6월이 찾아왔다. 뜨거운 햇

볕에 증폭하는 땀샘, 점차 더워지는 날씨에 아이들은 

쉽게 지치기 마련이다. 이런 날씨에 면역력이 약한 아

이들이 조심해야 할 질환이 있다. 여름철 우리 아이들

을 위협하는 질환과 증상, 예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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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틀니를 사용하거나 뺨을 씹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으며 종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3)헤르페스성 구내염: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 입 주변에 발생하며 수포가 생기고 통증이 심하다. 성인이 되기 전에 잘 나타나며 

전염성이 있다.

(4)칸디다증: 곰팡이 감염으로 인해 생긴다. 틀니를 사용하거나 소모성 질환 또는 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잘 발생하는데 특히 

어린아이에게서 흔히 발병한다. 구강 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항생제 복용 후에 일어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감염 경로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균 감염, 진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등의 감염성 구강 점막 질환과 재발성 아프타

성 구내 궤양, 유천포창, 천포창 등의 면역성 구강 점막 질환, 혀 표면의 갈라짐, 양성 이동성 설염, 위축성 설염 등의 혀 점막 질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염증의 원인은?

구강 점막은 신체의 내부적 변화와 외부적 자극으로부터 모두 영향을 받아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혀와 구강 점막

을 전신 건강의 거울이라고도 한다. 구강 점막에 나타나는 여러 질환 및 구내염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 피로, 호

르몬 변화, 생리 주기, 갑작스런 체중 변화, 비타민 결핍, 철분과 엽산 결핍, 면역력 저하 등이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 구내 궤양의 경우 

구강 점막은 신체의 내부적 변화, 

외부적 자극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전신 건강의 

거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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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의 외상이나 스트레스, 박테리아, 바이러스, 영양 부족, 갑작스런 체중 감소, 수면 부족, 초콜릿이나 커피 등의 섭취로 유발될 수 

있다. 또한, 면역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는 특정 약물을 복용해 발생할 수도 있다. 비타민 결핍이나 호르몬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

이다.

▷입안을 깨끗하게, 구내염 치료하기

주로 증상 경감을 위한 대증적 요법을 시행하며 구강을 청결히 하고 소독약을 이용해 가글 한다. 스테로이드 연고 혹은 복용이 필요

할 수 있다. 궤양으로 인한 통증이 심한 경우 화학 또는 전기 소작법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감염성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규칙

적인 생활과 올바른 영양섭취가 요구되며 평소 구강을 청결히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도움을 통한 구강 

청결로 예방할 수 있다. 입안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뜨거운 음료를 피하고 너무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도 삼가는 것이 좋다. 산도가 

높은 신 과일, 감귤류 과일을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 깨지거나 상한 치아가 있으면 치료가 필요하다. 

◌ 아이들 위협하는 로타 바이러스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은 레오바이러스과에 속하는 로타 바이러스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급성 감염을 유발하여 설사, 복

통, 구토 등의 위장관염 증세를 보이는 병원체로 급성 위장관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가운데 5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5세 이하에서 설사증으로 입원하는 소아의 1/3이 로타 바이러스에 의한 것

이다. 0~6세 사이의 영유아 발병률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산후조리원과 신생아실에서 감염의 위험이 높다. 성인도 감염될 

수 있지만 보통 무증상을 보이며 간혹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에서도 로타 바이러스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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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시 소독방법

①환자가 있었던 장소: 세제 등으로 더러워진 곳을 닦은 후 소독액을 뿌려 1분 후에 물로 씻어낸다.

②화장실: 소독액을 종이타월 등으로 묻혀 닦고 1분 후에 물, 깨끗한 물걸레로 닦아낸다.

③옷, 침구: 더러워진 곳을 닦고 염소 소독액에 30분 정도 담근 후 세탁한다.

④구토물, 분변: 소독액을 이용하여 키친타월, 걸레 등으로 닦아내면서 제거한 후 쓰레기봉투에 넣고 소독액을 뿌린 다음 버린다.

▷로타 바이러스 증상

주요 증상은 고열, 구토, 설사 및 복통으로 설사는 4~8일 정도 지속된다. 이와 같은 특징

적 임상 증상으로 설사-발열-구토 증후군이라 일컫기도 한다. 환자의 30%는 39도를 넘는 

발열을 보인다. 영유아에서 잦은 설사 및 구토로 탈수증이 일어나 심해지면 사망에 이르기

도 한다. 대변 검사상 혈액이나 백혈구는 관찰되지 않는다. 로타 바이러스는 설사를 유발하

는 바이러스 중 가장 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감염돼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

다.

▷오염된 음식물 섭취는 금물, 로타 바이러스 원인

로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

능하다.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3일 이내에 구토, 발열,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

염 후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증상이 없어진 후 10일까지 감염된 자의 대변에 존재한

다. 감염된 자가 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기간에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될 수 있다. 화

장실에서 변을 본 후 또는 아이의 기저귀를 교환한 후 손을 씻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그 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 

▷로타 바이러스 치료법

로타 바이러스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 심한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상태가 되지 

않도록, 경구 또는 정맥을 통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등의 대증치료 방법이 있다. 대증 

치료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항바이러스제는 권장하지 않는다. 예방접종으

로는 2가지 로타 바이러스 경구 백신이 존재한다. 1가 백신과 5가 백신으로 1가 백신은 생

후 2, 4개월 2회 접종, 5가 백신은 생후 2, 4, 6개월 3회 접종을 일컫는다. 금기 사항이 없는 

영아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접종일정대로 접종한다.

▷로타 바이러스 예방하기

올바른 손 씻기가 중요하다.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외출 후나 식사 전, 배변 후, 조리 전, 아이의 기저귀를 간 후 등에도 반드시 손을 씻는다. 또, 

안전한 식생활을 지키도록 한다. 끓인 물을 마시고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먹는다.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시설에서는 액체 분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환자의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에 대한 소독 등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다.

로타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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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귀 질환 1위 외이도염
외이도염은 고막 밖인 외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겉

으론 큰 이상이 보이지 않는 세균성 감염에 의한다. 병에 걸

린 기간 및 심한 정도에 따라 급성 외이도염, 만성 외이도염 

및 악성 외이도염 등으로 구분한다. 외이도염은 비교적 쉽게 

치료되는 질환이지만 적절한 진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아의 경우 의사 표현이 

어려워 진료 시기를 놓친다면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 관

심을 가져야 한다.

▷물놀이 후 귀 가려움… 외이도염 의심

동통, 가려움증, 이충만감, 청력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

다면 외이도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외이도 피부가 두꺼워지

는 외이도염은 가려움증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다. 악성 외

이도염은 피부의 두꺼워짐과 함께 귀에 심한 통증과 분비물

이 있고 안면신경 마비 및 뇌 신경 마비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만성 외이도염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 계속되는 약한 

정도의 감염과 염증이 외이도에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여름철에는 귀 관련 질환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발생해 3명 

중 1명이 외이도염 진료 인원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여름철 물놀이 등으로 외이도염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많

이 노출된다. 따라서 수영, 샤워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며, 물이 들어갔을 때는 귀를 기울여 자연스럽게 흘러나

올 수 있도록 하거나 부드러운 휴지를 말아 귀 안에 넣어 휴지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봉 등을 잘 못 사용하면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외이도염의 원인

정상적인 외이도 피부는 지방층이 있어서 방수 기능을 하고 세균이 외이도 피부로 통과하는 것을 막는다. 습도나 온도가 높아지거

나 외이도가 오염되거나 지나치게 외이도를 후비는 경우 지방층이 파괴돼 외이도염을 유발한다. 급성 외이도염은 외이도의 전반적인 

세균성 감염으로 수영, 습한 기후, 털이 많은 외이도, 외골종증을 가진 외이도, 이물, 귀지의 과다 또는 결핍, 보청기 또는 이어폰 사용, 

습진, 지루성피부염, 건선 등의 피부 질환, 당뇨병, 면역저하 상태 또는 땀이 많은 체질 등이 원인이 된다. 만성 외이도염은 진균성 외

이도염이 만성화돼 발생하는 것으로 그 외에도 피부과적 증상인 지루성피부염, 건선, 신경피부염 등이 원인이 된다. 악성 외이도염은 

주로 당뇨가 있는 노인에게서 많이 발병한다. 

▷외이도염 치료하기

외이도를 청결히 씻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현미경이나 내시경을 이용해 외이도를 철저하게 씻어 산도를 유

지하고 통증을 조절하며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약제를 투여한다.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성분이 섞인 점액을 외이도에 도포하거나 경구

Special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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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항생제를 투여할 수도 있다. 급성 외이도염의 경우 염증의 초기나 심하지 않을 때는 현미경을 이용한 철저한 세정으로 치료가 가능

하다. 가능하면 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면봉이나 귀이개 등으로 외이도를 자극하지 않는다. 중등도 이상의 염증은 외이도를 조심스럽

게 씻고 산도를 가진 항균, 항생물질을 도포한다. 경구용 항생제 사용 또한 염증의 부종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외이도염의 예방 및 관리요령

깨끗하지 않은 물이나 이물질이 외이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귓구멍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통증 등의 증상이 생기면 

외이도 피부에 자극을 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직접 외이도를 관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봉, 귀이개 등을 쓰지 않도록 하고 수영이나 

목욕 시 귀마개를 착용해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습관적으로 귀이개 등으로 귀지를 후비는 행위는 귓속에 상처를 내어 감염

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과도한 외이도 자극은 고막의 천공이나 외이도의 폐쇄, 중이염으로의 진행 등으로 청력 감소,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증 초기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자료제공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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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회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2000년에 발족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현재 회원 2,600명이 넘는 단체로 성장했다. 또한 정기적인 행사 때마다 유독 회원 

참여도가 높아 다른 과의 모범이 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회원의 행복을 위해 모인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자긍심, 대한이비인

후과의사회를 소개한다. 

▷2000년 6월 18일 창립총회 

▷2018년 1월 21일 제19회 학술대회

개원의사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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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를 소개합니다 

2000년도에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로 발족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현재 2,600명이 넘는 단체로 거듭났다. 대한이비인후

과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헤드미러지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간의 정보 교류와 

소통을 돕고 있다. 또한 뉴스와 카더라통신을 이용해 새로운 정보들을 회원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있다. 공보부와 관련 부서 임원의 

노력으로 이러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어, 다른 과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아울러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춘계학회, 분과별 공

동 심포지엄, 개원세미나, 보험세미나, 초음파연수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높은 참여율을 자랑한다. 대한이

비인후과의사회는 앞으로도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진료 여건과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일 예정이다.  

1999년 10월 31일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 결성 결의

  준비위원장: 김영학 중앙지부 회장(이외 23명의 준비위원을 임명)

2000년   3월 18일   제1차 준비 위원회 회의

  전국 규모의 개원의협의회 설립결의

  설립목적, 회칙초안, 회장선출방식, 총회 시기 등을 논의

  준비위원장: 문성무 중앙지부 부회장

  협의회 준비위원 및 발기인 명단

  고한진, 김경한, 김기헌, 김성일, 김성전, 김승환, 김영봉, 김영식, 

  김영학, 김유성, 김홍수, 문성무, 민원식, 박성준, 소진명, 신현일, 

  심상열, 오길상, 윤강묵, 이강혁, 이기영, 이동행, 이상덕, 이용화, 

  이의석, 장  영, 전지일, 조일균, 조  현, 최기원(가나다 순)

2000년  6월 18일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 창립총회

  초대회장: 문성무(330명 참석 및 358명 위임장)

  감사: 김성일, 장선문/서울 지회장: 심상열 선출

2009년 12월 22일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로 명칭 개정       

2017년   2월   5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로 명칭 개정

임기 기간 성명

제1기 2000년 6월~2002년 2월 문성무

제2기 2002년 3월~2004년 2월 심상열

제3기 2004년 3월~2006년 2월 조  현

제4기 2006년 3월~2008년 1월 최종욱

제5기 2008년 2월~2009년 12월 이의석

제6기 2010년 1월~2012년 1월 홍성수

제7기 2012년 2월~2014년 1월 신창식

제8기 2014년 2월~2016년 1월 김익태

제9기 2016년 2월~2018년 1월 홍일희

제10기 2018년 2월~현재 송병호

역대 회장▶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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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코, 목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겠습니다”
송병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

“회원들에게 좋은 학술정보와 보험정보를 주기 위해 정기적인 학술대회, 심

포지엄, 각종 세미나가 학회와 분과학회의 협조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돈독하고 화목한 관계를 맺

으며 상호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좋은 사례의 의사회다. 대한이비인후과의

사회 송병호 회장을 만났다.  

의사회와 학회 화목한 관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매우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의 자

부심이기도 하다. 지난 4월 27~29일 열린 춘계학회에도 학회와 

의사회가 함께 개최해 다른 과의 부러움과 기자들의 관심을 받았

다.

“저희 의사회에는 보험정책과 보험에 대해 대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학회와 의사회 위원이 함께 들어가 있어 회의를 같이

하고 공동대처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2000년,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로 시작할 때부터 의사

회는 학회의 환영을 받으며 함께 공조해 오고 있다. 

1월 마지막 일요일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는 900

여 명 정도가 모인다. 의사회 단독으로 하는 행사에는 학회 이사

장과 총무이사를 초빙해 인사말, 축사를 듣고 기자간담회도 같이

한다. 4월 마지막 일요일에 개최되는 춘계학술대회 의사회프로

그램은 일요일에 잡혀 있지만 토요일 일정에도 관심 분야가 있다

면 참석이 가능하다 .

의사회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는 교양프로그램이다. 환자들

의 건강만 챙기는 의사들에게 본인의 건강도 챙기라는 의미로 건

강이나 인문 교양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올해는 ‘맛있는 음

식과 행복한 우리’를 주제로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보였다. 

임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다

송 회장은 이비인후과의사회 임원들은 일이 많다고 말한다. 

이비인후과는 이과, 비과, 두경부외과 3개 분과학회로 나누어

져 있다. 3개 분과학회가 모두 의사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연다. 6

월엔 비과 심포지엄이, 8월에는 임상이과학 세미나가, 11월엔 두

경부외과학회와 공동심포지엄이 열린다. 이들 상임이사회에는 

개원 이사들이 들어가 있다. 의사회 임원들이 분과 학회 임원을 

겸임하고 있어 바쁠 수밖에 없다. 

