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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의사들의
 나라 사랑,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Seoul Medical Association Medical Corps
의료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 유지를 돕고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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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및 노약자를 위한 무료진료 및 이동진료를 시행하여 

그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무료진료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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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계좌｜신한은행 100-020-035444   예금주: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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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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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리

최재민 / 박정혜

인 쇄 (주)갑우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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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만

빈 들판 위를 지나

저 멀리 잔뜩 찌푸린 서쪽 하늘로

점, 점, 점, 점 ------

아득히, 그러나 일사불란하게

멀어져 가는 

새들

뒤이어 어스름이 몰려오고

앙상한 뼈대마저 어둠에 잠겨버리는 

겨울나무들

이(齒)가 하얗게 시리고

눈(眼)은 맑아지고

밤 깊도록 성근 눈발이 흩날리면

어둠 속에서

잔별처럼 잠시 반짝이는 기억의 무게는 얼마나 가벼운가

바람처럼 이곳저곳을 서성이는

주영만(周永萬), 내과 전문의

1991년 문학사상 신인상으로 등단

2001년 시집 <노랑나비, 베란다 창틀에 앉다>(시와시학사)

＊<서울의사>는 매달 한국의사시인회 선생님들의 시를 소개합니다. 

QR 코드를 찍으면 

시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8   SEOUL DOCTOR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앞으로도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년 전 재선에 성공한 박인숙 의원은 본

지와의 인터뷰에서 ‘거창하고 멋있기보

단 소신껏, 양심껏 실천으로 보답하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7년 동안 그가 발

의한 수많은 법안과 행보가 위의 한 문장

을 증명한다. 소아심장학계 대모에서 의

사 출신 여성 정치인으로서 독보적인 입

지를 다진 박 의원. 그는 여전히 꾸밈없는 

솔직함과 뚝심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월간 <서울의사>는 현역 정치인들과 만남을 통해 

정치색을 떠나 각자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자 한다. 건강하게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서울시

의사회와의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함께 갑시다



JUNE   9

어지러운 여·야 간 대립, 송구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 다하겠다

박 의원은 ‘여·야 간 대립으로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송구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말문을 연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처럼 국회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을 병행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안 한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간혹 열심히 일하지 않는 의원

님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항상 바쁘죠. (웃음)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멈추는 건 아닙니다.”

정치 입문 당시 ‘의사 출신’이라는 편견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이제는 확실한 전문성을 토대로 굳건히 자리 잡은 박 의원. 그는 기본

적으로 매달 서너건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4월에는 국내 환자혈액관리의 효과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와 북한인권 관련 

영화상영회, 원전 관련 지역 토론회와 국회 바이오경제포럼… 총 4건의 토론회를 치렀다. 5월에는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산업 관련 토론

회 2건, 6월에는 국회 바이오경제포럼, 안보 관련 정책 지역 토론회, 의사면허관리제도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7월에도 

이미 2~3건의 정책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몇 개의 토론회 준비와 진행만으로도 일정이 빡빡하지만 박 의원은 법안 발의를 제일 열심

히 하는 의원 중 하나다.  

“이미 법안이 준비돼 다른 의원님들의 공동 발의를 요청 중인 것만 15건입니다. 19대 국회에서 140건, 재선 이후에도 이미 120건 이

상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역구나 국회에서 다양한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듣고, 이를 상임위에서 정부에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

거나 법안을 통해 개선책을 만드는 일을 상시로 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국회의 공식 회의 일정이 없다 보니,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시간을 더 할애하는 상황이다. 

“때때로 ‘국회의원들이 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조금 억울합니다. 하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멈춰버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당연

한 답답함과 한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마음을 품고 더 열심히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몇 안 되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 

확실한 전문성으로 국민 위해 일할 것 

소아심장학계 대모이자 서울아산병원 교수로 23년간 재직했던 박 의원. 그는 진료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활동했다. 특히 국회의원 

당선 후에는 지역 사정에 밝은 송파구 토박이로서 실타래처럼 얽힌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쏟았다. 또 의료전문가 국회의원으로서 의

잠실4동 파크리오 2경로당 방문 문화재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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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계 현장을 대표하겠다는 나름의 사명감을 품고 일했다. 이제 7

년 차 국회의원인 그는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성과를 꼽았

다. 

“2016년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병원 내 

집단 C형간염 발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C형간염을 전수 감시

로 전환했죠. 항생제 사용량이 많아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국

내 현실을 반영해,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

습니다. 2016년 11월에 통과된 법안이죠.”

그리고 지난 4월 초 통과된 ‘임세원법’을 꼽았다. 박 의원은 故 

임세원 교수의 사건은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

로서, 그저 한 사람으로서 무척 가슴 아팠다고 털어놓았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폭행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병원에 보안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몇 명의 의원님들의 법안들과 함께 대안 

반영돼 통과됐죠.” 

이어 그는 향후 중점적인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밝혔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보건복지위

원회처럼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많은 곳이죠. 문화복지

에 있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를 꼼꼼히 챙기고자 

합니다. 또한 분야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합리적

인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박 의원은 ‘아무래도 출신(의사)은 못 속이겠다’고 웃으며, 

최근 장애예술인 복지지원과 도박중독 분야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예술인의 경우 체육 분야와는 달리, 특화된 별도의 지원

을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복지법」 상 취약예술

계층 복지지원 항목에 장애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

함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을 앞두고 있죠.” 

무엇보다 지역구인 송파구의 풍납토성과 관련된 보상 및 주민

지원대책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박 의원. 이밖에도 송파구는 올

림픽공원을 비롯한 체육시설들이 많은 지역이라, 그가 소속된 상

임위와 관련된 현안이 많다고 덧붙인다. 

“지역구 현안은 물론, 몇 안 되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

료분야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에 대해 꾸준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다 

아울러 정치에 더욱 관심 가져주시길 

박 의원은 <서울의사> 지면을 통해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최근 의사들을 일종의 특권층으로 규정

해,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붙일 때가 있다고 

지적한다. 소수의 부도덕한 의사를 기준으로 의사 전체를 판단해 

가슴 아프다고도 털어놓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의료 현장

에서 일하시는 서울시의사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

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덧붙여 그는 현행 법제도와 정치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물론, 의사분들께서 현행 법제도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평생 몸담았던 병원을 떠나 정치권에 입성

하니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의료계에

서 일어나는 일들을 민원이나 면담 등을 통해 듣게 되는데요. 생

각보다 많은 의사분들이 순수하게 환자를 진료하는 일에만 몰두

하다가, 현행법이나 제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억울한 불이익

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선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박 의원은 고백한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간 단계인 의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한다. 

송파구 자원봉사자 대축제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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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정치는 생각보다 훨씬, 개인의 삶에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정

부나 국회에서 논의 및 결정되는 작은 사안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심 갖고 의료현

장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자주 내면 변화가 일

어날 것입니다. 부디 정부 정책과 국회의 논의과정에 더욱 적극

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정치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전한다 

Do Your Best, Pray For The Best!

국회의원마다 전문 분야가 달라 현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고 박 의원은 날카롭게 꼬집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라도 현

장 상황 인식이 부족할 때가 더러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군

다나 국회는 여론에 민감해,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보다 여론을 

따르는 경우가 생기도 한단다.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하면 

무리한 입법이 진행되고, 실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이 탄생

하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그는 우려한다. 

“해당 분야 현장 경험이 있는 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사

실 의사 출신 의원님들의 수가 워낙 적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분야라 현장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향후 많은 후배들께서 국회에 입성해주시

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의원은 정치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

는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Do your Best, Pray for the best’를 기

억하라고 말한다. 

“또 한 가지, ‘T자형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

는 다른 분야의 지식을 고루 아는 것이고, ‘│’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다

양한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죠. 다방면의 지식과 

종합적인 사고력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정권 교체, 3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 

박 의원은 ‘정권 교체’와 ‘3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세 가

지 향후 목표로 꼽았다. 7년을 달렸지만 해결 못 한 일이 있기 때

문. 그는 다시 신발 끈을 바짝 묶고 지역구 주민을 위해, 야당 소

속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당으로 인정받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안을 만들며 정책제안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발의한 모든 법안

이 통과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지만 ①중환자의료에 대한 국

가차원의 계획수립과 지원방안을 담은 제정법인 「중환자 의료에 

관한 법률안」, ②국민청력보건의 국가차원 관리를 규정한 제정

법 「청력보건법」, ③장애인 정신건강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장

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꼭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의원은 워커홀릭이라 할 만큼 맡은 일에 몰두 중이다.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소신이 그 원동력이다. 늘 ‘이게 

최선인가?’라고 자신에게 묻는다는 박 의원. 꽤 진지한 이야기가 

지속되자, 그는 개인적인 소소한 꿈을 고백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80세쯤 피아노 연주회를 열고 싶어요. 쿠바의 디바 오마라 포

르투온도가 89세의 나이로 내한공연을 왔더군요. 그 뉴스를 보

고 ‘아, 저거다!’ 싶었습니다. 사실 8월 25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선

천성 심장병 아이 돕기의 일환으로 아산오케스트라 공연을 해요. 

저는 모차르트의 아주 쉬운 곡을 선택해, 피아노 공연을 준비 중

입니다. (웃음)”

자신의 분야에 대해 프로페셔널함을 드러내던 박 의원이 친근

한 웃음을 터트린다. 핵심을 짚으며 눈앞에 놓인 현안에 대해 고

민하는 국회의원 박인숙이 아닌 인간 박인숙을 마주한 순간이다. 

그는 세 가지 향후 목표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항상 바쁘게 현장

을 누빌 것이다. 그 건강한 행보를 응원한다.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하나씩 찾아가길 바랍니다”

김맹호 원장은 자신을 ‘술꾼’이라 서슴없이 칭한다. 평소 그가 즐긴다는 중국의 술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누다 보니 단순한 술꾼, 애주가보다는 전문가의 면모가 풍긴다. 술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향기롭고 풍부하다’는 김맹호 원장과 유쾌하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 

서 울 의 사

김맹호 구로현대의원 원장 

낭만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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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를 찍으면 

낭만닥터의 음성 인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중국 술, 평생을 마셔도 다 못 마실 걸요?

중국의 긴 역사와 함께 해왔으니까요” 

김 원장은 중국 술, 즉 백주(白酒, 중국어로는 ‘바이주’라고 

한다)를 즐긴다. 즐기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백주 전문가다. 과

거 소주나 맥주, 와인, 위스키 등을 즐기던 그가 백주의 세계에 

발을 들인 건 우연한 계기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선물이라도 사갈까 싶어 근처(대림동) 

백주 판매점에서 2병 정도 구입한 후 마셨는데, 맛도 반응도 좋

더라고요. 그 길로 동호회에 가입해 백주의 맛을 알아갔어요. 

또 의사들 특유의 직업병이랄까. 무엇이든 체계적으로 분석하

는 성향이 있잖아요? 먹다 보니 저절로 백주를 분석하며 공부

하게 되더군요. (웃음)”

중국의 긴 역사와 백주는 맥락을 같이했다. 대륙의 스케일을 

증명하듯 주창(酒厂, 백주 제조 회사)만 해도 8천여 곳이 넘는

다. 평생 모든 백주를 다 맛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 종류와 

맛이 천차만별인 백주를 김 원장은 끝없이 알아가고자 한다. 

실제로 그의 진료실 뒤에 자리한 작은 방에는 시중에서 판매하

지 않는 원주(原酒, 어떤 것도 혼합되지 않은 증류 원액)와 다

양한 백주들이 보관돼 있다. 

“원주의 경우, 동호회 회원 중에 판매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이 가끔 ‘맛 보라’며 주시죠. 백주를 잘 아는 사람 몇 명만이 맛

볼 수 있어요. 저는 술을 모으진 않아요. 단지 술을 평가하기 위

한 비교시음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종종 약속 장소에 갈 때 

한 병씩 가져가기도 하지만요. 하하!”