“모 학회인 이비인후과학회에도 개원 이사가 들어가 의사회와 

학회와의 연결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노고를 누구보다 알기

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학술부뿐만 아니라, 공보부 임원들은 의사회 회보지와 홈페이

지를 발간하고 관리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대한이비인

후과의사회 회보지는 의사회에서 발간되는 회보지 중에서 최우

개원의사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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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회보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보험부 임원들은 학회 보험위원

들과 함께 보험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으며, 보험 정

책과 보험 수가 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런 의

사회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총무부 임원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송 회장은 상임이사회 회장으로서 의사회 회무를 위해 헌신적

으로 봉사하는 상임이사들에게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

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공부하는 윤리적 의사가 되어야 

홈페이지 하루 접속 인원 1천 명. 개원의사회 이비인후과 회원

이 2,800여 명 되는데 그중 1천여 명은 항시 의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있다.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학술정보, 보험정보 등이 

회원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담당 공보이사 두 

분이 실시간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

니다.”

간혹은 연회비도 안 내고 학술대회도 참여 안 하는 외골수 개

원의도 있다. 송 회장은 그런 분들도 매년 정기총회 학술대회나 

춘계학술대회 둘 중 하나는 등록해 공부하고 진료에 임했으면 한

다고 말한다. 

“최근의 화두는 윤리입니다. 이제는 윤리와 감염관리가 필수과

목으로 지정되어 매년 평점 2점을 받아야 됩니다. 윤리라는 것이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환자 진료 할 때 비윤리적인 일을 안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것 외에 최신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습득

하여 환자 진료에 응용할 수 있는 의사여야 윤리적인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의사는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

니다.”

송 회장은 공부하지 않는 의사는 환자에게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비윤리적’이

라고 지적한다.    

   

국민건강 위한 정책들

의사들이 국회, 정부에 제시할 수 있어야 

송 회장은 의사들이 진료는 열심히 하지만 충분하게 보람을 느

끼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여건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의료정책 중 가장 큰 문제는 저수가 정책입니다. 불

합리, 부조리 모두가 저수가 정책에서 파생되어 왔습니다. 의사

들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토론회에 나갈 수 있도

록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 회장은 정책토론회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9

월 중에 국회에서 열 계획이다.

“국민들의 이비인후과적인 건강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보건정책이 필요

한지’ 그런 것을 주제로 삼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이비인후과 건강을 위한 생각뿐 

만3세부터 삼출성중이염이 지속적으로 재발되어 송 회장으로

부터 환기관삽입술을 받아 오던 여학생이 있었다. 환기관수술 합

병증으로 고막 천공이 되어 중학생이 되었을 때 고막성형술을 받

았고 완치가 되었다. 그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 ‘자신 같은 환

자를 위하는 길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어 의료계에서 일을 

하고 싶어 간호학과를 선택했다’며 송 회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송 회장은 그때의 뿌듯함과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한

다. 

송 회장은 이처럼 소리를 듣게 하고,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이 이

비인후과 전문의로 큰 보람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

로 청각을 잃으면 사회로부터 소외된다. 송 회장은 그럼에도 국

가에서 이를 위해 체계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며 안타까워한다.

송 회장은 이런 문제의 해결은 외부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

한다. 임원들에게 주위의 언론인, 입법부, 보건복지부 등과 소통

하라고 말한다. 

“기회가 되면 시민단체와도 소통해서 주위의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원하

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소통의 장을 많이 마련해

야 합니다.”

개인의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송 회장은 대국민홍보 얘기

를 꺼낸다. 대국민홍보책자를 만들어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공무

원들한테 나눠주어 국민의 이비인후과 건강을 위해 무슨 일이 필

요한지를 알리는 게 계획이라고 말한다. 국민의 이비인후과 건강

과 의사회 생각 외엔 여지가 없는데 괜한 질문을 던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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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의대 동창회장에 취임한 후 이길우 회장

은 걱정이 앞섰다. 동창회를 이끌 자질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다. 하지만 이내 훌륭한 선배와 

뒤따르는 후배들에게 징검다리가 되겠노라 다

짐했다. 그리고 그는 동창회원들에게 말한다. 

함께 꿈꾸고, 함께 꿈을 이루자고…. 

의 과 대 학 동 창 회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동창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길우 순천향의대 동창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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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들의 업적을 이어 후배들을 잇는 징검다리가 될 것 

순천향의대는 올해 40주년을 맞는다. 역사가 깊어가는 만큼 동문의 수도 늘었다. 현재는 3천여 명의 순천향의대 동문이 현역에

서 뛰고 있다. 동창회의 규모가 커지고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동창회를 이끌게 된 이 회장은 고민이 많다. 

“작년 2월에 취임했습니다. 사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처음에는 부담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기에 

이토록 커진 동창회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더군요.”

하지만 이 회장은 결심한다. 중견 의과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순천향의대 동창회장으로서 선배들이 이룬 훌륭한 업적을 이

어받아, 이를 후배들에게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겠다고. 이어 그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배님들이 이루신 훌륭한 업적을 잘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보단 선배님들이 매년 잘 이끌어주

셨던 행사를 빠짐없이 잘 수행해야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 일환으로 매년 수백 명의 동문이 참석하는 동문화합대회와 홈커밍

데이 행사를 임기 동안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교의 도약을 위해 장학사업 및 발전기금 형성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덧붙여 동창회에서는 그간 다양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명문 의과대학의 품

위와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학생회 활동에 직접 참여해 변함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동창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친목도모와 모교발전 

이 회장은 동창회의 궁극적 목적은 회칙에도 명시됐듯 ‘친목도모’와 ‘모교발전’이라고 말한다. 특히나 동창회에서는 모교발전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40년 전통의 의과대학인 우리 순천향의대의 발전은 동문들의 애정과 단합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교발전을 

위해 동창회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사업은 모교의 발전기금 모금 운동입니다. 매년 빠짐없이 모금액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수별 

행사나 지역 동문 모임에서도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어 이 회장은 동창회 기부가 성사될 때마다, 이를 다른 동문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개인적

인 동문 연회비 납부를 계속 진행할 것이며, 납부 참여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이 회장은 말한다. 그에게서 모

교발전에 대한 곧은 심지가 느껴진다. 

 

동문 간의 유대감은 모교발전의 원동력 

설립자 故 향설 서석조 박사는 우리나라 신경과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주인공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인 중 하나로 손꼽

힌다고 이 회장은 말한다. 그런 故 서 박사의 ‘순천향(順川鄕)정신’은 동창회에 깊이 깃들어있다. 

┃2017년 정기총회

선배님들이 이루신 훌륭한 업적을 
잘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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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세운 제1호 의과대학인 우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

학은 전국 4곳(서울, 부천, 천안, 구미)의 부속병원에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

다. 각각의 병원이 시대에 발맞춘 리모델링, 증축 중에 있어 의

과대학 실습교육의 충실도가 높아져, 능력있는 의사 양성이 실

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모교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사랑을 가감 없이 고백

한다.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모교의 성장과 발전은 동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우리 동문 간의 유대감은 돈독합니다. 여전히 기수별 1박 2

일 동문 모임이 매년 성대하게 치러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

다. 의대 초창기 선배님들이 이러한 단합의 본보기가 돼주셨습

니다. 이 끈끈한 유대감이야말로 우리 순천향의대가 지역을 대

표하는 종합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이자, 원동력입니

다. 동문 간의 돈독한 유대감 형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하겠습니다.”   

동창회는 마음의 고향

이 회장은 의과대학의 역사가 길어져 배출된 동문이 더 많아

지면 오히려 동문 간의 친목도모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

다. 때문에 동창회의 존재감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우선 전임 

동창회장들의 전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역대 동창회장님들의 전통은 각 지역 동문 모임을 일일이 

방문하는 것입니다. 바쁜 동문들을 직접 만나 동창회 소식을 

알리고, 지역 동문의 의견을 전체 동문에게 알립니다. 이는 좋

은 전통이므로 동창회장으로서 잘 지켜갈 계획입니다.”

동창회는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이 회장. 그는 동문이 

동창회를 푸근하고 정겹게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

고 전한다. 

“젊은 날, 꿈 많은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학생 활동과 어려운 

의대 공부를 같이 했던 그리운 동문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동창회입니다. 가령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 일가친척을 만

나면 반갑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동문 또한 그렇습니다. 연륜

이 쌓여 모습은 비록 약간 늙었을지라도, 서로 정겨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젊은 시절로 돌아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저는 

동창회를 통해 우리 동문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향후 이 회장은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동창회가 

회장 개인의 능력으로 흥망이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말한다. 부디 동창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동창회에 지속

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이 회장은 동

문에게 당부했다. ‘함께 꿈을 꿈꾸며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꿈

이 이루어지게 노력하자’는 그의 말이 이뤄지길 바란다.    

┃2017년 동문화합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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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동창회장을 만나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은 故 향설 서석조 박사를 중심으로 의료수준이 열악했던 70년대에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소명과 

‘성실’, ‘봉사’, ‘연구’의 원훈 아래,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인술을 펼치는 고향마을을 만들어 가겠다는 인간사랑, 환자사랑의 순

천향(順川鄕)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1974년 용산구 한남동에 순천향종합병원을 설립한 후 현재의 순천향대학교병원을 모체로 개원 4년만인 1978년에 학교

법인 동은학원과 의학과, 간호학과를 갖춘 순천향의과대학을 설립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는 등 비

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또한 1979년에는 순천향구미병원 개원에 이어 1982년 순천향천안병원을 개원했고, 2001년에는 첨

단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춘 부천병원을 개원했다. 현재는 국내 굴지의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했다.      

2016년 홈커밍데이 서울병원 방문의날

2017년 정기총회

14회 졸업 20주년 기념식

2017년 동문화합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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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회를 소개합니다 

서울시 도봉·강북구를 
대표하는 지역거점병원!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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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불모지에 인술의 씨앗을 심다
구한말, 개항과 함께 우리 땅에 들어온 서양의학은 이후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 동양의학

이 해결하지 못하는 각종 질병을 치유, 숱한 생명을 살려낸 서양의학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국내 곳곳에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크고 작

은 병의원이 문을 열었다. 

그중에서도 한일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병원으로써 1937년 4월 사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당시 경성전기(주) 운수부 2층에 ‘경

전 운수부 의무실’로 시작했다. 그 뒤 1944년 9월 서소문에 있는 다나카마루병원을 매수해 1945년 1월부터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

는 경전병원으로 개편했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X선과 등 3개 과에 진료 인원은 의사 7명 등 66명으로 확충해 병원체제를 갖췄다. 

1945년 8.15광복 후 귀속재산을 임대해 병원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진료과목을 증설하고 이에 따른 의료장비 확충과 전문의 초빙에 

주력했다. 1946년에는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를 개설했으며, 1950년 피부비뇨기과를 개설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산업병원으로 각광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병원시설 거의 전부가 파괴됐고, 이를 1953년 9월 복구·개수공사에 착수, 1954년 1월 준공했다. 1961년 3월

에는 연건평 800여 평의 현대식 건물을 준공, 입원실 48실, 병상 133상을 갖추고 종합병원으로 발전했다. 1961년 한국전력 창립에 따

라 경전병원은 자동으로 한전 체제에 편입되고, 한전병원으로 개칭돼 부속병원으로 운영하게 됐다. 

1962년 8월 한국전력은 병원에 독립운영권을 부여하고 병원장의 책임 하에 독립채산으로 경영하도록 했다. 병원 명칭도 한일병원

으로 개칭해 일반 외래환자에게 특정 회사 부속병원으로서의 인식을 바꾸고, 1963년 증축공사와 아울러 진료과목·병상 등을 증설하

고 최신 의료장비를 설치했다. 

▲ 1937년 4월 경성전기(주) 운수부 의무실

1962년 8월 한국전력은 병원에 

독립운영권을 부여하고 

병원장의 책임 하에 

독립채산으로 경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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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 병원시대 개막
진료환자 증가와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1988년 5월 도봉구 쌍문동의 현재 위치로 이전해, 477개 병상에 22개 진료과로 종합병원으

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췄다. 

진료 인원은 연차적으로 증가해 1997년에는 44만 2,289명을 진료했다. 특히 전기사고로 화상 환자 등이 늘어남에 따라 1961년부터 

전문적 치료방법을 개발, 국내 유일의 감전 환자 전문치료기관의 기능을 다 하며, 전기 화상 치료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다. 

이어 1994년 2월에는 40병상 규모의 화상전용병동을 증축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에 따라 1980년 5월 고리분원(古里分院)을 개원했으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7년 12월에 폐쇄

했으며, 1991년 핵의학실을 개설해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 및 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종합건강진단센터 및 흉부외과·

신경과를 차례로 개설했고, 1995년부터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 진료를 시행했다.

또한 1997년 북한 경수로원전(KEDO) 건설에 따라 파견 근로자 및 북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수

술실을 갖춘 의무실을 운영한 바 있다.

2000년 1월 1일 한일병원은 63년 동안 유지해왔던 한전 부속병원 체제에서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으로 새로이 발족했으

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14년 연속 우수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는 등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07년 최신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교체 및 128채널 컴퓨터단층촬영장치(MDCT)를 도입하는 등 매년 각종 수술기구와 진단장

비 등 최신 의료장비를 추가 도입했다.

▲ 비전 2020 선포식

▲ 국내 최초 화상치료센터 개설▲ 병원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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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2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도입과 함께 DW(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해 Smart-Hospital 체제를 가동하면서 종이

차트 없는 체계적인 진료정보 관리를 통한 진정한 디지털 병원을 실현했다. 같은 해 9월, 한전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한전 직

원만의 병원이라는 인식이 커져 다시 2016년 3월 한일병원으로 되돌아갔다.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한일병원은 현대화의 일환으로 2014년 4월부터 ‘환자 중심 맞춤형’ 1차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2017년 4월

에 준공했다. 또한 최신 ‘개별 양압시스템’과 ‘온도제어 시스템’을 갖춘 수술실과 외래진료실, 병실, 통합로비 등 순차적인 리모델링 완

공으로 쾌적한 환경과 최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병원, 고객 중심 병원이 되고자 도전과 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2차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한일병원은 ‘비전 2020’을 수립해 창의적 진료·교육·연구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미션을 위해 

다정·긍정·열정·배려로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진료 특성화·신뢰받는 진료·고객 만족·사회공헌 등 

핵심가치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화상전문센터 구축, 심폐소생 및 저체온치료 등 응급의료 분야, 그리고 응급의료와 연계되는 급성

기 심장·뇌혈관센터를 구축해 2차 종합병원이지만 이 분야에서만큼은 상급종합병원 이상의 진료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야심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일병원은 서울 도봉/강북구를 대표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공공병원으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

았다. 방과 후 공부방 아동검진사업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협약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학금 지원사업·건강 강좌는 물론 

개원 의사를 위한 연수강좌를 통해 튼튼한 협력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 화상치료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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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시작되면 세균 번식이 쉬워져 다양한 질환이 기승을 부린다.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온과 습도로 땀 

분비량은 많아지고 찬 음료 섭취량은 증가한다. 이는 배뇨기능의 변화를 야기하며 비뇨기 질환의 발생률을 높

인다. 여름철 남녀를 괴롭히는 비뇨기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여름철 남녀를 괴롭히는 비뇨기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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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들에게 급증하는 급성신우신염

급성신우신염은 급성으로 발생하는 신장의 깔대기, 잔계 및 콩팥사이질의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요로감염의 일종으로 신장에 

세균 감염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원인균의 85%는 대장균이며 젊은 여성의 경우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잘 발생한다. 비뇨기계와 관련

된 수술이나 기계적 조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급성신우신염 환자가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부요로감염 등으로 인한 

상행성 감염에 의한 것인데, 해부학적 구조상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요도가 짧아 세균에 의한 하부요로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다.