김 원장은 원주의 향을 맡아볼 수 있도록 흔쾌히 뚜껑을 열

어 건넨다. 향긋한 과일 향이 퍼진다. 술의 향이 이토록 기분 좋

을 수 있다니, 기자의 반응에 김 원장은 백주의 향은 크게 4가

지로 분류된다고 설명한다. 이어 그는 백주에 대해 막간 강의

를 시작했다. 

“풍부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백주,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중국 17대 명주부터 시작해보세요!”

주변 혹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맥주, 와인, 위스키 고수들은 

많이 접하지만, 백주 고수는 드물다. 아마 평상시 중국 술을 쉽

게 구할 수 없고, 도수가 높다는 인식 때문에 접근이 어렵기 때

백주, 와인이나 위스키보다 훨씬 저렴하게 

풍부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김 원장이 오로지 ‘마시기 위해’ 오랜 시간 걸쳐서 모은 술들로, 수집이 아닌 
평가용 비교 시음을 위함이다.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원주(原酒)도 있다. 
최근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술값이 많이 오르는 추세라 미리 몇 병 사두기도 
했다고 김 원장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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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 터. 하지만 김 원장은 알기 시작하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와인이나 위스키보다 훨씬 저렴하게 백주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한다. 

“술은 발효주와 증류주로 나뉘는데, 원나라 몽골족에 의해 전

해진 증류법과 중국 고유의 증류법이 합쳐져 탄생한 게 백주입니

다. 보통 3대 바이주는 모태(茅台, 마오타이), 오량액(五粮液), 수

정방(水井坊)으로 알려졌는데, 잘못된 사실이에요. 아마 면세점

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맛도 좋기 때문에 그럴 거에요. 3대 바이

주는 ‘모오검’이라고 해서 모태, 오량액, 검남춘(劍南春)을 일컬

어요. 수정방은 1998년 사천성 성 도시에서 발견된 유적의 거리 

이름을 따서 만든 술로, 역사가 짧아 명주의 반열에 들기엔 무리

가 있죠.” 

생소한 백주의 세계에 거듭 질문이 이어지자, 김 원장은 중국

의 17대 명주에 대해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명주라 함은, 과거 다섯 차례 시행했

던 전국평주회(全国评酒会, 술을 품평하는 회의)에서 한 번이라

도 금장(1등)을 수상했던 술을 뜻해요. 이는 국가적인 행사죠. 여

기서 금장을 받은 17개의 술을 중국의 명주로 선정, 관리하고 있

죠.” 

1952년 제1계 평주회(一届 评酒会, 1계는 우리말로 1차를 뜻

한다)에서는 모태, 분주, 노주노교, 서봉주가 4대 명주로, 1963년 

제2계 평주회에서는 오량액, 고정공주, 노주노교, 전흥대곡, 모

태, 서봉, 분주, 동주가 8대 명주로, 1979년 제3계 평주회에서는 

모태, 분, 오량액, 검남춘, 고정공주, 양하대곡, 동주, 노주노교(2

회와 다른 점은 서봉주, 전흥대곡이 빠지고 검남춘과 양하대곡이 

포함됐다)가 10대 명주로 선정됐다. 이어 1984년 4계 평주회에

서 황학루주, 쌍구대곡, 랑주가 추가돼 13대 명주로, 1989년 5계 

평주회에서 보풍주, 무릉주, 송하량액, 타패주를 포함해 17개의 

중국의 국가 명주가 탄생했다고 김 원장은 설명한다. 

“백주를 좀 마셔본 분이라면 17대 명주를 먼저 섭렵하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 중국의 22개 성과 5개의 자치구의 명주를 찾아 

마시는 것이 좋겠네요.”

“백주를 접해본 적 없는 초보자라면 

중국집이나 면세점에 가보는 걸 추천해요”

백주를 접해보지 않았다면 17대 명주는 의미 없다고 김 원장은 

말한다. 그렇다면 백주에 대해 알고자 하는 초보자는 어떻게 접

근하는 게 좋을까. 김 원장은 명쾌하게 ‘중국집이나 면세점으로 

가라’고 조언한다. 

“소위 빼갈이라고 하죠? 중국집에서 연태고량주나 이과두주를 

맛보고 자신의 취향에 맞다면 하나씩 시작해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백주를 만나고자 한다면 면세점에 가보세요. 면세점에는 마

오타이, 오량액, 수정방 전장, 분주청와 30년, 봉향경전 30년 같

은 최고의 술들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술이기도 하고, 선물

용으로도 좋아요.”

면세점에 갈 수 없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연태고량과 이과

두주로 제한된다. 이에 김 원장은 대림동의 중국 술 판매점을 추

천한다. 훨씬 다양한 술을 구입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김 원장은 중국 주창 투어 여행을 즐긴다. 올해는 2번의 중국 주창 여행을 계획 중이다. 

낭만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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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술에는 향형이 있는데, 크게 4가지 향형으로 나뉘어요. 

우선 장향은 간장향과 비슷해요. 농향은 연태고량주처럼 단맛이 

강한 과일향이 특징이죠. 청향은 알코올이 훌훌 날아가는 느낌이

랄까. 이과두주를 떠올리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미향은 사케와 

비슷하지만 확연히 달라요. 이를 기준으로 각자의 취향에 맞게 

백주를 선택해보면 좋을 겁니다.” 

김 원장은 농향으로는 량아태 중화공, 장향으로는 습주, 청향

으로눈 분주를 꼽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향으로 수입되는 품

목은 없다. 아쉬운 대로 장향과 농향이 섞인 겸향의 백년지존과 

같은 술들이 있으니, 연태고량주나 이과두주와 확연히 다른 맛과 

향을 느껴보라고 전한다.

“<서울의사>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백주를 말씀드릴까 해

요. 농향으로는 랑패원장1호(郎牌原浆一号), 장향으로는 귀주진

주에서 나온 진주8년(贵州珍酒 珍酒珍八), 청향으로는 감원양

식주량주진장원장노교(监原粮食酒粮酒珍藏原浆老酒), 미향으

로는 원전야산소(元前野山烧) 52도입니다. 물론 제 개인 취향이

라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웃음)”

“올해 두 번의 중국 주창 여행를 꿈꿔요 

동료들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을 찾길 바라요”

김 원장은 올해 계획으로 두 번의 중국 주창 여행을 꼽았다. 3

박 4일간 중국의 주창을 돌며 다양한 백주를 접하는 여행은 그의 

행복 중 하나다. 하지만 김 원장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힘들 수

도 있겠다’고 웃으며, ‘그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한다. 

“인생에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은 뜻대

로 안 되는 법이니까요. 다만 행복하게 살고자 해요. 아이들에게

도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죠. 제가 술을 즐

기는 것도 인생을 더 풍부하게 즐기기 위함이에요.”

김 원장은 동료 의사들도 그 어떤 것이든,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한다. 

“삶이 풍부해지는 데 꼭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운동이든, 

글쓰기든, 의사회 활동이든 대개 의사들은 취미를 가지거나 다른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건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풍부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든 좋아하는 한 가지를 통해

서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는, 동료들에게도 진심 섞인 마음을 전

한다. 각자가 꿈꾸는 행복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게 그의 생각

이다. 앞으로도 김 원장은 개원가 의사로서, 자신만의 소소한 행

복을 찾으며 살아갈 예정이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시 한 편을 

소개했다. 

“당나라의 시인 왕유를 좋아하지만, 계절이나 기분에 따라 좋

아하는 시가 바뀝니다. 요즘처럼 꽃이 아름다운 봄에는 장약허라

는 중당 때 시인이 쓴 <春江花月夜(춘강화월야)>가 좋겠네요.” 

昨夜閑潭夢落花， 어제 밤 물가에 꽃 지는 꿈을 꾸었는데

可憐春半不還家, 애닳은 봄이 반 지나도 집에 돌아가질 못하네

江水流春去欲盡， 강물에 실려 봄이 다해가는데

江潭落月復西斜, 연못에 비춘 달은 서쪽으로 기우는구나   

김맹호 원장이 

추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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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하는 수면을 돕는 빗소리 영상이나 어플들과 대비되게, 실제 빗소리를 

반기는 사람은 드물다. 게다가 그것이 장마, 태풍이라면 더욱 그럴 것. 장마와 태

풍 시에는 눅눅한 옷과 꽉 막힌 도로로 출·퇴근길이 축축 처지기 마련이다. 평소

에 잘 먹던 음식들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장마철. 6월호에는 장마철 질병에 

대해 알아봤다.

장마처럼 

쏟아지는 

질병

주의보!

Speci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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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성 및 식품 매개 질병은

병원성 미생물 또는 독성물질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뜻한다

1. 수인성 및 식품 매개 질병

병원성 미생물 또는 독성물질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뜻한

다.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장관감염증 등이 있다.

▶어떻게 전파되는 걸까?

주로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에 의해 감염된다. 환자나 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과 물, 환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도 주의가 필요

하다. 장티푸스의 경우 보균자가 부주의하게 다룬 유제품과 파리가 오염물로부터 다른 음식물에 세균을 전파한 것이 원인이 된다. 세

균성 이질의 경우 매우 적은 양의 세균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1) 장티푸스균

감염에 의한 급성 전신성 발열성 질환으로, 잠복 기간은 보통 1~3주나 균의 수에 따라 다르다. 고열이 지속되고 오한, 두통, 복통, 

설사나 변비, 상대적 서맥(느린 맥), 간·비장 종대 등이 나타난다. 2~5%는 영구보균자가 될 수 있으며 합병증으로는 장천공 및 장출

혈, 담낭염, 독성뇌병증, 뇌혈전증 등이 있다.

2) 세균성 이질

세균성 이질은 이질균 감염에 의한 급성 염증성 장염을 일으킨다. 잠복 기간은 12시간~7일 정도, 전염기는 발병 후 4주 이내며 드

물게 보균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 고열, 구역질, 구토, 경련성 복통, 후중기를 동반한 설사가 주요 증상이며 주로 대변에 

혈액이나 고름이 섞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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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출혈성대장균

장출혈성대장균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일으킨다. 주로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며 구토, 비혈변성 설사, 복통, 미열, 오심, 구토,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로 이행된다.

2. 모기 매개 질병

1) 뎅기열 

모기를 매개로 하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혈청형이 다른 4개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숲모기류 중 이집트숲모기에 의해 주로 매

개되나 흰줄숲모기에 의해서도 매개된다. 국내에는 흰줄숲모기가 서식하나 현재까지 국내 흰줄숲모기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

은 없다.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 물려 전파되거나 주산기 감염, 수직 감염, 수혈과 장기 이식 등의 혈액을 통해 전파된다. 

잠복기는 평균 5~7일이며 치사율은 약 5%나 조기 치료 시 1%, 시기가 늦어질 시 20%까지 오른다.

│수인성 및 식품 매개 질병 예방법│

음식 조리 전과 섭취 전, 배변 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또한 물과 음식물은 철저히 끓여 먹어야 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제 등 의심 

식자재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육류 제품은 반드시 익혀서 먹고, 날것으로 섭취하는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섭취한다. 조리한 음

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고 도마와 칼은 식품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서 사용해야 한다.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하는 것

도 좋다. 유행지역 해외여행 시 개인위생 및 음식물 섭취 주의를 기울이며, 병원체보균자는 식품을 다루는 업무나 환자 간호 등에 종사하지 않

도록 주의한다.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를 금한다. 또한 발열, 설사가 있거나 피부가 부어오르면 반드시 병·의원에서 진

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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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열기

일반적으로 2~7일 정도 지속되며, 심한 두통, 안와 통증, 근육

통, 관절통 및 뼈 통증, 홍반 및 반구진 발진, 출혈성 반점, 자반병, 

구강 출혈 등이 발병한다. 