 급성신우신염의 진단으로는 요검사에서 농뇨와 세균뇨가 관찰되며,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의 증가가 관찰된다. 일반적인 항생제 요

법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 단순배사진이나 경정맥요로조영술, 또는 CT 등의 영상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잦은 급성신우신염이 발생

하는 경우 방광요관역류를 감별진단하기 위해 배뇨요도방광조영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잇따른 고열, 허리통증… 급성신우신염 증상

일반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고열과 오한, 몸살 기운 및 지속적인 옆구리의 통증과 빈뇨, 배뇨통과 같은 방광염 증상이 나타난다. 옆

구리나 등을 두들기면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방광염을 동반한 경우에는 방광염의 증상인 긴급뇨, 절박뇨, 배뇨통 등이 동반된다. 심할 

경우 혈뇨를 보이기도 한다. 급성 증상은 대개 3~5일 정도면 소실되며, 치료 기간은 10~14일간 정도의 정맥주사 또는 경구용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다.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하루 소변량을 2리터 정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임상 증상의 개선이 감염의 완치를 뜻

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치료 시작 1주일과 한 달에 요검사를 받아야 한다.

급성신우신염은 

옆구리나 등을 두들기면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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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급성신우신염은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하면 합병증이 드물다. 요로계에 구조 이상이 없는 성인의 경우 적절한 항균

요법만으로 완치된다. 하지만 소아의 경우 쉽게 만성으로 진행되며, 4세 이하에서는 영구적인 콩팥기능을 상실케 하는 콩팥흉터가 발

생할 수 있어 영상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급성신우신염 예방법

예방을 위해서는 요로계의 자연적 방어기전을 강화하고 방어기전의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신 건강상태를 양호

하게 유지하고, 항문과 질의 청결을 유지한다. 배뇨 이상을 갖는 경우 이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다. 소아의 경우 반복감염이 발생하면 예

방적 항생제 치료가 도움이 된다. 배변 후 항문을 닦을 때 질 부위에서 항문 쪽으로 향하게 닦는 것이 좋으며 평소 소변은 참지 말고 바

로 보는 것이 좋다. 되도록 물 섭취를 충분히 하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자주 먹어야 한다.

환자 10명 중 9명이 여성… 급성방광염

요로계에 발생하는 감염 중 가장 흔하고 특징적인 것이 급성방광염이다. 원인에 따라 세균방광염, 사이질방광염, 결핵방광염, 호산

구증가 방광염, 기생충에 의한 방광염 등으로 나뉘지만 대개 세균방광염이다. 갑자기 증세가 나타나는 급성방광염과 만성방광염으로 

구분하지만, 급성방광염이 일반적으로 더 흔히 발생하며 일시적 고통을 준다. 

급성방광염은 대부분 요로계의 구조적·기능적 이상이 없이 세균이 대변-샅-요도-방광으로 옮겨가는 상행성 감염이다. 원인균으

로는 가장 흔한 장내세균인 대장균이며 포도상구균, 장구균, 녹농균 등이 있다. 주로 20~40대 여성에게서 많이 발병하고 흔히 ‘오줌소

태’라고 부르기도 한다.  

급성방광염의 증상 

특징적인 증상은 잦은 배뇨, 급한 요의를 발생하는 절박뇨, 배뇨 시 통증, 잔뇨감 및 아랫배 불편감 등이며 종종 소변에서 악취가 나

는 경우도 있다. 감기와 같은 전신증상은 드물며 전신증상이 나타나면 신우신염과 같은 상부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 하부 허리 통

증 및 치골 상부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혈뇨와 혼탁뇨가 동반되기도 한다. 방광염에서는 발열이나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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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방광염 예방 및 치료

적당량의 수분 섭취는 체내의 세균을 몸 밖

으로 배출시키므로 방광염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서 방광염이 재발

하는 경우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도 예방

에 도움이 된다. 소변을 너무 참는 것도 좋지 

않으며 잦은 질 세척은 오히려 정상 세균을 사

멸시켜 질 내 세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

도 한다. 일반적인 급성방광염 치료법에는 항

생제 처방, 수술, 진통제 복용 등이 있다. 크랜

베리 주스같이 신장에 부담을 덜면서 이뇨작

용에 도움이 되는 음료를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항생제 복용은 원칙적으로 

3일 이상이며 여성에서의 단순 감염에서는 1

회 또는 1일 요법도 가능하다. 반드시 5~7일 

이후에 소변검사가 정상인 것을 확인하고 치

료를 종결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급성방광염의 합병증은 콩팥으로의 

상행성 감염으로, 방광요관역류가 있는 소아

나 임산부는 상해성 감염이 호발하므로 철저

한 치료가 필요하다. 급성방광염이 빈발하는 

환자는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예방적항생제요법이 필요하다.

 

30~50대 남성의 적, 요로결석

요로결석이란 요로계에 요석이 생성되어 

소변의 흐름에 장애가 초래되고 그 결과 격심

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요로감염증, 신부전 등

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수분 섭취 감소는 요로결석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이다. 수분 섭취가 감소하면 요석 결정이 소변에 머무는 시

간이 길어져 요석 형성이 증가하게 된다. 요로결석의 발생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수 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발생 위험률

이 높고, 30~5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기 쉽다. 콩팥 등의 요로계에 돌을 만드는 성분의 과다나 돌을 억제하는 물질이 부족해서 

생성된다. 보통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요로 돌이 발생할 확률은 10%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다. 

요로결석의 발생율은 지역과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4~8% 정도며, 우리나라의 유병율은 1.9%로 보고됐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가장 무더운 여름부터인데 그 이유는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려 소변이 농축되거나 햇볕에 많이 노출돼 비타민D 형

성이 증가,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돌의 결정이 쉽게 생기고 이것이 점점 커지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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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 요로결석 신호

요로결석은 갑작스럽게 옆구리 통증과 같은 측복부 통증을 유발하며, 대개 통증이 매우 심하다. 통증은 갑자기 나타나 수십 분, 수 

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진 후 또다시 나타나는 간헐적인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남성의 경우 통증이 하복부, 고환, 음낭으로 

뻗어 나간다. 결석이 방광 근처까지 내려와 위치하는 경우엔 빈뇨 등의 방광 자극 증상도 발생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 구역질, 구토, 복

부팽만 등이 동반되며, 요로결석에 의한 혈뇨도 동반될 수 있다.

T I P   내 요도에 돌이 생긴다고? 

갑작스런 옆구리 통증과 복통이 발생하면서 구역질이나 구토 등의 급성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가장 흔한 질환은 요로결석(요

로돌, 요석증)이다. 여기서는 결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드물지 않게 담석과 요석을 혼동하는데 담석은 담낭·간 및 담관에 돌이 생기는 것

이며, 요석은 콩팥·요관·방광 또는 요도에 발생하는 돌이다. 이 돌은 우리가 먹은 돌이 소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콩팥 등의 요로계에 돌을 

만드는 성분의 과다나 돌을 억제하는 물질이 부족해 생성되는 것이다. 외부에서 들어온 돌이 아니라 우리 몸, 특히 신장이나 요로계에서 만들

어지는 돌이다.

요로결석의 예방과 식이요법

①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하루 소변량이 2리터 이상 되게 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 적어도 하루 10잔 이상의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특히 운동 전이나 후, 사우나 전에 충분한 수분의 공급이 중요하다. 

②칼슘을 제한하기 위해 멸치나 우유를 피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나

친 칼슘섭취 부족과 제한은 요석의 발생을 촉진한다. 과칼슘뇨증과 같이 

대상 이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만 칼슘을 제한하면 된다. 

③저염식, 즉 싱겁게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염식은 결석 생성을 촉

진한다. 

④과다한 육류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육류는 요산과 칼슘, 수산 등이 풍

부하며, 요석을 억제하는 구연산의 생성을 막아 요석 생성을 촉진한다. 

⑤수산이 풍부한 음식 중 시금치·초콜렛·아몬드·땅콩·잣·호두·콜

라·딸기·코코아·커피·술 등을 자주 섭취하면 수산과 칼슘에 의한 요

석 발생이 촉진된다. 따라서 이런 음식들의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한다. 

⑥구연산이 포함된 과일(오렌지·레몬·귤·자몽·토마토 등)과 채소를 충

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구연산이 가장 많고 돌생성 촉진 물질이 가장 

적은 것은 레모네이드로 알려져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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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층 위협하는 전립선염

전립선염은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50세 이하의 청장년에서 가장 흔한 전

립선 질환이다. 비뇨기과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조사해 본 결과 약 25%가 전립선

염 증상이 있었으며, 50세 이하의 남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림선염은 남성들의 

약 50%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증상을 경험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뇨기과를 

방문하는 환자의 15~20%가 전립선염 환자이기도 하다. 전립선염의 형태 중에서 균

이 배양되는 제1형, 제2형의 세균성 전립선염은 5~10% 정도고, 나머지 대부분은 제3

형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다.

소변 장애 일으키는 전립선염 증상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배뇨 증세와 동통과 같은 신경 통증세, 그리고 성 기능에 

관련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제1형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은 갑작스럽게 오한이 나

면서 열이 올라가고, 소변볼 때 매우 따가운 증상이 나타난다. 전립선을 만지면 통증

이 심하다. 제2형과 제3형은 만성 전립선 증후군의 만성적인 증상으로 배뇨증상, 통증

이 유발된다. 배뇨증상으로는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소변량이 적고, 소변 줄기도 약

해진다. 통증이나 불쾌감은 고환과 항문 사이, 허리 이하의 치골, 방광 부위 등의 골반 

여러 부위에서 느껴진다. 한편, 만성 전립선염 환자들은 치료가 잘 안 되므로 정신적

인 문제를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다. 만성전립선염 환자의 60%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

기도 하다.

치료 시기 놓치면 큰일! 전립선염 합병증

전립선염은 대개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 잘 반응하지만, 합병증으로 전립선 농양이 

발생할 수 있고 불완전하게 치료된 경우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 외에 급성요폐, 급성 세균성 방광염, 급성 부고환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적

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균이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균혈증이나 혈액 내에 세

균이 증식하여 전신적인 염증 상태를 보이는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만성 세균

성 전립선염은 완치가 힘들고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우울증 등의 신경 증상

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성 기능 감소와 삶의 질 악화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

규칙적인 생활… 전립선염 예방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감소시키므로 피해야 하며,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좋지 않

다. 전립선을 압박하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좋지 않다. 평소에 온수 좌욕을 하는 것

이 도움이 된다. 커피 등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나 탄산음료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며 술, 담배를 멀리하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대한비뇨기과학회

T I P  전립선염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전립선염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용

하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병리학자들

은 현미경으로 백혈구나 임파구가 전립선 

조직 내에서 관찰될 때 전립선염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립선염 환자들을 진료하

고 치료하는 비뇨기과 의사들은 400배의 

고배율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전립선액

에서 백혈구가 10개 이상, 비정상적으로 

보일 때 한정으로 전립선염이라고 한다. 

보다 폭 넓은 의미로는 백혈구가 증가하

지 않아도 만성 전립선염에서 흔히 관찰

되는 회음부 통증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

면 전립선염으로 진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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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위해 

말을 할 때는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정경수 21c 방송포럼 회장

 전 MBC 아나운서

 효정 국민운동본부 대표

누구보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가진 기분

은 어떨까. 그런 목소리로 국민들을 위해 

많은 소식을 전달해 주던 이가 있다. 이제 

그의 목소리를 방송에서 들을 순 없지만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엔 남아있음이 분명하

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참 잘 어울리는 

21C 방송포럼의 정경수 회장을 만났다.

아름다운 人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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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으로서의 첫 단추를 끼우다

정 회장에게 아나운서가 된 계기를 물었다.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 정 회장은 시간을 거슬러 올

라가는 듯했다. 

“원래는 연극으로 방송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KBS 

3기 성우로 시작해 하늘 같은 선배님들과 함께 출발

했죠.”

우연히 라디오 드라마의 대가 이보라 작가를 만나

게 됐다는 정 회장. 시작은 거기서부터였다. 정 회장

의 목소리와 재주를 알아본 이 작가는 정 회장을 적극

적으로 도왔다.

“당시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먹기도,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직업을 갖는다는 자체가 제

게는 기쁜 소망과도 같았습니다.”

정 회장은 그때의 기쁨이 다시 어렴풋이 느껴지는 듯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방송 인생은 그렇게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그의 부모는 전주에서 살고 있던 터라, 서울에서 혼자 성우 활동을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그는 고백한다. 

그러던 어느날 정 회장은 부모님이 있는 전주에 내려 갔다가 KBS 전주방송총국에 들르게 된다. 그날 또 다른 기회가 그에게 찾

아왔다. 바로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그를 아나운서로 요청한 것이다. 그는 지방 방송국 아나운서로 새 출발을 맞이하게 됐다. 

# 아나운서의 길에 오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전달력, 표현력 부분에서 기가 막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내고 또다시 서울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나운서 길에 오른 지 3년, 그는 다시 서울로 스카우트를 당했다. 

“민간 종교방송 CBS로 옮겨갔습니다. 당시 올챙이였던 저는 모든 뉴스를 도맡아 하게 됐습니다. 각 방송사의 선배님들이 제 방

송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방송을 틀 때마다 제가 나올 정도라, 자연스레 저에게 이목이 쏠렸습니다.”

때마침 개국한 MBC문화방송에서 정 회장을 불렀고, 그보다 뛰어난 캐스터를 찾기 힘들었던 당시 정 회장은 개국과 동시에 모

든 뉴스를 맡았다. TV에 자주 보이던 그는 지금 60대의 장년층에겐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차지하고 있다.