② 급성기

해열 이후부터 1~2일 정도 지속되고 4일까지도 진행된다. 대부

분 환자는 이 시기에 회복되지만 심각한 혈장 유출이 있는 경우 중

증 뎅기열로 진전 흉막 삼출, 복수, 저단백질혈증, 혈액농축을 동반

할 수 있다. 또한 쇼크 상태가 지속된 경우 토혈, 혈변, 하혈 등 심각

한 출혈성 징후가 나타난다.

2)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속 암컷 모기가 인체를 

흡혈할 때 전파되는 질병이다. 드물게 수혈 등 병원 감염이나 주사

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되기도 한다. 사람에게 증상을 나타내는 

말라리아 원충은 5종으로 삼일열말라리아, 열대열말라리아, 사일

열말라리아, 난형열말라리아, 원숭이열말라리아이며 국내에는 삼

일열말라리아만 발생하고 있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1970년대 전국적으로 발생하다 퇴치됐다

가 19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다. 

2010년도부터는 약 5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말라리아 매게 

모기는 얼룩날개모기류로 국내에는 8종의 얼룩날개모기가 서식하

고 있다. 말라리아모기는 주로 낮에 축사 옆 풀 뒷면이나 그늘에서 

휴식하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발히 활동한다. 유충은 비교

적 넓은 지역에 걸쳐 서식하나 성충은 우사나 돈사에서 주로 흡혈

한다. 5월부터 발생해 8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이기 때문에 여름

에 특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증상

서서히 발생하는 발열과 권태감이 초기에 수일간 지속된다. 오

한, 발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열대열말라

리아의 경우에는 발열이 주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증 환자

(열대열말라리아)는 황달, 혈액응고장애, 신부전, 간부전, 쇼크, 의

식장애·섬망 혼수 등의 급성 뇌증이 발생되며, 신속한 치료가 결정

적이므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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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매개 질병으로는 

뎅기열, 말라리아, 

일본뇌염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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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뇌염

① 일본뇌염은 플라비바이러스과의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리면 감염된다. 주로 

돼지가 바이러스의 증폭 숙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모기의 활동이 왕성한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주로 발생한다.

태평양 연안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11개 국가에서 

17억 4천의 인구가 감염 위험에 놓여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

시아 등에서는 풍토병화 돼있고,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에서는 

고온 다습한 여름 말부터 유행적으로 발생한다.

② 증상

대부분 무증상 및 발열이나 두통과 같은 가벼운 증상이지만, 

감염자의 250명 중 약 1명 정도가 심한 증상을 보인다. 이 경우 

급성 뇌염, 수막염 등에 이환된다.

▷뇌염: 경련 또는 성격 변화, 착란과 같은 중추신경계 증상이 

나타난 후, 오한과 두통이 심해지면서 고열과 함께 의식 저하 및 

혼수상태로 진행된다. 약 30%의 치명률을 보인다.

▷합병증: 뇌염의 경우 회복돼도 1/3에서 침범부위에 따른 다

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남긴다.

◍ 예방접종

•불활성화 백신: (기초접종) 생후 12∼23개월 중 7∼30일 간

격으로 2회 2차 접종하고, 2차 접종 12개월 후 3차 접종을 한다. 

(추가 접종) 만 6세(4차), 만 12세(5차)

•약독화 생백신: (기초접종)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

고, 1차 접종 12개월 후 2차 접종을 한다.

4) 모기 매개 질병 예방법

일본뇌염과 황열을 제외하고는 플라비바이러스과 감염을 예방

하는 백신은 아직 없다. 그러므로 최대한 모기를 기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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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렙토스피라증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은 만성적으로 보균상태를 

유지하면서 렙토스피라균을 소변으로 배출해 흙, 진흙, 지

하수, 개울, 논둔 물, 강물 등을 오염시킨다. 사람과 동물은 

오염된 소변에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 환경에 간접적

으로 노출돼 감염된다. 전 세계적으로 환자 발생이 보고되

며 특히 온대와 열대지방에서 늦은 여름철이나 이른 가을

철의 우기에 환자 발생이 많다. 잠복기는 2~14일이며 평

균적으로 5~7일이다.

1) 고위험군

 축산업, 농업, 레져 스포츠 강사, 오수처리자 등 렙토스

피라균에 오염된 물 또는 동물과의 접촉이 많은 직업군이 

고위험군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본부관리에서 국가감염병

감시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1,230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발생률이 여성에 비해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했다.

2) 증상

 임상증상은 가벼운 감기증상(발열, 오한, 결막충혈, 근

육통 등)부터 치명적인 황달 출혈성 렙토스피라증인 웨일

씨병까지 다양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렙토스피라증에 감

염되면 발열과 근육통이 주요증상으로 90% 이상 발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역학조사서 분석 결과 발열이 

78.4%, 근육통은 49.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진단기

준의 정확한 적용 여부와 역학조사의 충실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렙토스피라증 예방법│

◦ 침수지역에서 공사·작업 시 꼭 장화·고무장갑을 착용한다.

◦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

◦ 수해 복구 작업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취한다.

◦ 작업 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병원에서 진료한다.

│모기 기피법│

◦ 방충망, 모기장 사용한다.

◦ 어두운색 옷을 피하고, 긴 소매·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한다.

◦ 주로 모기가 흡혈하는 시간대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외출을 자제한다.

◦ 방충망 또는 모기장과 냉방시설이 설치된 숙소에서 생활한다.

◦ 야외 활동 후 땀 제거 및 땀이 묻은 옷은 철저히 세탁한다.

◦  모기 유충 서식이 가능한 물 고인 곳(음료수 캔, 화분 받침대, 유리병)과 

폐용기는 바로 버려야 하며, 폐타이어 속은 약제 처리 또는 비닐 막으로 

덮는다. 또한 집 주변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고인 물도 없앤다.

◦  발생 지역 여행 후, 최소 1개월간 헌혈은 금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한다.

◦  노출된 피부나 옷·신발 상단·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한다.

◦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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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행성 결막염(유행성 눈병)

1) 유행성 결막염이란?

아데노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결막염

으로 2주 이상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 전파

되며 발병 후 2주간은 전염력이 강하다. 보통 발병 후 2주(1~6주) 

이내에 증상이 사라진다. 1년 내내 발생하나 주로 여름에 유행하므

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양안의 출혈과 안검 부종, 안통, 눈물, 눈

곱, 눈의 이물감, 눈부심, 눈꺼풀 부종, 결막 여포, 이개전림프절병

증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합병증으로는 시력 저하, 안구 건조증 등

이 있다.

특별한 치료제는 없으며 증상 완화를 위한 냉찜질 등 대증치료와 

2차 세균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각막 상피하 혼탁 

발생 시 점안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한다.

또한 매년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

문에 어린이집·유치원·학교·직장 등 단체생활 시설에서는 지속

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관리와 통제가 어려운 유치원, 어린이

집에 등원하는 어린이 환자는 완치 시까지 자가 격리를 권장하고 

있다.

│유행성 결막염 대상별 예방법│

① 어린이(대상:부모, 교사)

·원아에게 올바른 손씻기 교육을 철저히 가르친다.

·원아에게 눈을 만지지 않도록 교육한다.

·수건과 이불, 컵은 개인용으로 사용한다.

·원아의 눈에 이상이 있을 시 손으로 만지지 않게 하고 즉시 안과 진료를 받도록 한다. 

·유행성 눈병 환자는 완쾌될 때까지 집에서 쉬도록 권장한다.

② 학생/성인

· 올바른 손 씻기를 이행하며, 전화기·마우스·문고리 등을 만진 경우 즉시 손을 씻는다.

·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안과 진료를 받는다.

· 눈병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며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는다.

· 안약은 감염된 눈에만 점안하며 타인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 수건은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에 세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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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마와 태풍 예방수칙

①집이 침수됐을 때

일단 침수된 주택은, 각종 분변 또는 오물에 오염됐을 것을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 침수로 인해 오염된 물이 닿았던 음식은 반드시 

버려야 하며 환기를 위해 창문과 문을 30분 정도 열어둔 후에 들어가야 한다. 되도록 빠르게 집안의 물건들을 건조시키고 방수 장갑과 

장화를 착용한다. 침수 후 집 주변에 고인 물로 인해 모기의 근원지가 될 수 있으므로 물이 고일 수 있는 양동이나 폐타이어 등을 버리

고 지붕, 하수구의 물도 치워야 한다. 식수는 반드시 끓이거나 병에 든 생수를 마신다. 1분 정도 물을 끓이면 대부분 미생물은 사멸한

다.

②장마 후 위생상 주의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음식물 위생이다. 피서지가 직·간접적으로 장마에 피해를 보았거나 설령 아니라도 하절기에 외지에서는 물

과 음식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항상 청결하게 조리되고 안전하게 준비된 물과 음식을 먹어야 한다.

특히 피부에 난 상처 부위가 바닷물과 닿을 경우,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위험이 있다. 바닷가 근처는 야외 모기의 활동이 왕성하므로 

약을 충분히 바른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의사회는 물론, 지역기관과의 협력 통해

건강한 강동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향숙 강동구보건소 소장

2016년 취임한 이 소장은 한 스텝, 두 스텝 부지런히 강동구보건소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다. 1~2년만 하고 말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 실천해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는 이 소장과 이야기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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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위해 의사회와 함께할 것

3년 차에 접어든 이 소장은 주기적인 회의와 행사, 보건소 사업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인터뷰 당일 아침에는 서울시

의사회에서 개최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에 참석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전문가평가제는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풀어갈 숙제

가 많겠지만,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긍

정적인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의료법을 잘 몰랐거

나, 자정 노력에 소홀했던 분들이 더 관심 갖게 되지 않을까요?” 

이 소장은 국민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한다는 측면

에서 보건소와 취지가 맞다며, 전문가평가제의 안착을 바랐다. 

이어 그는 이제는 보건소만으로 지역사회 건강을 총괄하기엔 한

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여러 지역기관, 특히 의사회

와의 협력 사업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

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에 중점

을 두고 다양한 공공보건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잘하

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중에

서도 의사회는 보건의료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죠.”

강동구보건소와 강동구의사회는 특별한 인연을 자랑한다. 만

성질환관리사업의 일환인 일차의료시범사업의 경우 의사회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이 소장은 말한다. 이후부터는 의사회가

적극 주도하고, 보건소가 적극 지지 하는 굳건한 파트너십을 

다지고 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을 치료관리하는 일차의료시범

사업, 서울시 건강포인트사업을 지역의료기관과 함께하고 있으

며 그 외 예방접종민간위탁사업,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해진 마음

건강문제, 자살예방사업, 치매관리사업, 감염병관리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많은 강동구 전문 의료기관들이 보건소와 함께 공

공보건의료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 소장은 이러한 기세를 모아 다양한 협력 사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내 눈앞에 실현되는 사업, 가장 보람 있다

지역기관과 협력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직원들과 기획해 탄

생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때 가장 보람 있다는 이 소장. 특히 강

동구보건소의 우수한 지역보건시스템에 자신감을 보인다.

“2008년부터 구축된 건강100세 상담센터는 보건소와 지소를 

제외한 강동구 16개 전 동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

터마다 간호사 한 명이 상주해 있고, 보건소의 운동사와 영양사, 

의사가 순회하며 상담하고 있죠. 건강관리의 주민 접근성을 높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지역주민들

이 서로 도우며 함께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

다.”

건강100세 상담센터는 2014년 WHO 메인 홈페이지에 우수사

례로 선정됐으며, 여러 기관과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 소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관심이 많다.

“건강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합니다. 건

강도시는 도시화로 발생하는 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WHO에서 

도입한 개념인데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건강해야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게 요지죠.”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

해서는 구청의 여러 부서가 건강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펴야 한

다고 이 소장은 설명한다.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강동구청에서

는 2017년 전국 최초로 강동구 건강도시 설계가이드라인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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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강동구는 시작한 지 10년이 넘은 건강도시 사업을 구청장

을 중심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동구보건소의 우수한 사업을 이어받으면서도 이 소장은 새

로운 사업을 통해 이를 지속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런 그가 임기 

후 가장 보람을 느낀 사업은 아동비만예방사업이다.