“길에서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하는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참 감사 할 따름이죠. 그때와 변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아낌없는 찬사

를 보내주십니다.”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생방송의 현장 속에서 살아온 정 회장. 그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송을 할 수 있는가’라는 

목표 아래 쉬지 않고 피나는 노력으로 달려왔다.

“수많은 경쟁자가 내 뒤를 바싹 쫓아온다는 생각에 열심히 했습니다. 항상 뉴스에 들어가기 전, ‘이 뉴스가 나의 마지막 뉴스다’

라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정 회장의 치열했던 방송 생활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당시에 그가 흘렸을 구슬땀이 지금 그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정 회장의 아나운서 시절



# 아나운서로서의 고진감래를 맛보다

오랜 시간 아나운서로 살아온 그에겐 그만큼의 보람과 어려

움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아나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진 공인입니다. 사회적인 책임

이 있어 행동을 함부로 해선 안 됩니다. 어딜 가서도 마음 편하

게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보는 눈이 많았죠.”

그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 속에서 편히 즐기지 못했던 시

간을 아쉬워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철창살에 갇힌 기분’이었

다고 덧붙였다. 자기 자신을 철창살 안에 가두고 절제하며 살

아온 시간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감히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철창살을 이겨낼 만큼의 보람도 있었습니다. 국가

적, 사회적인 모든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구사하면서 국민들

과 같이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 회장은 뉴스를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슬픈 소식을 전할 때

면 가슴으로 울었고, 좋은 소식을 전할 때면 함께 웃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행복을 느

끼는 데 일조했다’며 뿌듯한 미소를 내비쳤다. 그런 그에게 ‘아

나운서’란 무엇일까.

“아나운서란 공인의 입장에서 모든 사실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아나운서였던 자신을,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를 아끼는 것처럼 보였다. 국민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

히 여기는 그야말로 진정한 아나운서가 아닐까.

# 그땐 그랬지, 그 시절 웃

지 못할 에피소드

뉴스는 다른 프로그램과 차

이점이 많다. 무겁고 진중한 

분위기와 한 치의 실수도 용

납할 수 없는, 한 마디로 엎질

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환경이다. 베테랑 아나운서였

던 그에게도 주워 담지 못할 

물들이 있었다. 

“체온의 변화 때문에 딸꾹

질이 자꾸 났던 기억이 있습

니다. 딸꾹질에 좋다는 보리차를 아무리 마셔도 나아지질 않더

군요. 곤욕스러웠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누군가 말했다. ‘살면서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 바

로 가난, 기침, 사랑이다’라고. 그의 에피소드를 듣으니 세 가지

에 딸꾹질 한 가지를 더하고 싶어진다.

“말실수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임기

가 끝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저도 모르게 ‘박정

희 대통령은….’ 하고 말이 나왔습니다. 습관처럼 내뱉은 말이

었죠. 지금에서야 웃을 수 있지만, 당시엔 살 떨렸습니다.”

다시 회상해도 아찔한 듯 정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안

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 가깝고도 먼 선배와 후배 사이

그는 현재 선배 방송인으로서 방송을 정리하고자 문제를 야

기하고 토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의 개혁이

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방송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 제보

한다. 베테랑 선배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다. 그런 그에게 후배란 어떤 의미일까.

“물론 많은 후배들이 잘 해내고 있지만, 아쉬운 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방송 매체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것입니다. 

간혹 너무 한쪽에만 치우친, 편협한 생각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깝습니다.”

그는 하늘 같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다. 하지만 많은 말보다는 진심을 담은 한 마디를 건넸다.   

“떠나간 사람은 돌아보지 않더군요. 선배가 길을 이끌어주고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온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은 조화로운 선후배 사이가 되지 못함이 못내 아쉬운 

듯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방송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선후배가 화합해야 한다고 전하며, 그렇게 되길 진정으로 바랐

다. 

# 국민운동을 펼치다

시대가 변화하고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전통 가

족문화는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다. 과거 대가족 형태는 핵가

족 형태로 바뀌었고, 심지어 혼자 살림하는 ‘1인 가구’가 등장

했다. 1인 가구는 금세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혼자 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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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주거환경, 제품 등 다양한 생활 방식이 빠르게 등장했

다.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싶어 하

는 정 회장. 그는 현재 효정 국민운동본부 대표직을 맡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하지 않으려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

려 하고, 단독으로 살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파괴

되고 있는 가족문화를 다시 살리고, 지키고 싶습니다.”

효정 국민운동본부는 효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우고 정이 넘

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 단체다. 정 회장은 현

재 단체를 통해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진 우리 시대의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2013년 정 회장은 <만남>이라는 책을 펴냈다. 지금까지의 

인생은 만남을 통해 이뤄졌다는 그. 방송활동 30년, 사회단체

활동 20년… 정 회장의 70년 인생 속에는 고마운 만남, 특별한 

만남, 값진 만남들이 많다.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합니다. 그중 제가 만난 사람은 

몇 명 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최고지도자부터 최말단의 사람들

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만남을 통해 얻은 지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만남이란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정 회장. 

그의 말에 가수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가 귓가를 맴돈다. 

정 회장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소중한 인연을 맺었

다. 그 인연들이 지금의 그를 있게 만든 것이 아닐까. 

# 전직 아나운서가 말하는 ‘말’ 잘하는 비법

“인간은 동물과 달리 ‘말’을 합니다. 말은 가슴에서 우러나오

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겠죠. 진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에 비로소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은 ‘진심’을 거듭 강조했다. ‘자신이 말을 내뱉을 때는 

진심과 표현에 영혼이 담겨야 한다’며 ‘상대를 위한 마음이 있

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그는 어떤 말이라도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목

소리의 소유자다. 아무래도 목소리가 좋으면 진심을 전하고, 

신뢰를 주는 말을 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제 목소리는 유전입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전혀 없고 스트

레스받지 않고 건강하려 노력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다고 해서 

진심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면 충분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계속될 그의 청춘

여든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있는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지금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

히 효정 운동을 더 확신시키고 싶습니다.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켜야 할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향후 사회 국민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을 그. 가장 인상 

깊은 명언을 묻자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를 떠올렸다. 

“제 청춘은 항상 아침의 이슬과 같습니다. 제가 올해로 80세

지만, 여전히 청춘입니다. 청춘이라는 마음가짐은 변치 않습니

다. 나이는 숫자로서 제게 자꾸만 멍에를 씌우지만 제 마음은 

항상 청춘입니다.”

그 어떤 청춘보다 청춘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정 회장.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빛날 그의 청춘을 응원한

다.      



한 달째 입맛이 이상하다. 그토록 좋아하는 김치를 한 조각

만 먹어도 입속에 불이 난 것 같다. 김장 때 장만한 고춧가루가 

여느 해보다 매운 탓으로 여겼는데 김치뿐 아니라 뜨거운 음식

이나 신 과일이 조금만 닿아도 혓바닥이 타는 듯이 쓰리다. 거

울로 달려가 혀를 내밀어보고는 까무러칠 뻔했다. 번개가 지나

간 자국처럼 혓바닥이 쩍 갈라진 게 아닌가? 부실하게 시공된 

아스팔트가 봄철에 터져나간 모습과 꼭 같았다. 갈라질 뿐 아니

라 혀의 돌기들이 하얗게 부풀어 오르고 잇몸에도 군데군데 궤

양이 생겨 어떤 중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싶었다. 

근심 끝에 사진을 찍어 내과 전공 친구에게 보였더니 설염이

라며 항생제 복용을 권했다. 면역성이 저하된 것이 틀림없으니 

건강검진 받으라는 말도 덧붙였다.

건강은 자부하고 살았는데 희한한 병에 걸렸을 거란 언급에 

당황했다. 그래도 치료를 받을 생각을 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평소처럼 한꺼번에 빨리 많이 먹지 못하고 맛이 순한 음식만 골

라 조금씩 천천히 먹으니까 다이어트 효과가 절로 생긴 것 같이 

좋았으니까. 그러다 퍼뜩 혓바닥 고장의 원인을 알아차렸다. 

그건 레몬 오일 탓이었다. 

치아가 변색되는 걸 고민하는 나에게 친구가 레몬 오일을 선

물해 주었다. 커피와 포도주를 날마다 실컷 마신 탓인지 혹은 

이에만 나이가 쌓인 결과인지 날로 치아가 검어졌다. 마치 흡연

자처럼 싯누런 치아가 견디기가 어려워 한번은 청소용 살균 세

제 ‘락스’로 칫솔질을 해보았다. 하지만 그런 모험에도 불구하

고 이는 결코 하얘지지 않은 데다 오래도록 뒷맛이 어찌나 나쁘

던지… 그 때문에 내 수명이 일 년쯤 단축된 기분이 들었다. 곁

유향과 몰약
글 | 김애양(은혜산부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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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런 나의 노력을 지켜보던 친구가 딱하게 여긴 나머지 레몬 오일을 사다 주었다. 칫솔에다 한 방울씩 떨궈 

양치를 하면 레몬의 탁월한 미백 작용에 의해 젊은 날의 하얀 치아로 되돌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한 방울만 

쓰라고 했건만 의욕이 앞선 내가 대 여섯 방울씩 더한 결과 입속이 헐고 혓바닥이 갈라진 것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상이 심해져 무엇을 먹어도 입속이 따갑고 아팠지만 그래도 원인을 알고 나니 한결 마

음이 편해졌다. 그러면서 나의 관심은 아로마 오일로 향했다. 단지 오일 몇 방울을 더 추가했을 뿐인데 혓바닥에 

큰 타격을 주었다는 사실이 놀랍기 그지없었다. 그렇다면 ‘아로마테라피’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닐 것 같

았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유방암 투병 환자를 통해 오일에 대해 들어왔는데 환자들은 ‘프랑킨센스 오일’이 좋다고 

했지만 한 귀로 흘려듣고 말았다. 그들에 따르면 프랑킨센스는 매우 비싸서 마음껏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유방 

부위에 오일 마사지를 해서 암이 완치된 사례가 많다고 했다. 사실 암에 걸리면 걱정과 함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양한 방법의 치료를 선택하기 마련이다. 한약을 다려먹거나 건강식품을 사 먹고 온열치료를 받거나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며 생활환경을 바꾸는 이들을 많이 보았다. 그런 마당에 오일을 바른다고 해서 말릴 

까닭이라곤 없었다. 그런데 그 오일들이 현대 의학이 아직 밝히지 않은 신비한 효험을 가진 게 아닐까 하는 의문

이 새롭게 생겨났다.

지난해 생리대 발암물질 사건이 터졌을 때도 도처에 인체를 위협하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현대 여성의 불임이 많아진 이유가 생리대 때문이라는 설명도 놀라웠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기가 막힌 효과를 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프랑킨센스(Frankinscense)는 유향나무의 수액을 건조시켜 얻은 것으로 예수님 탄생 때 동방박사들이 황금, 

몰약과 함께 유향을 바쳤다고 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

서 사용했으며 그 향기는 평화로움, 만족감, 이완감 등과 같은 긍정적인 기분을 들게 한다. 그래서 우울증에 도

움을 주고 호흡을 편안하게 만들며 면역을 강화시키고 방광염 등의 염증과 생리통을 완화하고 수렴 작용으로 지

성피부에도 유용하다니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보였다.

또 몰약은 감람과에 속하는 몰약나무에서 얻은 약재로 미르(myrrh)라 한다. 소염과 진통효과가 있고 혈액순

환을 개선시키며 관절의 부종과 타박상으로 인한 울혈, 동통에 많이 활용된다. 이 유향과 몰약은 성경에 20차례

나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특별히 귀한 물질로 취급받았던 게 아닐까. 

오늘날은 화학이 발달하여 각종 약품을 합성해서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100년 전만 해도 약재는 거의 천

연 물질에 의존했었다. 100년 전 소설에는 고작 테레핀유나 캠퍼유로 치료하는 장면이 더러 나온다. 요즘 점점 

유행하는 아로마테라피는 천연향의 특징을 연구해서 건강에 활용하고 있다는데 진료실에서 적극 활용하는 의

사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애로가 많겠지만…….

향기가 코로 들어가 뇌하수체까지 전달되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을 자극시킨다는 기전으로 미루

어, 우리 몸에 미치는 향기의 작용이 간단치만은 않은 듯하다. 

주변에서도 만나면 유난히 향기롭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사람과 그 정반대의 사람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향과 몰약처럼 귀한 향기를 뿜는 사람이 가득한 세상을 꿈꿔본다.      

JUNE   47



48   SEOUL DOCTOR

1 의사가 가장 익숙한 행위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대

다수는 ‘진찰’이라고 답하실 것이고 이에 대해 대부분 수긍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진찰은 진료의 

첫걸음이자 의학적 판단의 기초에 해당합니다.

  진찰(examination)은 의사가 환자에게 병이 있는지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진찰·검사’라는 식으로 검

사와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은데 양자를 구분하자면 진찰은 의사의 오관(五官)을 직접 이용하는 진찰

(이학적 검사: physical examination)이고 검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는 진찰(임상적 검사: clinical 

examination)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진찰은 문진, 시진, 촉진, 타진 및 청진으로 구분됩니다.

2 이렇게 진찰은 의사의 오관을 직접 사용해 이루어지므로 환자와 의사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면 일견 진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법이 ‘의

사(死)화산이 아닌 

휴(休)화산, 원격의료

‘의료군’과 ‘법률양’의 밀당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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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IT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원으로 의료인에게 의료지식·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라 정의하는 원격의

료입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직접 오관을 사용해 환자가 병이 있는지를 살핀다는 전통적인 진찰의 정의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진찰일까

요?

3 생각해 보면 화상통신을 이용해 의사가 환자와 대면, 상병에 대해 문답하기(문진), 화상통신을 이용해 의사가 환자

의 환부나 신체보기(시진), IT기술을 이용해 환자의 신체에서 나는 소리 듣기(청진)의 경우에는 진찰에 해당할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격의료의 특성 및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분명 진찰에 해당하기 어려운 것(촉진, 타진)도 있

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IT기술을 이용해 환자에게 묻거나, 환부를 보거나, 환자의 신체 음을 듣는 것이 기술상 가능하고 이것이 진

찰에 해당해도 원격의료가 실무상 의미 있는 진료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법상 

처방전 등의 교부 요건인 ‘직접 진찰’입니다.

4   의사의 진료행위가 진찰로만 끝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치료 목적의 투약을 위한 처방전 교부로 이어집니

다. 그리고 이러한 처방전 교부는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됩니다. 

이러한 직접 진찰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입법이 있기 전까지 원격의료는 실무상으로 반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 진찰의 의미에 대해 우리나라의 최고 법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상반된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

니다. 그 실제 사례를 아래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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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인 A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이전에 1회 이상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바 있는 환자들과 전화 통화로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간

호사는 그 처방전을 출력해 특정한 약국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A가 환자들과 전화 통화로 진료한 것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한 것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이란 이유로 A를 벌금 25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장

장 5년에 걸친 법적 다툼의 막이 오르게 됐습니다.

6 제1심법원은 검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A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A는 이에 불복해 다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①의사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한 진료를 해야 할 성실 진료 의무를 진다 ②전화로는 문진

만이 가능하고 다른 진찰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의사의 성실 진료 의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매우 크다. ③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의사가 아닌지, 전화하는 상대방이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약물의 오남용 우려도 매우 커진다는 이유로 A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7 이후 A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동시에 처벌의 근거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습니

다. 즉 우리나라의 최고 법해석기관 양측 모두에 법적 판단을 구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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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A의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2년 “직접 진찰은 의료인이 대면 진료로 해석되는 이외에 달리 해석될 여

지가 없다”고 판시해 직접 진찰은 대면 진료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대면 진료를 해야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라면 원격의료 시에 처방

전을 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입법으로 허용하면 가능하며 A는 여전히 유죄라는 판단입니다.

8 반면에 대법원은 2013년 “①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직접 진찰’이라는 용어를, 제34조 제3항에서는 ‘직

접 대면하여 진료’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의료법 내에서도 ‘직접 진찰’과 ‘직접 대면 진찰’을 구별해 사용

한다 ②의료법 제34조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전화 진찰이 의료법

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 제34조 등에서 규율하는 것이 의료법의 체계에 더 부합한다”는 이유를 들어 A

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과는 구별된다고 판단했으므로 대면 진찰이 불가능한 원격의료의 경우에도 처

방전을 교부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것은 같은 증상에 대하여 의사들의 진단이 다를 수 있는 것과 같

은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 이전 정부는 원격의료에 상당한 식견을 가진 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원격의료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였지만, 의료계와 관련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격의료는 사(死)화산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잘 모르시겠지만, 4개월 전에도 제

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엇이든지 시작은 어려우나 확대는 

쉬운 것이 세상사의 진리이므로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손바닥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현재 휴(休)화산인 원

격의료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글 | 전성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

교육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메디치가의 이름은 약사를 뜻하는 메디코에서 유래하였으므로 조상 중에 약사가 있었나 봅니다. 메디치 가문은 이탈

리아 북부의 도시국가인 피렌체의 평범한 중산층 가문이었지만, 15세기에 조반니 메디치에 의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와 그의 가문은 유럽 최고의 부를 축적하였고 350년간 대를 이어 피렌체를 실질적으로 통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 명의 교황과 두 명의 프랑스 왕비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최고의 천재 예술가들을 후

원하여 역사적으로 빛나는 작품들을 만들게 하였고 현재까지 조국 피렌체에 수많은 예술품들을 남겨주어 지금도 후손

들이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와 성서가 이자의 지불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돈놀이를 할 경우에는 사후에 교회에 묻히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며(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뜻), 단테의 <신곡>에 따르면 제7 지옥에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단테의 <신곡>에 따르면 지옥은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아래쪽에 갇혔는데, 그중에 가

장 무서운 감옥인 제9 지옥은 ‘배신 지옥’으로 사탄 루시퍼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갇힌 사람은 예수를 팔아넘긴 가

롯 유다와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로, 얼음 속에 갇혀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교

황청이나 왕실은 국민에게 거둬드린 막대한 자금을 비밀리에 은행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헌금 혹은 기부라는 명목으로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고객의 돈을 굴려줄 수 있는, 은행의 신뢰도가 성공

의 척도였습니다.  

조반니 메디치는 피레네의 평범한 은행가였지만 그는 삼촌 밑에서 은행 일을 배우면서 은행업에 비범한 재능을 보

였습니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생명이라는 사실과 당시에 가장 돈이 많은 교황과 거래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착실히 은행업에 전념하던 그는 우연히 교황을 꿈꾸는 해적 출신의 발다세레 코사에게 무담보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가 돈을 뿌려 덜컥 교황이 되니 그가 바로 요한 23세입니다. 당시에 매관매직은 비교적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디치 은행은 꿈에 그리던 교황청의 주거래 은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글 | 이경진 강남연세신통의원 원장

메디치가와 보티첼리 
그리고 프리마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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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쁨도 잠시,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요한 23세를 폐위하고 종교적 타락과 전임교황 독살 등의 혐의를 씌워 감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게다가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폐위된 교황은 빈털터리였고 돈을 빌려준 메디치도 그동

안 빌려준 돈을 다 떼여 손해가 막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모두 반대하였음에도 메디치 가문은 그를 잊지 않고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대납해주고 그의 석방을 돕는 등 그가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해줍니다. 그뿐이 아니라 메디

치 가문은 자신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교황이 세상을 떠나자 당시 르네상스의 거장인 미켈로초를 동원해서 산타마

리아 델피오레 성당에 교황의 무덤을 호화롭게 제작해줍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새로 교황에 선출된 마르틴 5세와 유럽 각국의 왕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디치 가문의 의

리와 비밀, 신용을 지키는 정신에 탄복하여 돈놀이하는 자기 가문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주거래 은행으로 메디치 은

행을 택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메디치 은행은 교황과 각국 왕실들이 맡긴 수많은 돈을 굴려서 유럽 역사상 가장 

부자 가문이 됩니다. 

부자가 된 조반니 메디치와 그의 후손들인 코시모, 로렌초 등 메디치 가문은 축적한 재산으로 부를 과시하면서도 공

공에 투자함으로써 비난을 면했습니다. 자신들이 사후에 구원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피렌체의 시민을 위해 막대한 돈

을 예술과 건축에 투자하였고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등 수많은 천재 화가들을 후원하여 

인류사에 영원히 남을 명작을 그리도록 하였습니다. 또 그림을 주문한 상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돈을 뿌려 전보

다 화려한 그림을 그리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는 르네상스의 시작이 됩니다. 르네상스는 피렌체의 메디치가에서 시작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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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마베라는 이탈리아 말로 ‘봄’이라는 뜻입니다. 1482년 보티첼리가 메디치 가문의 결혼을 축하하고 가문의 번영을 위해 그렸다

고 합니다. 

┃작품 속으로 

1)헤르메스(머큐리) 

제일 왼편에 서 있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하늘에 몰려오는 구름을 휘저어서 겨울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제우스의 아들로 전

령의 신입니다. 도둑의 신이기도 하고, 한때는 의술의 신이었으며 상업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메디치가가 상업을 중시했다는 것

을 나타냅니다. 그는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뱀이 새겨진 지팡이를 들고 있으며 주로 제우스의 심부름을 하고 다니면서 지옥도 여러 번 

방문하였습니다. 로마에서는 머큐리로 불리며 태양계에서는 수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는 수성의 공존주기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 수은의 이름도 머큐리인데 상온에서 가장 빨리 액체로 변하는 금속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스 신화

에 의하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명령으로 제우스와 바람을 피우던 여자 이오(※의심을 품은 헤라가 나타나자 당황한 제우스가 암소로 

변장시켰지요.)를 감시하던 눈이 백 개인 괴물 아르고스를 잠재운 후, 목을 잘라 죽이고 이오를 구출합니다. 헤라는 죽은 아르고스를 불

쌍해하며 그의 눈을 공작의 꼬리에 붙였는데, 이때부터 공작의 꼬리 무늬가 화려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오의 이름에서 시칠리

아와 발칸반도 남쪽 바다 이름인 이오니아해라는 지명이 탄생하였습니다.

2)삼미신 

헤르메스 옆에 속이 비치는 흰색 옷을 입은 3명의 여인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순결, 사랑.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비너스의 시녀들로 

비너스의 그림에 자주 등장합니다. 순결한 처녀가 사랑을 하면 아름다워진다는 사랑의 공식이 삼미신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루

벤스의 <파리스의 심판> 등 명화에 자주 등장하여 풍만한 몸매를 자랑합니다.  

3)비너스(아프로디테)와 에로스

가운데에 빨간 천을 걸치고 노란 긴 머리에 도도한 표정으로 서 있는 아름다운 여자가 사랑의 신 비너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

면 태초에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자신의 자식들을 태어나는 즉시 죽이자, 자식들의 어머니인 가이아가 아들인 크로노스에게 복수를 해

달라고 합니다. 지구 혹은 대지를 뜻하는 가이아는 영어로 ‘geo-’입니다 ‘geometry’, ‘geography’, ‘georgia’ 등의 단어가 여기서 기원

한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가이아의 자궁 속에 숨어 있다가 우라노스의 물건이 들어오자 낫으로 잘라서 바다에 버렸는데, 바다에 떨어

작품명: 프리마베라(봄) 
예술가: 산드로 보티첼리
크기: 2.03mx3.14m
위치: 우피치 미술관

명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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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순간 거품 속에서 조개껍데기를 탄 비너스가 탄생하였습니다. 아프로스란 말은 거품이란 뜻이고 디테는 여성이란 의미입니다. 서

풍의 신 제피로스가 바람을 불어 비너스가 크레타섬에 도착하는데 계절의 여신 호라가 옷을 들고 마중을 나오는 것을 그린 그림이 바로 

보티첼리의 유명한 작품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서 신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지만, 제우스는 못생긴 절름발이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와 결혼을 시킵니다. 

하지만 사랑의 여신답게 그녀는 여러 신들과 바람을 피웁니다. 특히 전쟁의 신 아레스와 바람을 피우다가 헤파이스토스가 짠 그물에 걸

려서 여러 신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것은 <오디세이>에도 나옵니다. 

또 그림 속에는 비너스의 위에 비너스의 아들인 에로스가 눈을 가리고 누군가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사랑은 예고 없이 나타

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는 금화살과 납화살을 가지고 있는데 금화살을 맞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납화살을 맞으면 그 사

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아폴론이 에로스에게 ‘어린이가 위험하게 화살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꾸짖었다가, 

아폴론이 사랑하는 여인이 에로스가 쏜 납화살을 맞고는 아폴론을 싫어하게 돼서 피해 달아나다가 월계수가 되었다는 유명한 이야기

도 그리스 신화에 있습니다. 

4)제피로스, 클로리스, 플로라 

그림 속 제일 우측에 푸른색을 띤 인물은 서풍의 신 제피로스로, 볼에 바람을 잔뜩 넣어 불려고 하면서 앞의 여자를 낚아채려고 합니

다. 당시 제피로스는 서풍이 불면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을 불러오는 봄의 전령이자, 씨앗을 자라게 하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형제

로는 북풍 보레아스, 남풍 노토스, 동풍 에우로스가 있습니다. 제피로스는  그림 속에서 그의 바로 앞에 있는 입에서 꽃이 자라나는 요

정 클로리스에게 반하였습니다. 그는 클로리스를 납치하여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납치당한 클로리스는 그림 속 우측에서 세 번째인 아

름다운 꽃의 여신 플로라로 변신하였는데, 그녀가 치마에 꽃을 담아 뿌리는 과정을 한 장의 그림에 그려 놓았습니다. 

배경에 곧게 뻗은 나무들은 오렌지 나무로 메디치가의 상징입니다. 이 그림에는 190개의 각기 다른 꽃과 500개의 식물이 아주 섬세

하게 그려졌다고 하며, 1998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190개의 꽃 중 130개의 꽃의 이름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5)산드로 보티첼리(1445-1510)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피렌체에서 활동하였으며 본명이 따로 있지만 보티첼리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티첼리란 작은 술통이란 뜻인데 몸매가 술통처럼 둥글둥글했나 봅니다. 그는 금속세공사 훈련을 받다가 수도사 겸 화가인 

필리포리피에게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메디치 가문의 눈에 띄어 후원을 받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비

너스의 탄생>, <프리마베라(봄)>, <동방박사의 경배> 등이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이유는 그림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린 그림의 모델은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미녀 시모네타 베스푸치였습니다. (※베스푸치 하

면 연상 되시겠지만 그녀의 사촌이 아메리카를 발견한 인물로 알려진 아메리고 베스푸치입니다.) 하지만 둘이 사귀었다는 말은 아닙니

다. 게다가 그녀는 23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보티첼리는 결혼을 혐오하여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지만, 그녀를 잊지 못했고 

죽은 후 그녀 옆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훗날 그가 죽자 그녀 옆에 묻어줬다고 합니다. 

보티첼리는 당시 아주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메디치 가문이 잠시 피렌체에서 쫓겨나고 금욕주의자인 수도승 사모나롤라의 

통치하에 들어가면서 꽃피웠던 예술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사보나롤라는 이탈리아와 피렌체는 타락하였고 부패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래와 미술을 금지하고 검은 옷만 입게 하는 등의 금욕생활과 회개를 내세워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금욕주의에 지친 

시민들에게 잡혀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티첼리는 사보나롤라의 설교에 매료되어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그동안 그렸던 르네상스적인 그림을 중단하고 다시 

예수와 성경을 찬양하는 그림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3대 천재에 들어가지 못했나 봅니다. 그는 생전에 유명한 화가였지만 

그가 죽고 나서는 완전히 잊혔고, 300년이 지난 19세기가 돼서야 르네상스를 밫낸 화가로 다시 재조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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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컷 디지티

작가│황지민 

연대의대 본과 4학년

'만화 그리는 의대생'으로 이름을 알렸고 

다양한 매체에 만화를 연재한 바 있다.  