“3년째 진행 중인 아동비만예방사업은 핀란드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했죠. 아동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

즘 추세를 봤을 때 결코 간과해선 안 되는 중요한 건강 문제죠. 비

만을 예방하고자 초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교실, 

건강한 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서 

공부하는 책상과 다양한 운동 기구 등을 지원하는 한편 남는 공

간에는 게임존을 설치했다. 신체활동 및 식생활 교육 또한 당연

히 병행하고 있다. 사업 초반에는 ‘과연 될까?’ 싶었지만, 아이들

의 호응과 긍정적인 변화, 교사와 학교 측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순항 중이다. 이외에도 이 소장은 강일동에 있던 보건분소를 ‘주

민참여형 보건지소’로 탈바꿈시켰다.

“강일동은 강동구에서도 끝자락에 위치해 주민들이 찾기 불

편했어요. 그래서 참여형 보건지소로 리모델링해 1층은 건강관

리센터로, 2층은 아이맘센터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선

택하고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웃음)”

강동구보건소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

이 소장은 같은 강동구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 격차가 다르

다며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그는 향후 지역의 건강 격차를 줄이

는 데 힘쓸 예정이다. 그러려면 보건, 복지, 행정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커뮤니티케어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

약 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게 하려면 보건, 복지, 

행정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무엇보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사업’을 모색하

고,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이 소장은 지난해 10주년을 맞은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백서

를 올해 펴낼 계획이며, 강동구만의 건강돌봄 모델을 고민해 나

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강동구는 몇 년 사이에 대규모 재건축 사

업이 시작돼 인구가 이주하며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5년 이내 

55만의 대도시로 성장할 준비 중이다.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

되는 강동구이기에 보건소의 역할도 커질 터.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일, 잘해서 매 사업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

랍니다. 저 또한 관심과 배려,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들을 이끌며 

소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론 그 마음을 잊게 

된다는 이 소장. 이제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여가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그의 소박한 꿈이다.

“앞으로는 탁구 등… 하고 싶은 운동과 취미생활을 병행하면서 

여유를 갖고 생활하고자 합니다. (웃음)”       

이 소장은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에 
제공된 '서서 공부하는(일하는) 책상'을 평소에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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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100세 실천위원 전체회의

▲2019년 아동비만예방사업 착수보고회

▲2018년 강동구정신보건기관협의체 정기회의

▲WHO Recognition Ceremony and AFHC Awards Ceremony

▲제11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강동구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 치매관리 세미나

보건소장의 최근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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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와의 깊은 유대감을 이어나가고 

강동구의사회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동승 강동구의사회 회장    

지난해 2월, 강동구의사회장을 연임하게 된 이 회장은 다시 회원들을 위해 열의를 다지고 있

다. 자신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하고 싶은 일들도 뒤로 미뤘다. 이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해 건

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소통과 화합의 강동구의사회 

강동구는 서울시의 남동단에 위치한다. 북쪽으로는 한강을 경

계로 경기도 구리시와, 서쪽으로는 천호대교를 기점으로 광진구

와 인접하다. 또한 동쪽으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경계하며 남쪽으

로는 강동대로를 중심으로 송파구와 이웃이다. 특히 전체면적 중 

48.2%가 녹지지역인데, 상업지역은 2.5%에 불과하고 49.3%가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 쾌적한 환경 도시다. 이 회장은 이 지역

의 의사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강동구의사회의 역사를 이어가

고 있다. 

“강동구의사회는 1979년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강동

구가 신설되자, 1980년에 전체 회원 80명 중 75명(위임 29명 포

함)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초대회장

에 최영규 선생님을 선출했고, 부회장에 신동춘·김종근·김기춘 

선생님을 선출했죠. 지역별 반회는 4개로 편성·운영했습니다. 

1980년 창립 이후 75명의 회원이 지역적으로 4개 반으로 편성·

운영돼 오다가, 지역 확장 및 인구 증가로 2019년 5월 현재 261

여명의 회원이 13개 반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4년 전 처음으로 강동구의사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지난해 2월부터는 연임 중이다. 아마 회원들의 든든한 신뢰와 성

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터. 그는 처음 회장 취임 당시 회원들

에게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고 전한다. 

“약 4년 전, 처음 강동구의사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회원님들께 

드린 약속은 소통과 화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원님들께 

약속드린 사항은 회원 보호와 소통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

해 회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무, 세무, 의료법 등의 연수 강좌

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회원들과 손을 잡고 산으로, 바다로 맛 기

행을 다니며 통음의 밤을 밝히기도 했다. 매년 11월에는 단독 구

로써는 최초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를 통해 재미있고 유익한 의학, 인문학, 예술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공연도 회원들과 함께 보러 다니며 회원님들

과의 우정을 돈독히 다졌습니다.”

소통과 화합, 회원 보호를 위해 부단히 애써왔지만, 아쉬운 점

은 분명 있었다고 밝히는 이 회장.  

“의사회에서 마련한 여러 행사에 회원님들을 많이 모시지 못했

습니다. 모두 바쁘시기도 하고, 특히 모두가 쉬시는 주말에 행사

가 잦은 터라 아무래도 참여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회원님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회원들을 위해, 보건소와의 협력에도 최선을 

이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여러 강좌를 마련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더욱 

이끌겠다는 취지다. 그 일환으로 세무, 노무, 의료법, 청구 등 회

원들의 취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강의를 계획 중이다. 이 회장은 

이로써 회원들을 ‘이론적 무장’을 시키고 싶다며, 강한 의지를 보

인다. 덧붙여 상속, 재테크 등의 강의를 실행해 갈수록 척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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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원들의 재정 상태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남은 임기 동안 제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회원님

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더욱 참여해달라는 것입니다. 의사

회에서 맛있는 밥상을 차리면 부디 와주셔서 이것저것 드시고 반

찬 투정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으면 칭찬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웃음) 이런 참여가 의사회에 대한 애정이고, 이를 바

탕으로 강동구의사회가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참여가 곧 관심이

고, 사랑입니다.”

회원들을 위해 강동구의사회를 이끌어갈 이 회장. 그는 보건소

와의 협력 사업에도 충실할 예정이다. 다행히 강동구의사회와 강

동구보건소는 긴 시간 깊은 유대관계를 다져왔다고 이 회장은 자

랑한다.  

“전임, 현임 보건소장님이 의사이시고 의료 현안과 보건소의 

영역 등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해주십니다. 다행히 일하면서 큰 어

려움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향숙 소장님은 직접 개원을 하시

다가 보건소장을 하셔서인지, 개원가의 어려움을 무척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와 많은 사업을 협력해 진행해왔는데 

지금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보건소와 열심히 진

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인상 깊었던 보건소와의 협력 사업으로 4년 전, 취임 

첫해를 떠올렸다. 

“제가 처음 강동구의사회장에 취임한 해에 ‘메르스 사태’가 터

졌습니다. 당시 아침마다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강동구의 

환자 발생, 환자 케어에 대해 상의했죠. 소장님과도 수차례 회의

를 통해 메르스 진행, 퇴치, 예방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쩌

면 그때의 깊은 유대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

습니다.”

회원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발로 뛰겠지만, 지역사회 의사로서 

강동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보건소와의 협력을 유지해나갈 것

이라고 이 회장은 말한다. 강동구의사회와 강동구보건소의 파트

너십,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바다. 

강동 40년, 감동 40년

2020년은 강동구의사회가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다. 이 회장

은 그동안 의사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희생한 고문, 명예회장, 

원로 등에게 감사를 전하는 여러 행사를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음악회, 사진전, 공연, 기념 여행, 기념 학술대회 등을 통해 고

생하신 선배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의료계 일선에서 열심히 뛰

는 회원님들을 한마음으로 뭉치게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

다. 강동구의사회 40주년을 기리는 구호는 바로 ‘강동 40년, 감

동 40년’입니다. 요즘 제가 가는 곳마다 건배사로 쓰고 있습니다. 

(웃음) 앞으로의 강동구의사회, 지켜봐 주십시오!”

이 회장은 하고 싶은 일보다 진료와 의사회장직에 몰두 중이

다. 그래서인지 내후년 임기가 끝나면 평소 관심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볼 작정이다. 

“제가 와인으로 학위를 받았는데요. 임기가 끝난 후에는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와인은 공부한 만큼 즐길 수 있는 정직

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시작했다가 요즘은 거의 못 하

고 있는 색소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해외 배낭여행도 

하고 싶군요. 그런데 여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 이유는 아마 임기가 끝난 후에도, 환자 진료에 열과 성을 다

하는 의사로 살아야 하기 때문일 것. 이 회장은 ‘환자의 말속에 모

든 게 있다’는 철학을 진료실에서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한다. 

“환자들이 증상을 말할 때, 컴플레인을 할 때 혹은 화를 낼 

때…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말속에 모든 이유가 있고, 치료의 힌트가 있습니다. 언

젠가 개원 초에 봤던 초등학생 환자가 어른이 돼 자녀를 데리고 

내원했습니다.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보람

을 느꼈고, 순간 울컥해지더군요.” 

이 회장은 앞으로도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의사로 남겠다고 

말한다. 강동구회원들과의 원활한 소통 또한 그의 ‘귀 기울이는’ 

습관 덕분 아닐까. 특유의 소통 방식으로 강동구의사회를 이끌어

나갈 이 회장의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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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안적인 시야에서 벗어나 넓은 미래를 향해”

정경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근황에 대해 듣고 싶다

보건지소에서 2년간 근무하다가 공중보건의사 3년 차가 돼 의료원으로 옮겼다. 보건지소에서는 당뇨·고혈압·관절염 등 다양한 

진료를 하다 오랜만에 전문 과목을 진료하게 됐다. 1년이 넘게 안과 진료를 보지 않던 곳이라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

올해 1월에 33대 대공협 부회장에 당선됐다

지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사실 협회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지난해 개인적으로 연가를 더 얻기 위해 사학연금 대상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가산 문제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를 계기로 당시 회장 송명제 선생님에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활동 제의를 받

았다. 올해는 조중현 회장님의 요청으로 함께 일하게 됐다. (웃음)

4월까진 정말 바쁘게 시간이 흘렀다. 우선 공중보건의사의 훈련기간 1개월을 복무기간에 산입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

원실과 국회 토론회를 준비했고, 각 지역 공중보건의사들과 지역의사회를 연계하기 위해 시도 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또 민

간병원 소속 공중보건의사 근무 실태 조사를 실시해 보건복지부와 시도 담당자들에게 근무환경 개선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 특

수지 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조사를 실시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의사의 길만 보고 달려온 청년이 있다. 그러나 꿈을 펼쳐 들면서 그의 길은 달라졌다.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큰 미래

를 바라보고, 공중보건의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새롭게 달리는 청년, 정경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의 이야기

를 들어본다.



최근 대공협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앞서 언급한 공중보건의사의 훈련기

간 1개월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는 32대 집행부부

터 해온 일이다. 산업기능요원을 비롯해 타 대체복무 직역들은 

산입돼 있으나, 공중보건의사는 산입되지 않아 실제 근무기간

은 37개월이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했

지만 국방부의 격렬한 반대로 보류됐다. 우리는 올해 4월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맞춰 투 트랙으로 헌법소원을 함께 준비 

중이다. 두 번째는 지역의사회와의 연계다. 공중보건의사는 의

료취약지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직역으로, 보건복지부의 각종 

정책을 최전선에서 적용 받는다. 공중보건의사들과 해당 지역 

의사회의 연계를 통해 각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관계를 형

성하고자 한다. 올해부터 도대표 공중보건의사가 몇몇 지자체

에서 지역의사회 이사직으로 참여 중이다. 마지막으로 공중보

건의사 업무지침서 개발이다. 각 지역마다 중구난방인 업무 영

역 및 범위 표준화, 장기적으로 보건기관의 진료 기능을 축소해 

보건·예방 기능으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한다.

젊은 의사로서 현 의료계를 어떻게 보는가

의사 생활을 몇 년 하지 않은 입장이라 조심스럽지만 솔직히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모든 의사가 아는 저수가 문제부터, 

한의사·약사·간호사 등 여러 직역에서 의사 영역을 가져가려 

하고, 내부 문제도 많다. 그러나 의사들은 진료과목, 근무기관, 

근무지역 등이 제각각이라 개인 현실이 다르다 보니 가장 중요

한 단합이 어렵다. 의료계를 주도하는 리더들은 계열을 나눠 정

치싸움 할 것이 아니라, 의사협회를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자

신의 파이만 주장하는 근시안적인 시야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의료계 전체를 고려하길 바란다.

의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뻔한 이야기지만, 단순히 의학 관련 공부만 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를 접했으면 한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 동기는 학교의 커

리큘럼대로 똑같은 공부와 시험, 졸업을 하고 병원에서 수련 받

다 보니 의료계가 아닌 다른 세상을 보는 시야가 무척 좁다. 진

로가 정해진 길이 아님에도 대부분 임상 의사로서 살게 된다. 

학생 때 많은 경험을 통해 미래를 한 길로 한정짓지 말고 다양

한 길을 보길 바란다. 나는 학생 때부터 근시안적으로 공부만 

하다 보니 재미없게 산 것이 후회가 된다. (웃음)

향후 목표가 있는가

주변에선 ‘협회 일에 관심 없던 애가 갑자기 왜?’ 하고 의아해

한다. 얼떨결에 시작했지만 뛰어난 협회 임원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처음 해보는 협회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다. 올

해 목표는 대공협 회무를 잘 수행해 공중보건의사 권익 신장을 

이루고 싶다.

개인적인 목표는 다양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작년에는 

방송통신대학 바이오정보학과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올해는 

정보의학 인증의에 도전할 것이다. 최근에는 주변 친구들과 경

영학을 시작했는데 이것저것 시작한 것이 너무 많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하지만 임상 의사의 삶에서 가장 한가하다

는 공보의 시간을 보람차게 보내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대한민국 남성, 그리고 의사로서 당연한 의무지만 3년의 의

무 복무 기간은 때론 부당하다고 느껴질 만큼 길다. 하지만 의

사 인생 중에서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기도 하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공보의가 3년의 시간을 보내고 가장 소중한 시기로 기억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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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과 책임, 사명을 잃지 않는 

지역주민의 따뜻한 벗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김철수 H+양지병원 이사장 

현재도 왕성한 진료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합니다. 진료실에서 오늘 할 일을 점

검하고 가벼운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이후 건강증진센터

와 외래, 병실을 라운딩하면서 환자들을 만납니다. 소소한 것

들을 살피며 따뜻하게 환자를 모시려고 노력합니다. 진료실에 

돌아와서는 오전 8시 30분부터 하루 평균 3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합니다. 우리 병원 역사가 43년인데, 지난 세월 동안 제게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들도 하루에 20여명 정도 됩니다. 40여

년이 넘도록 저를 찾아주시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봉사활동에도 열정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의료봉사를 합니다. 그들이 우

리 사회에 정착하도록 도움으로써, 평화통일의 든든한 기반조

성에 기여하고자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활동 중입니다. 저는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장으로서 2014년 2월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 총 21회, 2,1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해왔습

니다. 특히 모범탈북학생과 다문화가정자녀를 대상으로 장학

사업도 펼치고 있는데요. 2018년 12월 기준 총 147명에게 1억

7천6백만원을, 2019년 6월에는 대학생 20명, 중고등학생 20

명에게 총 4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구

급약 박스 제공, 수술비 지원, 안경 맞춤 등 실질적인 지원 프

로그램과 정기적인 의료검진 봉사를 통해 치료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덧붙여 2018년 H+양지병원이 ‘따뜻한 마

음 후원회’를 결성해 국내외 저소득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한·불가리아 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역

사적 공통점이 있어 더욱 애정이 가는 양국 간, 다양한 문화교

김철수 이사장은 소화기병 분야의 명의로, 43년간 지역주민과 함께하며 H+양지병원을 서울 서남부권 최고의 종합

병원으로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병원협회장을 역임하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의료계 베테

랑 중의 베테랑인 김 이사장은 현재도 환자들과 함께 숨 쉬고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과업으로 여기는 김 이사장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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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친선을 강화해 경제협력의 기반을 세운다는 각오로 부지

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밝은사회 실천포럼’ 회장으로

서 다가올 통일시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과제를 선

정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폭넓은 견해를 나누고 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의료계 대선배로서 

현 의료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중소병원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병원 등 3차의료

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아닐까요? 이는 의료전달체계

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미며, 상급종합병원 간 서열화를 부

추기는 일입니다. 또한 비급여 차단으로 신의료기술 도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역기능에 우려가 따릅니다. 비급여 행위 발

생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좋지 않은 결

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

다.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자체적인 의료역량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

다. 지역거점병원은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H+양지병원은 3차의료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로 고난도 난

치성 질환의 치료네트워크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암통합케어 

시스템도 도입했죠. 골든타임이 중요한 환자의 치료 시스템 

확보, 다빈도 질환에 대한 진료 특성화 등 지역민의 생애주기 

건강관리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도 가동 중입니다. 

무엇보다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입니다. 이에 연구 

및 논문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의료진들

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병

원으로써 힘든 점이 많지만 불평, 불만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

다. 조금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환자들의 신뢰를 얻도록,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젊은 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요즘 병원

을 보면 의사와 환자만 있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

기술과 지식으로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은 중요하고, 의사로서 당연한 임무죠. 하지만 그보다 가치 있

는 일은 환자에게 정성을 다하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친구를 대하듯 따뜻한 마음으로 환

자를 진료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환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과 교감을 쌓는 것이 의사의 기본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도전하라’ 입니다. 최근 

쉬운 길을 택하는 젊은 의사들이 많아져 안타깝습니다. 원하

든 원치 않든 어려움과 난관은 항상 찾아옵니다. 피하지 말고 

부딪혀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단단하고 근성 있는, 환

자 중심의 인술을 펼치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으로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많이 배워라’ 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의학뿐 아니라 경영학, 인문학 등 다양

한 학문을 공부해야 합니다. 의사는 평생을 공부하는 직업임

을 잊지 마세요. 

향후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수련병원으로써 H+양지병원이 따뜻한 마음과 앞선 의학을 

실천하는 좋은 의사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젊은 의사들이 

마음껏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병원의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양적·질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

료봉사활동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 합니다. 후

진을 양성하면 인술을 펼치는 좋은 의사를 많이 육성·배출할 

것이고, 의료봉사활동을 하면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아 고통

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러면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사회 구현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H+양지병

원과 저는 앞으로도 지난 40년 이상 관악구민들에게 받아온 

성원과 따끔한 충고, 조언을 거름 삼아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발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1976년, 병원 설립 

당시 품었던 초심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사명을 잃지 않는 

지역주민의 따뜻한 벗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최선을… 

 따뜻한 의사를 꿈꿔요”

김철  용산구의사회 총무이사 

진료와 의사회 업무로 바쁠 텐데,  

최근 일상에 대해 말해달라  

늘 진료를 통해 환자를 만나고 있고, 용산구의사회 총무이사

로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외에는 골프를 다시 시작했

다. 공중보건의 때 처음 골프를 시작했다가 15년 정도 시간도 

없고 소질도 없는 것 같아 외면했었다. 그런데 올해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타이거 우즈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원

래 팬이기도 했는데, 여러 번의 부상과 스캔들을 극복하고 드라

마틱한 역전 우승을 이룬 그를 보며 ‘나도 다시 시작해볼까?’ 하

는 생각이 들더라. 6월에 개최된 서울시의사회 골프대회를 비

롯,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골프대회가 있어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웃음) 

용산구의사회, 어떻게 발 담그게 됐나 

과거에는 의료계에 무관심했다. 4년 전, 차성은 회장님께서 

연임하시면서 재무이사를 맡게 된 게 시작이었다. 같은 내과 선

배님이시기도 하고, 미력하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 현재

는 총무이사인데, 아무래도 의료계 문제점과 현실에 대해 더 생

각하게 됐다. 많은 분의 노고도 알게 됐다. 나름 열심히 맡은 일

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관심했던 의료계, 달라진 시각으로 

바라본 현 의료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의사회 활동한 지도 얼마 안 돼서 경험과 식견이 부족하다. 

고민이 많아지는 질문이나 고질적인 저수가, 문케어 같은 불

합리한 의료제도 등 외부 환경이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그보

다 여러 선배님께 듣기도 했고, 스스로도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내부 문제를 개선하고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다. 일단 의

료계의 ‘경직성’과 ‘제대로 된 리더십의 부재’를 감히 꼽는다. 

두 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다면 

경직성은 사고방식이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걸 의미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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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사자의 심장과 숙녀의 손을 가져야 한다’…. 영국의 한 병원에서 유래된 속담으로,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

려진 유명한 말이다. 개원 13년 차에 접어든 김 이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숙녀의 손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며 웃는다. 

경청과 공감, 배려를 통해 따뜻한 의사가 되길 바란다는 그와 이야기 나눴다.



JUNE   35

부 의료인들은 아직 환자의 의료참여를 월권으로 생각하고, 소

위 말 잘 듣는 수동적인 환자가 좋은 환자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은 지금껏 전무하다시피 했다. 의료계

가 투쟁할 때의 국민 반응이 이를 나타낸다. 이제는 환자들이 

전문 의료지식 알고 싶어 하고, 치료 및 진료방식에 대해 직접 

판단·결정하길 원하는 시대다. 의사의 권위를 버려야 할 때다.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사나 캠페인을 다양하게 진행

하면 좋겠다. 미세먼지 건강수칙이나 6월에 개최된 서울시의사

회 시민건강축제 등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껏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에 게을렀다. 이제는 비합법적,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

에 대한 자정 노력에 힘써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확대는 바람직하다.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도 이어가 보자 

전쟁터에서 장수가 직접 앞으로 뛰어들고 싸워야 병사들도 

힘을 얻지 않나. 감히 말씀드리건대 의료계의 수장, 원로, 각 학

회의 장을 맡는 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 진

정성 있게 의견을 내고, 협상하면서 의료계를 이끌어가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와 소통을 통해 얻을 건 얻고 

양보할 건 양보하는 끈질긴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까지는 부족했기에 의료계 단합도 어려웠던 것 같다. 최근 서울

시야간약국 조례안 도입 저지와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와 교육

청과 MOU를 체결하는 행보는 희망적이다. 다만 일회성이 아

닌 장기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이러한 개선이 있어야 저수가

와 의료제도가 바로 잡히지 않을까. 내부적인 역량 필요한 때

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 동료, 선배님들의 생각을 대

신 말씀드리는 거다. 향후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통해 의사들의 

목소리를 키워나가길 바란다.  

개원 13년 차, 혹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개원 선배로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전하고 싶은 말은 ‘경청’과 

‘배려’를 지니라는 것이다. 이는 환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인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하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겸손

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의사이자 사람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다

양성의 시대다. 획일적인 진로 방향에서 벗어나 여러 진로를 모

색했으면 좋겠다. 단 의사의 최고의 장점은 전문성이다. 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싶다.