2017년에는 본과 1·2학년 생활을 담은 

만화책 <디지티, 의학에 반하다>를 출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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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를 사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야 할 운명이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

가 아니며 좋든 싫든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구성원과 의사

소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때로는 그 방법과 수단을 학습해야 

할 때도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의사소통의 방법과 수단

이란 타인과 직접 대면해 주고받는 대화뿐만 아니라 각종 메시

지, 메일, 나아가 SNS까지 확장할 수 있다.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 1929~ )만큼 사회 구성원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 

가능성을 모색한 학자도 드물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사회구성

원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를 위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건강하고 발전된 

사회라고 했다. 의사소통의 부족이나 불발은 결국 어떤 방법으

로든 표출돼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말

이다. 그래서 그가 주목한 것이 바로 유럽의 초기 커피 하우스

에서 이루어진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이다. 특히 영국의 커피 하

우스는 단돈 1페니만 주고 입장하면 커피 한 잔과 함께 계급

과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자

유로운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은 지금이나 당시나 똑같이 사회

적인 욕구로서 갈급했던 모양이다. 이는 근대 민주주의와 과학 

발전의 원형이 됐고 비슷한 시기 프랑스의 카페는 계몽주의와 



글 | 경성현 (커피앤컬쳐 웹진 <커피와>편집위원, 재즈칼럼니스트, 커피로스터, 포토그래퍼)

자료제공｜전광수커피

1996년 창립한 이래, 오늘날 전광수커피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커피전문가를 양성하는 아카데미와 대한민국 최고

의 핸드드립 커피전문점을 동문들과 함께 운영하는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전광수커피의 중점 사업은 개성 있고 감동적인 블렌드커피,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커피전문가 교육, 그리고 최고의 전문

가들이 관리하는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입니다.

전광수커피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취향을 찾고 즐길 수 있도록 대중에게 커피 문화를 전파하고 수준 높은 커피와 

지식을 전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고객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커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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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토대 자체였다. 그렇다면 이 모

든 공을 커피 하우스나 카페라는 물리적인 공간에만 돌려야 할

까? 아니면 그곳에서 서비스되던 커피에 돌려야 할까? 하버마

스가 전자에 무게를 두었다면 어떤 이들은 후자, 즉 커피 자체

의 중요성에 조금 더 점수를 주기도 한다. 만약 커피가 아닌 다

른 것들, 예컨대 음식과 술을 마실 수 있는 식당과 주점만 존재

했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이 경우 근

대 문화와 사상의 찬란함은 필시 훨씬 더 뒤로 미뤄졌을 것이

다.

그렇다면 왜 하필 커피였을까? 여기엔 커피를 한 번만이라

도 마셔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학습효과가 담겨있다. 커

피는 맛과 향을 향유하는 기호품이기 전에 확실히 타인과의 대

화를 윤택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기능적인 면이 있다.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카페인이 가진 이 

고유한 특질이야말로 커피가 인류에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이

다. 그렇다고 커피가 마냥 진지함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살짝 

상승한 기분과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정도의 또렷한 의식과 

함께 어지간한 긴장을 풀어주고도 남는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타인과 얼마나 많은 접촉과 대화를 나

누며 지낼까? 지금처럼 다양한 매체로 연결되지 않았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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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직접 얼굴을 맞대야만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커피 한 잔 마실까요?”라는 진부한 대사는 

멀지 않았던 과거 한때 남녀 간에 오갔던 가장 대표적인 제안

이었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어려운 상대방에게 가장 손쉽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권유이기도 했다. 밥을 함께 먹기에는 아직 

미숙한 관계, 술을 마시기에는 더더욱 미진한 관계에서 커피는 

대화를 제안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

해야 하는 상대방에게도 그야말로 구세주였던 셈이다. 

타인과의 관계와 의사소통에 관한 영화 한 편이 있다. <어바

웃 어 보이>는 요즘 핫한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홀트와 이젠 

중년이 된 휴 그랜트가 주연했던, 2002년에 개봉한 영화다. 영

국 출신 소설가인 닉 혼비의 소설이 원작이다. 닉 혼비는 사회

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대 남자들을 다루는 작가로 

유명하다. 영화는 인간은 섬이라는 한 남자와 인간은 섬이 아

니라고 주장하는 소년의 이야기다. 주인공 윌(휴 그랜트 분)은 

부모님이 물려준 막대한 유산으로 살고 있는 부유한 독신남이

다. 책임질 가족도 없고 경제적으로 부족할 것 없는 윌은 도대

체 왜 여자를 만나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하는지 이

해하지 못하는 남자다.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순간의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 믿기 때문이다. 반면

에 또 다른 주인공 마커스(니콜라스 홀트 분)는 우울증에 시달

리는 싱글맘과 함께 살며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왕따 소년이

다. 둘은 윌이 가벼운 사랑의 상대를 만나기 위해 참석한 싱글

맘 모임에서 만난다. 점차 갈등을 이겨내고 가까워진 두 주인

공이 서로의 삶과 성격, 가치관에 영향을 주면서 따뜻한 결말

로 막을 내리는 영화다. 코믹한 대사가 특히 돋보이는 영화지

만 곳곳에 가슴 뭉클한 장면 또한 적지 않다. 그 중에서 마커스

가 학교 노래자랑에 나가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을 부르는 장면은 가장 손꼽을만하

다. 자신이 돋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순전히 엄마를 위해 야유

를 무릅쓰고 구닥다리 노래를 부르는 마커스를 도와 윌이 무대

에서 함께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비로소 윌은 마커스에게 마음

을 연다. 전혀 다른 환경의 두 주인공은 공통점이라고는 단 한 

개도 없는 관계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서로를 닮아간

다. 이러 과정을 이끄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른 윌이 아니

라 어린 아이 마커스다. 마커스는 자신을 밀어내는 윌에게 끊

임없이 다가가 대화를 시도한다. 

이들이 무대에서 함께 부른 이 노래는 원래 로버타 플랙이 

1973년에 불러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명곡이다. 이 곡으

로 로버타 플랙은 그래미상 수상과 더불어 그래미 명예의 전당

에까지 올랐으니 가히 인생곡이라 할 만하다. 수많은 뮤지션이 

리메이크한 곡으로도 유명하나 그중 재즈 트롬본 연주자 겸 보

컬인 닐스 란드그렌이 연주하고 부른 건 로버타 플랙의 노래만

큼이나 훌륭하다.

  

닐스 란드그렌은 마치 트럼펫 대신 트롬본을 잡은 쳇 베이

커라고나 할까? 그러나 관악기를 부는 연주자이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만 같을 뿐 닐스 란드그렌과 쳇 베이커는 사뭇 느

낌이 다르다. 스웨덴 출신의 닐스 란드그렌은 6살부터 드럼으

로 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해 13살부터는 트롬본으로 클래식

을 공부했고 그룹 아바와 같은 팝스타들과 허비 행콕 등 재즈 

거장들의 음악 작업에 참여한 매우 주목할 만한 경력을 가졌

다. 특히 그가 이끄는 밴드 펑크 유닛은 1994년 앨범 <Live in 

Stockholm>을 기점으로 10여 장의 음반을 발표하며 펑키한 

리듬과 그루브로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 그들의 존재를 뚜렷이 

각인시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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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 베이커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쳇 베이

커가 그의 삶과 음악을 통해 어둡고 우울한 정서를 숨기지 못

했다면 닐스 란드그렌은 그와 정반대의 음악을 추구했기 때문

이다. 조금은 억지스러워 보이지만 영화 <어바웃 어 보이>와 

굳이 연결한다면 쳇 베이커는 타인과의 대화와 소통에 무감각

하거나 배척하는 윌이고, 닐스 란드그렌은 끊임없이 타인에게 

말 걸기를 시도하는 마커스라 할 만하다.

그런 그가 직접 보컬을 담당하며 ‘Killing Me Softly(With 

His Song)’가 담긴 1999년 앨범 <Ballads>를 내놓을 때만 해

도 재즈계에서는 펑키한 리듬에서 잠시 일탈을 시도했구나 하

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단지 호기심에 집어 들

었다가 첫 트랙 ‘You Stole My Heart’를 듣는 순간 탄성을 질

렀고 마지막 11번째 트랙이 끝날 때까지 꼼짝없이 닐스 란드

그렌의 목소리에 빠졌던 기억이 난다. 특히 고즈넉한 그의 목

소리로 듣는 ‘Killing Me Softly(With His Song)’는 로버타 플

렉이 불렀던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준다. 그 후 단 한 번의 

일탈로 끝날 것 같았던 그의 발라드 앨범은 반갑게도 2002년 

<Sentimental Journey(Ballads 2)>라는 타이틀로 발매되었고 

전작 <Ballads>에 못지않은 히트를 기록한다. 그러나 역시 그

의 음악적 본향이 펑키 재즈여서 그랬을까? 말랑말랑한 발라

드 앨범은 이제 그만이라고 확인시키듯 이후로는 같은 식의 앨

범을 좀처럼 발표하지 않다가 거의 십 년 만인 2011년에 드디

어 세 번째 앨범 <The Moon The Stars And You>를, 2014년

에는 그의 통산 네 번째 발라드 음반인 <Eternal Beauty>를 내

놓는다.

 

‘Killing Me Softly(With His Song)’가 수록된 첫 번

째 발라드 앨범과 더불어 2002년에 발매된 두 번째 앨범 

<Sentimental Journey>도 주목할 만하다. 그중에서도 베스트 

트랙은 실연의 아픔을 리얼하게 표현한 두 번째 트랙 ‘Ghost 

In This House’이다. 듣고 있노라면 ‘그래 맞아. 나도 그랬었지’

하며 공감하도록 만든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다는 경고

처럼 말이다. 아무튼, 이제 펑키한 음악을 추구하는 명랑한 닐

스 란드그렌으로 다시 돌아간 걸까? 이후 지금까지 발라드 앨

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영화 <어바웃 어 보이>는 마커스의 나레이션으로 “인간은 섬

이 아니다”라는 명대사를 남기며 끝이 난다. 이 마지막 대사의 

원작자인 17세기 영국 시인 존 던은 진작 다음과 같이 아름다

운 시로 노래했다.

어떤 인간도 그 자체로 전체인 섬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대륙의 한 조각이며, 큰 것의 일부이다.

흙덩어리 하나가 바닷물에 씻겨나가면 

유럽 대륙은 그만큼 작아진다.

그 누구의 죽음도 나를 줄어들게 하나니 

그것은 내가 인류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애도하고자 종이 울리는지 

사람을 보내 묻지 말라.

바로 그대를 위해 울리는 것이기에.

얼마나 멋진 시인가.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이보다 더 아름

다우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한 시는 여태 보지 못했다. 아마도 

인간은 절대 단절된 채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며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맞잡을 수밖에 없는 필연의 존재라는 뜻이리라. 

설령 인간이란 존재가 섬처럼 고독하게 떨어져 있다 한들 섬과 

섬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어지게 마련이다. 철학자 라이프니츠 

역시 아무리 인간의 삶이 창이 없는 단자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서로 부딪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신이 이미 그러한 힘

을 단자 안에 예정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던가. 그 예정

된 힘이야말로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시도되는 대화

와 의사소통 때문에 더욱 자극받으리라 믿는다. 

커피는 상념과 고독을 향유할 때보다 타인과 마주하며 마실 

때 더욱 본질적인 힘을 발휘한다. 또 누군가는 ‘우리는 커피로 

연결돼 있다’고 했다. 존 던의 시처럼 인간은 섬인들, 섬이 아닌

들 상관없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뜻이리라. 그런 의미에서 커

피는 인간과 인간의 대화와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가장 훌륭한 

전령사다.  











BIT SALON

콤플렉스를 커버하는 뿌리 볼륨

뿌리에 볼륨이 살아 있으면 모발이 더욱 풍성해 보이는 것은 물론 두

상과 얼굴형의 단점을 보완해 주며, 그 사람의 분위기가 더욱 돋보입니

다. 머리카락이 볼륨 없이 축 처진 상태라면 두상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

나지만, 뿌리에 힘을 주어 볼륨감을 살려주면 납작하거나 울퉁불퉁한 

두상도 동그랗고 예쁜 형태로 보일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정수리 쪽 볼

륨만 잔뜩 살려놓거나 힘이 없고 쳐지는 모발이라고 해서 무리하여 커

브가 큰 볼륨을 넣으면 어색하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얼굴형과 

두상에 따라 볼륨이 들어가야 하는 위치와 볼륨감의 정도가 다르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자신의 얼굴형에 어울리는 볼륨의 위치를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얼굴형

긴 얼굴형은 정수리에 볼륨이 높게 들어가면 얼굴이 더 길어 보여요. 

사이드 쪽으로 볼륨을 넣으면 긴 얼굴형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큰 얼굴형

큰 얼굴이 콤플렉스인 분들은 전체적으로 볼륨을 살려 모발이 차지

하는 면적을 늘려주세요.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볼살이 많은 

경우, 정수리보다는 사이드에 볼륨감을 넣어주면 볼살이 커버됩니다.

│좁은 이마

이마가 좁은 분들은 이마 끝부터 정수리 아래, 즉 앞쪽의 볼륨을 살려

한 끗 차이로 운명을 달리하는 헤어스타일의 

비밀은 바로 뿌리 볼륨입니다. 희망했던 헤어

스타일과 길이와 컬은 분명히 비슷한데, 전체

적인 느낌이 전혀 다르다면 뿌리 볼륨을 점검

해 보세요.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아름다운 

실루엣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뿌리 볼륨이 아

주 중요한 요소랍니다.

뿌리 볼륨이 살지 않으면 스타일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며, 두상과 얼굴형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난답니다. 특히 여름에는 습기와 땀 때문

에 모발의 볼륨이 푹 죽는 경우가 많아 모발의 

뿌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합니다. 커트 스타일

이나 웨이브의 굵기와 탄력, 헤어 컬러만큼 중

요한 뿌리 볼륨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아이티살롱 센트럴시티점 스타일리스트 환희: 02-534-5852

뿌리볼륨

헤어스타일의 

완성은 뿌리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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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면 얼굴 비율이 안정감 있어 보인답니다. 단, 너무 과한 볼륨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광대뼈가 나온 얼굴형

광대뼈가 나온 얼굴형은 옆머리로 커튼을 치듯 가리는 것보다

는 귀 옆 볼륨을 넣어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

적입니다. 광대 옆 머리카락이 차지하는 부피가 커지면 상대적으

로 광대뼈는 작아 보이고 관자놀이부터 볼까지의 위치에 있는 모

발에 커브를 주면 강한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뿌리 볼륨을 위한 뿌리 펌

뿌리 볼륨을 살리기 위해선 상당한 드라이 스킬과 시간적 여유

가 필요합니다. 아침이 바쁜 직장인들에게 뿌리 드라이는 사치나 

마찬가지지만 뿌리펌을 한다면 간단히 털어 말리기만 해도 충분

히 볼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뿌리펌은 다양한 시술 방법이 있어 

자신의 모질과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답니다.