평소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사 상이 있다면 

예과 때 읽은 인생의 책 <닥터 노먼 베쑨 평전>을 소개하고 

싶다. 책 서문에 ‘질병을 돌보되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의사는 

작은 의사라 하고, 사람을 돌보되 사회 돌보지 못하는 의사는 

보통 의사라 하고, 질병과 사람 사회를 통일적으로 파악해 모두 

고치는 의사는 큰 의사라고 한다’는 내용이 있다. 닥터 노먼 베

쑨은 질병 때문에 개인의 꿈과 재능이 꺾이는 환자들을 보며 육

체적 치료는 물론, 사회적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큰 의사로 여

겨지는 분이다. 그 책에 또 다른 내용 중 하나는 영국의 병원에

서 굉장히 오래된 속담이다. ‘의사는 사자의 심장과 숙녀의 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사는 대담무쌍하고 강인하며 결단력이 

있으면서도 사려 깊고 친절해야 한다는, 참 어려운 의미다. (웃

음) 나이 들수록 사자의 심장보다는 숙녀의 손을 가지란 말이 

더 와닿는다.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지니고 환자를 위해 술

기와 재능을 끝없이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한 의사 상이 아닐까. 

진료하면서도 질병만 보지 않고 환자의 배경이나 환경, 마음 상

태를 파악하고 공감하려 한다. 앞서 말한 글귀를 가끔 지칠 때

마다 되새기면서 반성한하고 노력하고 있다. 

삶의 큰 원동력이 되는 신념은 무엇인가 

‘하쿠나마타타’다. 아프리카 동부 방언인데, 영화 <라이언킹>

의 명대사다. 영어로는 ‘no problem’ 정도의 의미지만, 영화 속

에서는 ‘힘든 지난날은 잊고 현실에 매진하자! 걱정 마, 잘 될 거

야’라는 의미다. 긍정적인 의미가 인상 깊어서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환자와의 관계가 어긋날 때가 있어도 ‘언젠가는 교훈

이 되겠지’ 하며 내 잘못을 돌아보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묻겠다 

용산구의사회 총무이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의사로서도 최선

을 다할 것이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사 상을 실현

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환자의 아픔, 그 막연한 두려움을 공감

하면서 덜어드리는 따뜻한 의사가 되겠다. (웃음)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 강화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

를 척결하는 동시에 면허관리 제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

문가평가제 2차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

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5월 9일 오전 한국프레스

센터 19층 매화룸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

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박홍준 회장의 인사말에 이

어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 서울시 나백주 시민

건강국장, 25개구 의사회장 대표, 25개구 보건소장 대표

의 축사와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임명장 수여(박명

하·홍성진 부회장),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선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향후 추진 방향 설명,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의료인 자율규제’ 

전문가평가제 닻 올렸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 개최

의사-보건소장-정부 파트너십

으로 사업 성공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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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준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작

을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직업의 윤리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

문가평가제 사업에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전문가평가제가 궁

극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박명하 단장을 중심으로 구의사회 

회장, 보건소 소장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서울시의사회가 시작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은 대한민국이 좀 더 선진화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

하며, “서울시의사회 임원진과 각 구의사회장, 보건소장들이 다 

함께 열심히 참여해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프로페셔널리즘’은 전문성

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 이외에도 스스로 자율적·윤리적인 자정

을 통해 전문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

조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기쁘고, 앞

으로 잘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이동승 대표는 “전문가평가제 사업은 

혁명적인 사업”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보건소장 간의 

협력과 배려로,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서로 간 배려가 있으면 

문제없을 것이다. 새로운 세계의 첫발을 내딛게 돼 가슴이 벅차

오른다”고 전했다.

서울시 25개구 김경희 보건소장 대표는 “서울시의사회 전문

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을 축하한다”며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

사들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에 감사하

며, 관련 법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행정적으로 전문가인 만큼 전

문가끼리 파트너십을 갖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

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

사업은 의료인의 자율규제권 강화를 위해 시작됐고 1차 시범사

업 이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의료인의 자율규제

와 면허관리제도 확보를 위해 첫발을 내딛는 시간으로 모두가 

함께 열심히 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출범식에서는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부회장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선포했다. 선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독립적 면허관리 제도화는 전문

가평가제 시범사업단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

해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대다

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의사상을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이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전

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출범을 선포한다.’ 

의료계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

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일부 의사의 직업윤리 

위반행위를 의료인 스스로 모니터링해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 국민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

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중앙회와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

군·구 의사회와 지방 정부 상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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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진료실에 앉아 아픈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들이 

환자의 고통까지 함께 나누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서울특별시의

사회(회장·박홍준)와 소아암환우돕기 조직위원회는 5월 12일 오

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제16회 소아암 환우 돕기 서울시민 마라

톤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 이웃과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국내 처음으로 

순수 기부 대회로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홍준 회장을 비

롯한 서울시의사회 임직원과 서울시민, 환우 및 가족 등 5천여명

이 참여했다. 대회는 하프코스 10km·5km 마라톤과 10km 걷기 

등으로 구분돼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대회 개최를 축하하

면서 “주말 아침을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 힘차고 뜻깊게 보내는 

서울시민에게 감사하다”며 이어 “참가자들 본인의 건강을 넘어

서 소아암 환우의 회복을 돕는 마라톤 대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서울시의사회도 항상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함께하겠다”

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집행부도 이번 대회에 참여했다. 특히 손상호 

정책이사의 10km 마라톤 도전이 눈길을 끌었다. 손 정책이사

는 “처음에는 ‘중간에 힘들면 포기하자’는 생각으로 달렸지만 포

기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시민과 소아암·크론병 환우들, 시

각장애인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달리는 것을 보고 

‘포기’라는 단어를 잊게 됐다”고 전했다. 

다른 의사회 이사진들은 10km 걷기 부문에 참여했다. 

김영태 부회장은 “일요일 이른 아침에 많은 시민이 참석한 모

습을 보니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서울시의사

회도 시민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명

하 부회장은 몇 년 전부터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특히 “의사

회가 오는 6월 2일 ‘서울의사의날 기념 시민건강축제’를 개최하

는데, 많은 시민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에 좋은 시

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성배 총무이사는 “이런 행사에 참여하

다 보면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의사들

이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방원준 정보통신이사는 “의사로

서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참여했는

데,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상욱 정책이사는 “‘소아암환우 

돕기’라는 행사 의미와 함께 서울시의사회가 시민과 걷고 뛰면서 

건강한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동료 의사들과도 정을 나누는 소중

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 의사조깅연맹 노부오 시모죠 회장과 일본 

민간 마라토너 아수히로 요시오카 변호사가 참여해 대회에 의미

를 더하는 한편 서울시의사회 임원진들과도 소중한 만남의 시간

을 가졌다. 노부오 시모죠 회장은 “십수 년 전부터 한국의사마라

톤 회원들과 교류하고 있고, 특히 소아암환우 돕기 마라톤대회는 

1회부터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 의사들이 단지 환

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우들의 

신체적·경제적인 아픔까지 함께 보듬어 주고 있다는 데 감동받

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를 진두지휘한 오승재 정책이사(한국마라톤대회 회

장)는 “대회에 시민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그

런 의미에서 의사들이 함께한다는 것은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의사회와 함께하는 이 대회가 계속 이어지

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거

대한 병마와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3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홍미현 기자 

서울시의사회, 

소아암 환우 희망 품고 달린다 
제16회 소아암 환우 돕기 마라톤대회 개최, 

의사 등 5천여명 참석

박홍준 회장 “천만 서울시민 건강 

무거운 책임감”… 3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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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잠재력을 품은 의학도, 더 넓은 시야를 위해

최재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홍보국장

최
근 의료계는 다양한 분야와의 활발한 협업으로 그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BM

사의 진단솔루션 왓슨(Watson)을 비롯해 인공지능 영상판

독을 시작해 세계의 이목을 끈 산업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과 융합하며 4

차산업혁명 시대에 이바지할 발전 분야로 주목받으며, 의

사의 역할 또한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초의과학자, 의료소송 전문변호사, 보건 분야 공

무원, 의학전문 기자,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창업 등 의사에 대한 각계각층의 수요는 날로 높아지고 있

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의학도의 진출 분야가 다양해지

고 개개인의 가능성을 펼칠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확대됐다

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배출되는 3,000여 명의 의사 국가고시 합

격자들은 대부분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임상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잠재력이 충분한 의학도들이 이러한 직

업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도 없이 진로를 결정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 이러한 기회를 접하더라도 ‘너무 뒤늦게 

안 것이 아닌가?’, ‘나만 남들과 다른 길을 가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에 포기해버리는 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수많

은 의학도 중 새로운 분야 속에서 꿈을 꽃피울 학우는 분명 

존재합니다. 이들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만으로도 의료계의 영

역 확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공학 기

술에 관심을 가진 임상 의사는 신기술의 흐름을 빠르게 따

라가게 되고, 이는 환자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기

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 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진 의학도

들은 다양한 의료사안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목소리를 사

회에 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

면, 의료 영역의 확대와 가치창출의 시너지는 더욱 커지리

라고 확신합니다.

의대생의 학업량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다른 학과와 

교류하거나 색다른 경험을 할 기회가 드뭅니다. 하지만 의

대생은 바뀌어가는 현실을 적극 반영하고 미래 의료계를 

이끌어나가야 할 예비의사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

고 유기적인 의료계에서 의사로서의 발판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대협은 한국의학교육학회와 함께 의

학 교육의 창의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발전을 도모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정을 가진 학우들의 꿈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학술 소모임을 지원하고, 의료소송 

전문 로펌, 국회의원실, 의학신문 등에서의 인턴 기회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학도들이 여러 분야를 접하

고 잠재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배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저희 후배들

의 도전에 큰 힘이 됩니다.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을 저희에게 아낌없이 가르쳐 주십시오. 아틀라스와 

해리슨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

오. 다양한 분야로의 관심과 열정적인 도전을 응원해주십

시오. 의학도들은 오늘도 선배님들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

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지켜 오신 숭고한 가치를 

의료현장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눈여겨 봐주시고, 응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비의사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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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베드로병원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정성 다해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행복과 희망을 주

는 병원이다. 1992년 신경외과로 첫 출발해 현재 척추디스크, 

관절, 뇌혈관, 중풍, 여성 근종, 갑상선, 전립선 등 다양한 진료

과를 보유한 준종합병원이다. 최근에는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안정감 있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2인의 전문의를 통한 협진 시스템

척추, 관절치료로 유명한 강남베드로병원은 신경외과, 정형

외과 이외에도 갑상선외과, 내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재활의

학과, 영상의학과 등 분야별 전문의를 통해 체계적인 협진이 가

능하다. 당일 진료-검사-판독-치료를 시행하는 ‘ONE-STOP’ 

시스템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진료하며 국가지정 건강증진센터

를 운영해 건강 체크를 돕는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

강남베드로병원은 아주 작은 병변도 확실하게 파악하고 진단

하기 위해 대학병원급 검사 장비 3.0T MRI를 보유하며, 각 진료

과에 최첨단 치료 장비들을 아낌없이 투자해 변화하는 의료시

대에 앞장서고 있다. 결단력 있는 투자로 조기 질환을 발견하고 

예방해 100세 시대의 건강 지킴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다.

꾸준한 연구를 통해 발전하는 병원

새로운 의료시대를 이끄는 강남베드로병원에서는 22인의 전

문의가 매일 아침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케이스 분

석과 임상경험을 통해 최고의 치료를 위해 토의한다. 또한, 의료

진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SCI급 논문을 다수 발표해 국내

외 전문의에게 인정받고 있다.

한편 윤강준 대표원장은 “100세 시대를 맞이해 강남베드로병

원을 내원하는 모든 환우 분들께 신체의 건강은 물론 마음까지 

치유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다”고 전

했다. 

따뜻한 치유, 진정한 쾌유를 선물하는

강남베드로병원

릴레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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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황지민 

연세의대 졸업

'만화 그리는 의대생'으로 이름을 알렸고 

다양한 매체에 만화를 연재한 바 있다.  

2017년에는 본과 1·2학년 생활을 담은 

만화책 <디지티, 의학에 반하다>를 출판했다. 
QR 코드를 찍으면 가수 10cm의 ‘봄이 좋냐?’를 개사해 

부른 황지민 작가의 ‘감염이 좋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의사’가 되겠다던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도 환자들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정재호 연세의대 외과학교실 교수

지난 4월 개최된 제52회 유한의학상, 대상의 주인공은 정재호 교

수였다. 세계 최초로 위암 환자의 수술 후 예후와 항암치료 효과

를 예측하는 유전자 기반의 분자진단기술을 연구개발했다. 이는 

10년 동안의 꾸준한 인내와 노력의 결과물이다. 6월호에는 ‘특

집’ 기획으로 정재호 교수와의 인터뷰와 수상 논문을 만나본다. 

서울시의사회가 주관하고 유한양행이 후원하는 유한의학상은 국내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최고 권위의 의학상이다. 국내 의학자들의 연구열 고취와 미래의 의

학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번 수상자는 내과계, 외과계, 지원과 분야 등 각 과를 고려했으며 대상에는 정

재호 연세의대 외과학교실 교수, 우수상에는 조익석 중앙의대 내과학교실 조교

수와 장진영 서울의대 외과학교실 교수가 선정됐다.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정 교수는 ‘Predictive test for chemotherapy response in 

resectable gastric cancer: a multi-cohort, retrospective 

analysis’라는 논문으로 제52회 유한의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그

의 연구로 향후 분자진단검사에 따라 환자마다 수술 후 예후와 

항암제 효과 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정확한 치료 계획

을 제시하고 정밀의료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를 계기로 그는 의학자로서의 공로를 널리 인정받았다. 정 교수는 

<서울의사>와의 만남을 통해 못다 한 수상 소감과 뒷이야기를 전

했다. 

“대상 수상 후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 지난 10년을 돌아봤습니

다. 그간 정신없이 달려온 터라,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하단 말

을 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연구가 진행될 수 있

었던 건 환자들 덕분입니다. 환자가 없다면 의사란 직업도 없고, 

이러한 연구도 없었겠죠?”

이번 연구는 2009년 6월 미국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뒤, 10년

에 걸쳐 완성한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정 교수는 설명한다. 표준

진료지침에서 벗어난 환자들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인다. 

“의사의 의료 행위가 복잡해 보여도 진단과 치료, 크게 두 가지

로 나뉠 수 있죠. 이를 잘 하기 위해 연구하는 겁니다. 이번 연구

는 암 환자 개인의 수술 후 예후와 항암제 반응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시발점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최선의 치료를 하자’는 게 목표였죠. 또한 환자의 수술 후 

예후와 항암치료 반응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의사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됱 테니까요.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건 환자들과 환

자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다시 감사를 표합니다.”

수상을 계기로 정 교수는 10년 동안의 연구의 한 장을 마무리

하고, 향후 환자를 위한 신규 항암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환자 이외에 고마운 이들에게 미안한 마

음과 감사함을 표했다. 

“의사로서의 삶을 돌아보면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가족,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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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유한의학상 수상자



동료들에게요. 특히 연구를 하려면 시간 확보가 필요해요. 동료 

의사들이 저 대신 진료 부담을 떠안아줬죠. 동료들의 지지와 성

원에 미안한 감정이 앞서면서도 무척 감사합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정 교수는 끈질긴 집념으로 연구를 이

끌었다. 아찔했던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잊지 못할 멘토를 따르

면서 그는 연구와 함께 발전했다.  

“지난 2010년 환자 700여명의 단백질과 유전체 분석 차, 미국 

엠디엔더슨 암센터 연구시설에 가게 됐어요. 국내에서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실험방법론과 장비가 세팅된 엠디엔더슨으로 떠

났죠. 1,400여개의 샘플을 이민 가방에 싣고 드라이아이스를 채

워 비행기를 탔는데 LA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드라이아이스가 녹아 축축해진 가방에 붙은 ‘biohazard’라는 

표식이 발목을 잡았다. 엠디엔더슨 측의 안내에 따른 것이었으

나, 공항 측에서는 생물학 테러를 의심했다. 

“고압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더군요. 다행히 명함을 건네고 

설명하니 태도가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웃음) 하지만 불신하는 

분위기에다가, 공항 측의 프로토콜 상 가방을 열어 확인시켜야 

했죠. 전혀 위험한 것이 아니니 맨손으로 물건을 꺼내 하나씩 확

인시켰어요.”

그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으나, 화물용 여객기에 가방을 따로 

실어야 한다는 설명에 정 교수는 아찔해졌다. 그러나 뜻이 있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고 했던가. ‘당신이 하는 일은 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면서 한 공항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엠

디엔더슨에 도착했다. 

“성공은 남이 시켜준다는 말에 공감해요. 곤경에 처했을 때 큰 

도움을 줬던 그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던 데는 故 홍완기 교수님의 응원과 격려가 컸습니다. 미국 

연수 3년 동안 동기 부여해주시고, 다독여주신 분이죠.”

‘연구는 마라톤이다’, ‘연구는 로또가 아니라 한 푼 한 푼 모아 

백만장자가 되는 것과 같다’, ‘70 평생 딱 한 가지 깨달음은 포기

하지 않으면 언젠가 포상을 얻는다는 것이다’… 故 홍완기 교수

는 살아생전 정 교수의 든든한 멘토였다. 

“늘 ‘네가 하는 일이 옳다면 지속하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이 논

문이 발표됐을 때 가장 기뻐하셨죠. 그런데 올해 1월, 갑자기 돌

아가셔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홍 교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려

고도 신무기를 만들지 않나. 의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연구를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 교수는 최근 학회 발표 때마다 故 홍 교수의 사진을 마지막

에 넣는다. 모두가 잊지 말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자신의 마음

에도 연구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깊이 새기기 위해.

“제한된 보험수가 안에서 환자를 많이 봐야 하는 터라, 우리나

라 의사들의 정신적 피로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환경 탓만 할 수

는 없어요. 그럼에도 찾아오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죠. 

적어도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연구는 옵션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언젠간 제대로 된 환경이 되지 

않겠어요? 그때까지 연구의 끈, 놓지 않겠습니다.” 

의사를 꿈꿨을 때의 순수한 초심, 잃지 않겠다

정 교수는 향후 신약개발에 남은 에너지를 쏟을 예정이다. 그

는 최근 비약적인 유전체 분석 기술 발달로 인해 유전자 단일염

기서열 수준까지 진단 해상도가 높아진 데 반해, 여전히 치료제

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지적한다. 신약개발에 대한 노력을 집결

해, 난치성 암 환자들을 치료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약개발은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이 전부 포함돼요. 빅데이너, 

인공지능, IT 이 기술을 모두 합쳐야 가능해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의 산업이 신약개발이죠. 생명과학, 유전학, 

제약학, 공학 등이 다 합쳐진 종합예술입니다. 저는 이 연구에 최

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원하는 하모니를 얻으려면 

누군가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앞으로의 제 역

할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정 교수는 ‘초심을 잃지 않는 의사’가 되

겠다고 말한다. 지식과 술기를 환자들에게 나누는 것, 외과 의사

의 길을 택했던 본과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신념이다. 

“저보다 훨씬 고결한 신념을 가진 의사 동료, 후배들이 많을 겁

니다. 처음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을 때 나쁜 생각을 품은 사람

은 절대 없을 거예요. 대개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의사’를 꿈꿨을 

테죠.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의사의 길을 걷겠습니다.”

‘신념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신념에 대한 보상

은 믿는 바를 보게 되는 것이다’ 정 교수의 연구실에 붙어 있는 문

구다.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신념을 품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

갈 정 교수의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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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nostic single patient classifier) and identify patients who would benefit from adjuvant chemotherapy after 

D2 gastrectomy (predictive single patient classifier).

The single patient classifiers based on a real-time RTPCR assay were designed using several genomic datasets 

from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exploratory study), an internal cohort of patients who received D2 

gastrectomy plus adjuvant chemotherapy or D2 gastrectomy alone (discovery and evaluation study), and an 

external validation cohort treated with D2 gastrectomy plus adjuvant chemotherapy or D2 gastrectomy alone as 

part of the CLASSIC trial (figure 1).

To identify potential candidates for the single patient classifier genes during the exploratory phase of the study, 

we used five cohorts of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with transcriptome profiling data available (n=1259 tumour 

samples); four from GEO DataSets, including one gene expression dataset from a cohort available at the Yonsei 

Cancer Center (GSE15459 [n=200],11 GSE62254 [n=300],13 GSE13861 [n=64],14 and GSE84437 [n=433] internal 

dataset), and one from the TCGA Data Portal (n=26212). We selected these exploratory cohorts because of the 

large sample size, quality of the transcriptome data evaluable (RNA extracted from fresh, non-fixed, tumour 

samples), and availability of the gene expression-based molecular classification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including some information about treatments (appendix pp 1, 20). Treatment information for the 

exploratory cohorts was largely unavailable because these were treated before 2010, when, because of the 

absence of standard guidelines for adjuvant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stage II–.III gastric cancer, different 

regimens or doses were administered as per the treating physician’s discretion.

For the discovery and evaluation of the single patient classifier assay, we used FFPE tumour tissues from a 

cohort of 310 patients with resectable, stage II–II gastric cancer who were treated at the Yonsei Cancer Center 

(Seoul, South Korea) between Jan 1, 2005, and Dec 31, 2010, including 193 specimens from patients treated 

with D2 gastrectomy followed by fluorouracil-based adjuvant chemotherapy and 117 specimens from patients 

treated with surgery alone.

For the external validation of the single patient classifiers, we used a selection of archived FFPE tumour tissues 

from patients with resectable, stage II–II gastric cancer who were part of the multicentre, randomised, open-

label, phase 3 CLASSIC trial4 undertaken in 37 centres in South Korea, China, and Taiwan. Of the 1035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randomised in the CLASSIC trial to receive D2 gastrectomy plus adjuvant chemotherapy (eight 

3-week cycles of oral capecitabine [1000 mg/m²] twice a day on days 1–4 plus intravenous oxaliplatin [130 mg/

m²] on day 1) or surgery only between June, 2006, and June, 2009, 629 tumour specimens were obtained along 

with follow-up data from the high-accruing institutions to use in this retrospective analysis as an independent 

validation cohort.

Specimens from the validation cohort used for RNA extraction in this retrospective study were resected from 

patients aged 18 years or older who had stage II–IIB gastric cancer with no evidence of metastatic disease. 

Patients were assessed for disease by abdominal CT, MRI, or chest radiograph scans. In this retrospective study, 

patients were staged according to the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 cancer staging manual (sixth 

edition).21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at each institution approved use of the procured tissues and 

waived the need for informed consent for this retrospective analysis of anonymous data.



pinteraction=0·60 in the univariate analysis and pinteraction=0·65 in the multivaria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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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와 정신 건강에 대하여 

I. 우리 몸을 크게 둘로 나누면 육체와 정신이 있겠다. 육체는 형태가 있지만 정신은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

지 않다.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신에 대해, 특히 정신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 인간들은 대체로 정신보다 육체를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다. 육체

의 건강을 위해 헬스나 여러 운동 등을 하고, 정신의 건강을 위해 음악 감상이나 미술·공연·영화 관람 등의 문

화 활동, 종교 활동, 독서, 요가, 명상 등을 한다. 

 

 나는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체와 정신이 함께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비율은 거의 5대 5라고 생

각한다. 물론 운동 등의 육체적인 활동을 하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정신적으로도 행복해지니 육체 건강뿐 아니

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육체 건강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정신 건강 또한 육체 건강

에 도움이 되며 상호 보완하고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에 투자하는 데는 대개 인색한 편이다. 우리들은 지금보다도 더 정

신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육체적인 활동뿐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독서를 해야 하

고, 문화 활동도 해야 한다. 요즘 손쉽게 접근하기 쉬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좋은 강의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되겠

다. 또한 여행은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 양쪽에 좋을 것이다. 그래서 너도나도 여행, 여행하는 것이 아닐까.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 중 나는 독서를 적극 추천한다. 돌이켜보면 나도 젊은 시절부터 인문

학책을 포함해 다양한 독서를 많이 했더라면, 내 삶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까지 한다. 