│롯드를 사용하는 뿌리펌

다양한 굵기의 롯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모발에 탄력 있는 볼

륨을 주기 좋은 방법입니다. 시술 시간이 짧고 유지력이 긴 것이 

장점이며 강한 볼륨감을 원하는 분들께 적합해요. 하지만 모발이 

얇은 분들은 롯드의 크기대로 자국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구르프를 사용하는 뿌리펌

구르프를 사용하는 뿌리펌은 크고 둥근 볼륨감이 장점이기 때

문에 자연스러운 볼륨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해요. 시술 시간이 

짧고 펌 자국 없이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가질 수 있어요. 단, 모질

이 강한 경우에는 펌이 잘 나오지 않으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이롱을 사용하는 뿌리펌

얇은 아이롱을 사용하는 뿌리펌은 개개인의 모발에 맞추어 정

교하게 뿌리 볼륨을 살릴 수 있어요. 헤어 디자이너가 얼굴형과 

두상, 모류의 방향과 곱슬기 등을 고려해 강약을 조절하며 시술

하기 때문에 섬세한 작업이 가능해 가장 완성도가 높습니다. 약 

작업과 아이롱 작업을 따로 하므로 다른 방법과 비교해 시간은 

걸리지만 탄력과 자연스러움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지요. 하지만 

아이롱을 사용하는 뿌리펌은 헤어 디자이너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큰 시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헤어 디자이너를 선택해야 합니다.  

롯드 뿌리펌

구르프 뿌리펌

아이롱 뿌리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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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일본의 겨울 여행하면 홋카이도를 꼽는다. 하지만 여름의 홋

카이도는 겨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뽐낸다. 평균기온 23~25도의 

시원한 바람과 은은한 라벤더 향기, 높고 낮게 흩뿌려진 새하얀 

구름, 눈 앞에 펼쳐지는 전원 풍경은 쌓인 피로를 씻어 내는 힐링 

여행에 더없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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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
최고의 힐링,

홋카이도

테마가 있는 여행·힐링이 되는 여행



»풍부한 자연과 역사 깊은 문화, 맛있는 음식이 있는 도시 삿포로
삿포로는 홋카이도의 중심도시이며,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도쿄나 오사카와는 달리 또 다른 일본을 맛볼 수 

있다. 많은 공원과 광활한 녹지대를 가지고 있으며 바둑판 모양으로 정비된 거리는 일본의 다른 도시와 구별된다. 이 곳 삿포로에는 이

색적인 맥주를 맛볼 수 있는 삿포로 맥주 박물관이 존재한다. 삿포로 맥주 박물관은 1987년 7월에 처음 문을 열었다. 그리고 2004년 12

월,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해 더욱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전시관으로 바뀌었다. 삿포로 맥주의 탄생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발전과정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빨간색 벽돌 건물의 삿포로 맥주 박물관은 구 홋카이도청사와 함께 메이지 시대를 연상시키는 몇 안 

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맥주에 관한 전시뿐만 아니라, 삿포로 맥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테스팅 라운지도 마련돼 있다.

»북해도 최대의 시민공원 오오도리 공원
삿포로 도심의 중심부에 있는 가장 넓은 공원인 오오도리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공원의 동쪽 끝에는 90미

터 높이의 전망대가 있는 TV타워가 있고 서쪽 끝에는 삿포로시 자료관이 있다. 이곳은 축제와 이벤트 장으로 유명하며 6월 중순에는 

요사코소우란 축제, 7월 중순에서 8월에는 여름 축제, 12월과 1월에는 화이트 일루미네이션이 진행된다. 특히 해마다 2월이면 눈 축제

가 개최되며 수백 개의 눈과 얼음 조각으로 공원이 꾸며진다. 공원 내에는 오브제와 분수, 4계절 각기 아름다운 꽃들이 화단을 장식하

고 있으며 관광객들과 삿포로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놀이 공간이 있다.

»붉은 벽돌의 도청 구 홋카이도 청사
일본 정부가 북해도를 개척하려는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어진 청사로 삿포로의 상징과도 같다. 1888년 미국의 매사추세

츠주 의회 의사당을 모델로 약 250개의 붉은 벽돌을 이용해 네오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다. 이후 1988년에 현재 위치에 복원돼 국가가 

지정한 주요 문화재로 지정됐다. 내부에는 장관과 지사의 집무실, 북해도의 역사 문서를 모아 놓은 북해도립문서관과 기념실이 있다. 

특히 아치형 천장 등의 실내 장식은 매우 아름답고 낭만적인 멋이 느껴진다.

1. 삿포로 

2. 오오도리 공원

3. 구 홋카이도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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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도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오타루
삿포로와 더불어 북해도의 관광 도시인 오타루는 운하로 널리 알려진 매력적인 항구도시다. 아름다운 운하의 모습과 함께 오래된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영화 <러브레터>의 배경이 된 곳이다. 삿포로에서 JR하코다케혼센 쾌속으로 약 35분 정도, 차량으로

는 30여 분 떨어진 곳에 있다. 오래되고 개성이 강한 음식점들이 즐비해 있으며 아름다운 오르골 전시장과 화려하고 색다른 유리 공예

품을 한 번에 관람할 수 있어 일본 속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오타루의 상징 오타루 운하
오타루 운하는 1914년에 착공, 9년이 걸려 완공된 오타루의 상징적인 장소다. '하시케'라고 불리는 소형선이 항구에 정박한 본선으

로부터 화물을 옮기는 교통로의 구실을 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현대적인 항구 도크시설이 마련되고 대형선박 화물을 하역하는 

시스템이 개선되자 운하는 원래의 운송 기능을 잃어버려 방치됐다. 1980년대 시민들의 복원 운동에 힘입어 매립되는 위기를 모면하고 

복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며 20세기 초반에 운하를 따라 건설됐던 창고들은 쇼핑점, 박물관, 레스토랑으로 변모했다. 현재 오타루 운하에 

가면 낮에는 가지런히 늘어선 작은 가게들을 볼 수 있고 밤에는 63개의 가스등에 불이 켜져 연인과 함께 운치 있는 산책을 즐길 수 있

다. 운하의 끝에서 끝까지 천천히 걸으면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일본 최대 규모의 오르골 전문점 오타루 오르골당
1912년 건축된 목재 건물로 오타루 시의 역사적 건축물 제17호로 지정돼있다. 오타루 오르골당에서는 호화로운 장식의 오르골부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귀여운 캐릭터오르골까지 약 25,000점에 이르는 오르골을 전시 및 판매하고 있다. 오타루 오르골당 앞에는 기념

사진 촬영지로 유명한 5.5m의 증기 시계가 있다.

4. 오타루 운하 

5. 오르골당



테마가 있는 여행·힐링이 되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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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통 유리공예, 기타이치 가라스 공방 거리
오타루의 특산품으로 유리 제품을 들 수 있다. 영화 <러브레터>에도 등장했으며 오타루 유리공예를 대표하는 기타이치 가라스 공방

은 공정 과정부터 크리스탈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유리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전 세계의 유리 공예품 등 10만 종류가 넘는 유리와 관련된 

제품을 볼 수 있다.

»일본 최고의 온천 도시 노보리베츠
하얀 화산 연기를 내뿜고 있는 지옥 계곡이 있는 곳인 노보리베츠는 일본의 유명한 온천 도시다. 마치 지옥을 상상하면 이곳과 같을 

거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넓은 화산지대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희뿌연 연기를 보면 누구나 그런 상상에 

빠져들 것이다. 주변에는 유황냄새가 자욱하다. 수질이 다양한 온천지로 매년 3,000L 정도의 온천수가 나오고 있어 지옥계곡을 지나 

온천가로 들어갈 수 있다.온천을 제외하고도 골프와 스키, 테니스 운동시설 등 다양한 오락시설을 갖추고 있는 테마파크까지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지다이무라
에도시대에 온 듯한 생생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일본의 전국시대(1477~1573) 말기에서 에도시대(1603~1868)초기에 걸

친 사회, 풍속, 문화를 재현한 테마파크다. 장내에는 역사상의 영웅들을 연극으로 볼 수 있는 극장 및 재미있는 체험관 등이 들어서 있

다.  

하나투어가 함께합니다

6. 지다이무라 

7. 노보리베츠 지옥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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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스윙 시, 다운스윙의 시작에는 참 많은 

속설이 있다. 그중에서 맞는 말은 무엇이고 

틀린 말은 대체 무엇일까. 6월호에서는 ‘다운

스윙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본다. 

다운스윙의

시작은

오른발!

강재원 KPGA 프로(jtbc골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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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스윙을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단순히 손으로 클럽을 휘두르는 현상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골프스윙은 

하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올바른 골프스윙을 위해 하체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일단 골프스윙에 있어 다운스윙의 전환은 오른발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다운스윙의 시작은 왼

쪽 허리를 돌리거나, 왼쪽 하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 골프스윙은 사실 오른쪽 하체를 이용해야 한

다. 올바른 골프스윙의 경우, 백스윙할 때 오른발 허벅지 안쪽으로 본인의 체중이 느껴져야 한다. 그래야 백스윙

의 탑 위치도 어느 정도 올바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체중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다. 오른발 허벅지 안쪽으로 체중이 옮

겨질 것이다. 다운스윙의 시작은 단지 오른발의 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오른발로 옮겨진 본인의 체중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의 체중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체 힘의 경직이 덜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몸이 유연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운스윙의 

비밀이다. 

왼쪽 하체를 이용해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경우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우선 왼쪽 하체로 체중이 옮겨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오직 왼쪽 하체의 힘으로만 다운스윙을 시작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해도 골

프스윙은 가능하다. 하지만 왼쪽 하체에는 생각보다 큰 힘, 즉 체중이 옮겨진 힘이 없기 때문에 왼쪽 하체로만 다운스윙을 시작하면 

힘이 더 필요하고 상체에도 힘이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잠깐 예를 들어보자. 필자는 골프스윙의 원리, 특히 하체를 이용하는 원리는 투수들이 공을 던지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주장

한다. 투수들은 왼발을 들어 올리고 내리면서 공을 던지지만 사실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투수판을 딛고 있는 오른발이

다. 이 오른발이 투수판을 밀면서 체중을 이용한다는 사실은 야구팬이라면 조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골프스윙의 다운

스윙 시작은 외쪽 하체의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른쪽 하체 즉, 본인들의 체중을 이용해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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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왼쪽 하체를 회전하고 돌려야 한다고 생

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손으로만 골프스윙의 다운

스윙을 하는 것보다 하체를 이용해 전환하는 것이 훨

씬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왼쪽 하체를 회전하는 방법

은 옳지 않다. 그 이유는 골프공의 방향성 때문이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골프클럽의 성질대로 각각의 골

프클럽 각도를 직각으로, 골프클럽헤드의 생김새 그

대로 골프공이 맞아야 방향성이 직선으로 나갈 확률

이 높다. 그러나 왼쪽 하체를 회전하면 다운스윙이 끄

는 골프클럽헤드가 회전하면서 내려온다. 그러면 골

프공을 맞는 지점인 임팩트 구간에서 골프공이 회전하

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골프공의 임팩트 지점에서 골

프클럽헤드와 골프공이 직각으로 맞기 어려워진다. 이

는 골프공을 직선으로 보내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골프공이 좌우 회전을 하면서 임팩트가 이루

어지면 골프공의 방향성은 직선의 형태가 아닌 좌우로 

회전하는 형태로, 즉 휘어져 나간다. 슬라이스 또는 훅

의 골프공의 구질이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 골프스윙이라는 것은 비거리, 공의 컨택, 방향

성 등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방향성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 골프공이 골프클럽을 맞는 부분, 즉 임팩

트 구간에 있어서 최대한 직선의 궤도를 이뤄야 직진

성을 띠는 방향으로 골프공이 컨트롤된다. 하지만 하

체 회전이 강조되면 골프클럽헤드에도 역시 회전이 반

영되므로 방향성을 컨트롤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진

다. 그래서 필자는 하체 회전을 강조하는 이론을 싫어

한다. 하체는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체중을 왼

쪽으로 밀어내는 개념에 더 가까워야 한다. 

물론 골프스윙에 있어서 보여지는 부분으로 해석하

면 회전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몸은 스스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클럽에 의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하체의 회전을 강조하다 보면 특히 경사가 있는 위

치에서는 골프공의 컨택조차 어려워진다. 골프공이 자

신의 몸보다 위에 있을 때, 하체가 내리막 위치에 있을 

때 하체의 회전을 강조하다 보면 내리막 경사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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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치게 된다. 이는 골프공이 맞지 않는 경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하체의 회전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다. 이제 다운스윙의 전

환은 왼쪽 하체가 아닌 오른쪽 하체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조금 더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오른쪽 하체는 체중을 이용해 왼쪽으로, 약간의 슬라이드 느낌으로 밀어야 한다. 이렇게 체중을 이용해 슬

라이드 느낌으로 하체를 밀면서 본인의 골반 각도를 백스윙의 탑 위치로 유지한 채 다운스윙을 해야 한다.  

백스윙의 탑 위치는 사람마다 각도가 약간 다르지만 대개 130~140도의 골반 각도를 이룬다. 다운스윙을 할 때도 역시 골반의 각도

가 130~140도의 기울기로 유지돼야 한다. 이는 사실 어드레스할 때의 골반 각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골반의 각도는 어드레스의 연장

선이라고 이해하면서, 오른쪽 하체를 슬라이드 느낌으로 이용한다면 올바른 다운스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손을 이용하기가 더 쉽다고 느낀다. 하지만 힘의 원리로 하체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눈앞의 편해 보이는 

손을 이용하기보다는 하체를 적절히 사용해 더 많은 것(비거리, 유연함, 부상 방지, 방향성, 컨택 등)을 얻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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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교향악단이 한국전쟁 68주년을 맞아 6.25 전쟁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한 벤자민 브리튼의 <전쟁 레퀴엠>을 오는 6월 30일 선보

인다. 이번 공연은 KBS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요엘 레비가 지휘봉을 잡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성악가 소프라노 이명주, 테너 

강요셉, 바리톤 사무엘 윤과 성인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출연한다.

브리튼의 <전쟁 레퀴엠>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11월 독일군의 런던 공습으로 파괴된 코벤트리 대성당의 재건을 기념

하기 위해 1962년 제작된 곡으로 모두 6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전적인 진혼미사곡의 순서와 형식에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내용

은 적극적이며 현대적인 양상을 띤다. 라틴어로 된 전통적인 레퀴엠 가사와 1차 세계대전에 종군했다가 25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청년 시인 윌프레드 오웬의 시를 함께 텍스트로 삼아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 참전국 간 화합을 상징하기 위해 영국의 

테너, 독일의 바리톤, 소련의 소프라노 가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작곡했다. 곡은 어둡고도 엄숙한 분위기의 관현악으로 시

작해 절정을 지나 마지막으로 향한다. 종소리가 울리고 전사자들의 장송 행렬을 애도하는 가운데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평화와 화

합을 위한 찬송가가 울려 퍼지며 마무리된다. 총알이 나가는 소리, 총신이 부딪치는 소리, 신호 나팔 소리 등 전장의 장면을 음악으로 

묘사해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한다.

전쟁으로 희생된 자의 영혼을 달래는 진혼곡의 성격을 넘어 전쟁의 폭력성을 경고하고 세계평화와 화합을 도모한다.

죽은 이를 위한 곡, 레퀴엠 

<레퀴엠>은 죽은 이를 기리고 추모하는 가톨릭의 엄격한 제식 음악이다, 하지만 벤자민 브리튼은 더욱 적극적인 메시지를 넣어 인

류평화와 전쟁 없는 세계의 이상향을 노래했다. 3명의 독창자와 혼성합창,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오르간이 총동원되는 장대한 구성에 

연주시간만 한 시간 반 가까이에 이르는 대곡이다. 무겁게 가라앉은 음악은 전쟁의 참상과 스러져간 이들에 대한 추모의 상념을 담았

고 울려 퍼지는 어린이들의 찬송가는 전쟁 없는 세상에 대한 끝없는 희구의 마음을 느끼게 한다.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기간  2018년 6월 30일(토)

시간  토요일 오후 8시

가격 R석 9만 원/S석 7만 원/A석 5만 원/B석 3만 원/C석 2만 원

문의 02-580-1300

평 화 를  향 한  인 류 의  노 래

<KBS교향악단 제731회 정기연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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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많은 주목을 받았던 <Geekly Land:이상한 나라의 괴짜들>에 이은 두 번째 릴레이 전시 <이상한 나라의 괴짜들:Geek 

Zone>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는 관람객이 자신에게 내재된 ‘괴짜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전시장 곳곳의 미장센을 통해 괴

짜성 탐색의 기회를 만들었다. 전시 작품과 작품들이 설치된 환경, 기구와 장치 등을 통해 전시 주제인 이 시대의 괴짜성에 대해 공감

하고 각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 배경에 따른 각각의 괴짜성을 찾는 신선한 경험을 선사한다. 두 번째는 31명의 젊

은 작가들의 500여 점에 이르는 회화,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조각, 설치 미디어 등 현대 미술 매체를 총 망라하는 작품들을 선보이는 

것이다. 미술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설치 기구와 행위들을 포함해 한국 현대 미술의 깊이와 다양성을 소개한다. 

참여 작가들의 ‘괴짜성’ 넘치는 현대미술

이번 전시에는 서른한 명의 다양한 젊은 작가들이 참여했다. 개성 넘치는 작가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트렌드를 넘어선 톡톡 튀는 발상의 작품들은 ‘젊음’을 내세우며 무한한 상상을 펼치게 만든다. 

특히 이번 전시는 4층과 5층으로 이루어졌는데, 4층은 The evolution of Geeks:괴짜들의 혁명, 5층은 Geek actually:괴짜들의 오

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4층은 진화를 꿈꾸며 미래를 상상하는 괴짜들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괴짜들이 상상하는 미래로 떠나볼 수 

있다. 5층은 치열하게 현재를 살아가며 끊임없이 사회에 의문을 던지는 이 시대 진정한 괴짜들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괴짜들이 호기

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상한 나라’로 떠나본다.

전시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

전시와 연계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콜라주 놀이, Home Sweet Home. 내가 괴짜가 된다면? 등으로 짜인 프로그

램은 어린이의 창의력과 미적 감수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미술, 사회, 과학 등 여러 교과를 융합한 교육이 가능하다. Home Sweet 

Home과 내가 괴짜가 된다면?은 연령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어 전시회를 둘러본 뒤 동심으로 돌아가 볼 수 있다.  

우리에게 내재된 ‘괴짜성’을 탐색하는 시간

<이상한 나라의 괴짜들:Geek Zone>

장소  K현대미술관
기간  2018년 7월 8일(일)까지
시간  화요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가격  성인 1만5천 원/청소년 1만2천 원/초등학생 1만 원/미취학아동(24개월 이상) 8천 원
문의  02-213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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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배우들의 ‘꿈의 공연’으로 꼽히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한국어 버전 

개막 10주년을 맞아 환상적인 캐스팅 라인업으로 한국 관객을 찾는다. <노트르담 드 파

리>는 1998년 프랑스 초연 이후 전 세계 1,200만 명 이상이 관람한 프랑스 뮤지컬의 전

설로 일컬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6년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기록하며 흥

행 신기원을 세운 바 있다. 세기의 명작 소설을 원작으로 한 만큼 탄탄한 스토리와 수려

한 멜로디의 51개 곡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황홀하게 사로잡는다. 

완벽한 신·구 조화 캐스팅!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선보이는 꼽추 종지기 ‘콰지모도’역에

는 배우 케이윌과 윤형렬이 캐스팅됐다. 두 배우만의 깊은 감성으로 애절한 사랑을 마

음에 품은 ‘콰지모도’를 표현한다. 치명적인 아름다움과 순수한 영혼을 동시에 지닌 집

시 여인 ‘에스메랄다’역에는 윤공주, 차지연, 유지가 열연을 펼친다.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화자이자 파리의 음유시인 ‘그랭구와르’역에는 마이클리와 정동하가 캐스팅됐다. 

‘에스메랄다’를 본 후 욕망에 휩싸여 파국으로 치닫는 ‘프롤로’역에는 탄탄한 연기력과 

안정된 가창력을 갖춘 민영기와 최민철이 출연한다. 케이윌, 윤형렬, 윤공주, 마이클리, 

정동하, 민영기, 최민철 등을 필두로 차지연, 유지, 고은성, 장지후 등 뉴 캐스트들의 합

류로 완벽한 하모니를 선보이는 이번 시즌은 최고의 가창력으로 뭉친 배우들이 잊지 못

할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시놉시스

성당 앞 광장에 모여 사는 집시들, 그곳에 아름다운 여인 에스메랄다가 산다. 에스메

랄다의 모습을 우연히 본 프롤로는 그녀를 향한 욕망에 휩싸이고 페뷔스는 약혼녀를 두

고 에스메랄다와 사랑에 빠진다. 그 후, 에스메랄다를 향한 안타까운 사랑과 집착, 욕망 

등 한 여인에 대한 이들의 엇갈린 감정은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데….

한국어 버전 개막 10주년 화려한 캐스팅!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기간 2018년 6월 8일(금)~8월 5일(일)까지

시간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8시/수요일 오후 3시, 8시/토요일 오후 3시, 7시/일요일 오후 2시, 6시

가격 VIP석 14만 원/R석 12만 원/S석 9만 원/A석 6만 원

문의 02-541-6236 유지

윤공주

차지연

윤형렬

케이윌



서울시의사회가 일본 보험 의사들과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시스템’ 등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과 임익강 부회장, 채설아 재무이사는 5월 4일 오전 8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을 예방한 일본 전국보

험의단체연합회 방문단(단장·혼다 고야 이하·보단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멀리서 서울시의사회를 찾아온 보단련 여러분을 환영하며 한국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

면 얼마든지 도움을 드리고 싶다”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및 현황 등을 소개했다.

혼다 고야 방문단장(내과 의사)은 우선 현재 한국 의사들이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에 관해 물었고 이에 박 회장은 “정부가 모

든 비급여 진료비를 한꺼번에 전면 급여화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예비급여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

하려 하며, 원가의 60∼70%에 불과한 저수가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충분한 재정 투입 없이 건보 보장성만 높이려 한다면 그 희생은 의사들이 치를 수밖에 없다”며 “환자들도 제때 필

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빠른 재정 고갈로 급격히 증가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익강 부회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대한 일본 의사들의 질문에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는 상업용으로 제공

서울시의사회, 일본 의사단체 방문단 접견

서울시의사회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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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지만, 제약회사나 보험회사 등이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요청하면 가능하다”

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자본력에 의해 민감한 개인의 질병정보가 유출되고 자료의 

가공을 통해 다른 불온한 목적으로 쓰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설아 이사는 유창한 일본어로 직접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심사·지

급 절차에 관해 설명했고 이에 일본 의사들은 한국의 심사체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

씬 더 복잡하며 엄격해 진료비 삭감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의료기관 행정력 손실

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혼다 고야 단장은 “국민들이 ‘건보 보장성 강화'의 심각성에 대해 아직 확실히 인식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오늘 방문에 환대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일본에서 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준 회장은 “급진적 건보 보장성 강화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의사회의 역할이며 이는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라면서 “저희도 다음에는 일본 본토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일본 보단련 방문단 측에서는 혼다 고야 단장과 구로키 마사야 상임

이사(치과의사), 구도 미쓰테루 사무국장, 츠루도메 가즈히코 나가사키현 보험의협

회 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했다.   
배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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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의료영어

A patient visits a pulmonologist because of her 

frequent stridor. She was right as rain but all of 

a sudden, she felt stuffed up and had shortness of 

breath. The doctor suspects that she has asthma 

and informs her that there are 2 types of asthma; 

allergic and non-allergic. Exposure to allergens 

such as pet dander, dust mites, or pollen could be 

the main cause for allergic asthma. On the other 

hand, Irritants from air pollution and smoking 

are the cause for non-allergic asthma. The  doctor 

will perform spirometry and if it is positive that 

she has asthma, then he will provide her with an 

inhaler in case of asthma flare-ups.  

환자는 천명으로 인해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방문합니다. 

그녀는 아주 건강했지만, 갑자기 코가 막혔고 숨이 찼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천식이 있다고 의심하고 그녀에게 알레르기

성과 비 알레르기성 천식에 대해 알려줍니다. 애완동물의 비

듬, 집먼지진드기 또는 꽃가루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항원들

에 노출되는 것이 알레르기성 천식의 요인입니다. 이와 달리 

공해와 흡연에서 나오는 자극물에 노출되는 것은 비 알레르

기성 천식의 요인입니다. 의사는 폐활량 측정을 하고 만약 그

녀가 천식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천식 발작에 대비해 그녀

에게 흡입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Pulmonology는 호흡기내과를 뜻하며 ‘폐’의 뜻을 가진 접두

사인 ‘Pulmon’과 ‘학문’을 뜻하는 접미사 ‘-ology’가 함께 사용

된 단어입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Pulmonologist라고 표현

할 수 있으며 Respiratory system(호흡기관)의 질환을 진료하

고 연구합니다. 

■Stridor은 천명이라는 뜻으로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를 표현

하는 의학용어 입니다. 일상적으로는 Wheezing sound in the 

ches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Right as rain은 아주 건강한 이라는 뜻을 지닌 숙어로 일상생

활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주로 질병에 시달리다가 완벽하

게 회복된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Stuffed up은 코가 막힌 이라는 뜻으로 비슷한 표현으로는 

have a stuffy nose가 있습니다. 

■Shortness of breath는 숨이 차거나 숨이 가쁜 상태를 묘사하

는 표현입니다. 유의어로는 숨을 헐떡거리다 라는 표현의 pant나 

out of breath가 있습니다.

■Asthma는 천식이라는 뜻으로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약 

2,400만 명의 천식 환자가 존재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7.4%를 차

지하는 발병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Allergen은 알레르겐 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을 표현

의료분야가 국제화됨에 따라 의료인들의 전문화 된 영어구

사 능력이 요구된다. 실제 진료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

문 의료 영어회화 중에서 오늘은 호흡기내과에 관한 영어표

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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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be two types of asthma.

자, 그럼 환자분의 폐활량 측정과 다른 검사를 하기 전에 두 종류의 

천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죠.

Doctor : Firstly, the allergic asthma. It is caused by allergens 

such as pet dander, dust mites, or pollen.

먼저 알레르기성 천식입니다. 알레르기성 천식은 애완동물의 비

듬, 집먼지진드기 또는 꽃가루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항원들이 요

인인 천식입니다.

Doctor : Then, there is the non-allergic asthma, which is 

caused by irritation from air pollution or smoking.

그리고 비 알레르기성 천식이 있는데 공해나 흡연 중 발생하는 자

극물이 원인이 되는 천식이죠.

Patient : Well, I don’t have a pet, my house is definitely 

clean, and I love flower,  so I’ll bet it’s not the allergic one.

저는 애완동물도 없고 집은 당연히 깨끗하고 꽃을 좋아하기 때문

에 알레르기성이 아닌 건 확실할 겁니다.

Doctor : You never know what triggers your asthma. We 

can wait until the test result comes out.

무엇이 환자분의 천식을 유발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죠.

Doctor : If ever you are diagnosed with asthma, regardless 

of the type, you should always carry your inhaler.

만약 환자분이 천식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오면 종류와 상관없이 

항상 흡입기를 휴대하셔야 합니다.

Patient : Why? It would be really inconvenient for me. 

왜죠? 엄청 불편할 거 같은데요.

Doctor : If you wish to fall victim to an asthma attack, then 

you may do whatever you wish to do. If not, please follow 

my instructions.

만약 환자분이 천식 발작의 희생양이 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세

요. 그렇지 않다면 제 지시를 잘 따라주세요.

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그 종류에는 pet dander(애완동물의 

비듬), dust mite(집먼지진드기), pollen(꽃가루)등이 있습니다.

■Irritant는 자극물이라는 뜻으로 주로 호흡기나 피부를 자극하

는 물질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Spirometry는 폐활량 측정을 뜻하는 의학적인 표현으로 일

상적으로는 Lung function test 또는 Lung capacity test가 있

습니다. 

■Inhaler는 흡입기라는 뜻으로 주로 천식 환자들이 많이 사용합

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puffer이 있습니다.

■Asthma flare-up은 천식 발작의 뜻으로 천식으로 인한 급작

스러운 호흡곤란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Asthma attack이 있으며 일상적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Conversation

Doctor : Good Morning. What can I help you with?

좋은 아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Patient : I’ve got this wheezing sound in my chest. It happens 

every time. 

제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항상 소리가 나요.

Doctor : That is what we call a stridor, and it is a common 

symptom for asthma. 

그것은 천명이라고 하며 천식의 보편적인 증상입니다.

Patient : I’ve always been right as rain for my entire life, but 

suddenly, I felt stuffed up and had breathing problems.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건강했는데 갑자기 코가 막혔고 숨 쉬

는 데 문제가 생겼어요. 

Doctor : Well, asthma does not come to you as planned. It 

comes to you in the most unexpected times.

천식은 계획대로 찾아오는 질병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 마련이죠.

Doctor : So, before I run some spirometry and other test on 

you, which examines the function of your lungs, I will brie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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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의사 6월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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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6월 22일(금)까지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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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