독서가로 유명한 전 법제처 처장 이석연 변호사는 (지금도 실천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

루에 무조건 2시간씩 독서를 한다고 들었다. 다독가로 알려진 현재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한비야 씨는, 

독서 꽤 하는 사람이라는 명함을 내밀려면 적어도 1년에 100권 정도의 책은 읽어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독서의 

깊이와 넓이가 훨씬 못 미치는 관계로 두 분을 예로 들었지만, 아마 내가 모르는 대단한 독서가들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 같다. 나의 독서 습관을 예로 든다면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지 않고, 서점에 가서 작가와 책

글 | 백대현(서초구 방배성모정형외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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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한두 쪽 읽어보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구입한다. 책을 처음 펼치는 날 책의 가장 앞부분에 그 날짜를 기록

한다. 책이 내 취향과 안 맞았을 때 몇 쪽만 읽고는 책꽂이에 넣어두고 개점 휴업인 책도 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 책

들을 다 읽겠지’라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 안 읽으면 안 읽은 대로 끝이다. 어떤 책은 그 자리에 앉아서 2~3시간 만에 완독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좋은 책을 한두 권만이라도 건진다면 그 감동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대만족이다. 내 인생의 책의 발견인 셈이다. 이런 

식으로 책을 부담 없이 대하니 마음은 편하다. 정신 건강을 위해 독서하는 것인데 책으로 인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효과와 같다’라는 리처드 스틸의 말도 있듯, 독서가 정신 건강을 좋게 하

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한다.

 지인에게 이 글을 쓰고 먼저 읽어보라고 보냈더니 이렇게 답이 왔다. ‘글 잘 읽었습니다.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는 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니 육체의 건강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라고….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니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절

대 게을리하지 말자.

II. 사람에게는 남에게 보여지는 내가 있고, 남에게는 말 못할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느낄 수 있는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거의 반반이 아닐까 생각한다. 개인의 행복이란 결국 남이 모르는 나만 아는 내가, 그러한 나 자신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이러

한 이유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의 나 자신을 가꾸고 수양하는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꼭 필

요한 것이 바로 정신 건강이다.  존 밀턴이 쓴 <실락원>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다. 

마음은 천국을 지옥으로 바꿀 수 있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 

III. ‘좋은 책들을 읽는 것은 지난 몇 세기 동안에 걸친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과 같다’ -르네 데카르트

‘가장 싼 값으로 가장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책이다’  -미셸 드 몽테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에 대한 명언은 역시 교보문고 현판에 걸려있는 아래의 문구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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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전공의 1년차 시절, 중환자실 담당 전공의로 일하던 때의 일이다. 

난소암을 앓고 있는 13살의 어린 여자 환자가 외과계 중환자실로 입실하

게 되었다. 난소암 수술이 대개 그렇듯이 수술명은 ‘debulking surgery’였

고, 산부인과와 외과가 협진하여 암이 침범한 것으로 예상되는 복강과 골

반강 내 대부분의 장기를 덜어내는 큰 수술을 진행한 상태였다. 수술 후 일

반병동에서 회복하던 환자는 수술 전 시행한 항암치료와 큰 수술의 영향인

지 백혈구 수치가 계속 떨어지는 추이를 보였다. 결국 전신중증감염에 빠

져 양압이 걸리는 중환자실에서 격리조치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중환자실 입실 이후에는 중환자의학팀 역시 환자의 의학적 관리를 위해 

애썼는데, 무엇보다 매일 아침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피검사 수치 중 백

혈구 수치가 얼마인가였다. 매일 백혈구 증식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

고, 환자의 백혈구 수치는 좀처럼 500을 넘지 못했다. 그런 기간이 1주일이 

넘게 지속되면서 환자의 전신 상태도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자 우리는 마음

이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골수에서 백혈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인 듯했고, 그래서 백혈구 증식주사도 소용이 없는 상태였다.

어느 날 아침 회진 시간, 여전히 500 미만의 백혈구 수치를 본 중환자의

학팀장께서 결연히 외치셨다. “도저히 안 되겠다. 백혈구 수혈을 시도해보

자!” 환자는 Rh+ 0형이었는데, 환자의 가족 중에는 혈액형이 맞는 사람이 

없었나 보다. 결국 그 백혈구 수혈을 내가 하게 되었다. 왜 내가 헌혈을 하

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당시의 나는 너무나 피곤했고 아는 

것도 없이 거의 매일 하룻밤 사이에 한두 명씩 사망하는 중환자실을 지켜

야 하는 공포 속에, 의식의 어느 한 부분을 간신히 부여잡고 매일매일을 버

티기 급급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의 기억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의

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그 환자를 위한 백혈구 성분 수혈 지정 헌혈자로 낙

점이 되어 있었다.

백혈구 성분 수혈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백혈구 증식 주사를 맞아야 했

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 8,000대였던 나의 백혈구 수치가 40,000이 넘

는 것이 확인되자, 백혈구 성분 수혈이 가능하니 진단검사의학과를 방문하

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진단검사의학과를 가기 위해 중환자실 문을 나

서면서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백혈구 성분 헌혈은 4시간이나 걸린

다고 하였고, 낮 시간에 4시간이나 침대에 누워서 잘 수 있다는 사실이 믿

백혈구 수혈
이재명  고려의대 외과 

중환자 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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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다. 그러나 진단검사의학과 침대 위에서 만끽했던 나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다. 헌혈을 위해서 꽂았던 바늘이 혈관벽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인지 1,010개 이상의 과립

구를 뽑아내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속도로 피가 쭉쭉 뽑혀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직원이 친

절하게 “선생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시겠어요? 피가 좀 빨리 흘러나오게요” 하면서 미안해 하였다. 

그러나 내가 잠에 곯아떨어져 있느라 주먹잼잼을 하지 못 하고 피가 뽑혀 나오는 속도가 느려 백혈구 

성분 수집이 늦어지자, 직원은 급기야 “아, 좀 자지 말고 주먹 쥐었다 폈다 하시라니까요. 이래가지고 

언제 헌혈이 끝나겠어요!” 하면서 나를 두들겨 때리면서 깨우는 지경이 되었다.

수십 번을 맞고 깨서 잠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다시 잠들었다를 반복하다 보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나도 짜증이 솟구쳤다. 그러나 어느덧 헌혈이 끝나고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가야 하는 순간이 왔

을 때는 다른 쪽 팔도 내밀면서 새로운 성분 헌혈을 시작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주먹잼잼이 대수일쏘

냐, 몇 시간만 더 누워라도 있을 수 있다면…

다행히도 나의 백혈구 성분 수혈을 맞고 나서 환자의 백혈구 수치는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시

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차차 감염에서도 회복되어 결국에는 일반병동으로 전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 다시 이런 환자를 만나게 된다면 백혈구 성분 수혈을 위해 또다시 진단검사의학과로 갈 의지가 

있는지 생각해본다. 그때의 의학적 결정과 헌혈은 나의 의사 결정이 아니었다. 나는 힘 없고 생각 없는 

외과 전공의 1년차였을 뿐이고, 백혈구 증식 주사의 부작용도 몰랐다. 그러나 환자가 어린 나이에 큰 

병과 사투를 벌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뿌듯했던 

것만은 분명히 기억난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의학적 결정을 지시할 수도 있고, 그때처럼 피곤에 쩔어있지도 않은 지금, 다시

금 백혈구 성분 수혈이 필요한 때가 온다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

지만, 한편으로는 그때보다 10년이나 늙어버린 내 몸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도 하다. 역시 직접 환자를 

만나고 닥쳐봐야 진짜 나의 용기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위 글은 The 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실 수기 공모전 the 아픈 ‘가작’ 수상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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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타워(1995~1999)
건축가: 라파엘 비뇰리(Rafael Viñoly, b.1944)  글│황보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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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서울의사>가 서울 곳곳의 건

축 명작을 소개한다. 황보봉 교수와 

함께 평상시 무심코 지나쳤던 건축

물을 다시 보고, 깊게 알아가는 도

심 속 건축 여행을 떠나본다.  

(사진 1) 종로타워(사진 출처: www.rafaelvinoly.com)



서
울 사대문 안은 기본적으로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와 사직 등 역사유산이 많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능선과 좁고 구

부러진 가로 구성 탓에 현대적인 도시 공간의 구성이 쉽지 않다. 서울시는 다양한 군사적 조건까지 건축물에 까다

롭게 적용하고 있어 서울에서 고층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필연적으로 역사적 환경의 연속성

을 담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축물의 크기와 높이 그리고 형태는 이러한 제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조건들은 경우

에 따라서 시대상의 반영과 미래의 비전을 억압하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한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

시환경의 변화를 두드러지게 느껴지게 하는 데 크게 일조한 고층 상업건물이 하나 있다. 초고층은 아니지만 여전히 높이가 

33층 약 134m에 이르는 이 건물은 상층부에 30m에 달하는 빈 공간(void)를 두고 최상층부에는 구름이 떠 있는 듯한 덩어

리(mass)를 갖춘 특이한 모양의 외관으로 일반인의 시선을 잡아끈다. (사진 1)

종각 맞은편에 위치한 종로타워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 실업가 박흥식의 국내 자본으로 세워진 화신백화점을 철거한 

자리에 들어선 대형건축물이다. (사진 2) 기존의 백화점 건물은 제1세대 조선인 건축가로 알려진 박길룡(1898~1943)이 

설계한 것으로 한국인이 설계한 근대건축 작품으로는 손에 꼽힐 정도로 잘 알려진 작품이었다. 고단한 근·현대사의 현

장에 세워지는 신축 건물답게 종로타워는 건축계획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논의와 어려움이 이어졌다. 1984년 화신백화점 

철거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실제로 새 건물이 들어설 때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종로타워가 위치한 장소의 특

성은 많은 건축가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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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1983년경 화신백화점 전경(사진 출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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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화신백화점 해체 후 한보그룹이 인수했던 화신백화점은 김무언의 디자인을 

통해 기존의 파사드를 저층부에 남겨두는 등 보수적인 접근을 취했지만 곧 삼성생명이 

부지를 인수하고 미국계 건축회사인 엘레비 베킷(Ellerbe Becket)을 통해 재건축을 추

진했다. 엘레비 버킷의 18층 규모의 계획안(c.1990) 또한 완공을 앞둔 1993년 전격 공

사가 중단되고 건축주인 삼성물산이 한정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새롭게 낙점한 작품이 

현재의 건물이다. 애초에 시도되었던 엘레비 버킷의 디자인은 도심에 활력을 주기에는 

무언가 아쉬웠던 면이 있었고 존재감도 특별히 느껴지지 않았다. (사진 3) 하지만 공사

중단과 새 건축안의 도출은 당시 서울시의 도시재개발 관련 법 규정 개정과 더욱 긴밀

하게 연계되어 있다. 사선제한 등 일부 고층 건물의 건립에 장애가 되었던 요소가 완화

되면서 기존안보다 고층 건물 설계가 더욱 가능해졌고 용도 또한 백화점이 아닌 사무

소 건물로 바뀌게 된다. 

우루과이 출신의 유명 건축가 라파엘 비뇰리(Rafael 

Viñoly, b.1944)가 1995년 설계하고 1999년에 완공한 이 작

품은 메트로폴리탄 서울시의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였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비판도 많이 받았던 작품

이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이 건물은 최상의 입지적 조건과 

더불어 자극적인 조형미 덕분에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제한 공모에서 선정된 비뇰리의 디자인은 건설 

중이던 기존 구조물을 활용하는 동시에 대담한 발상으로 장

소의 성격을 확연히 바꾸어 놓았다. 우선 18층 건물은 33층으로 높이가 상당히 높아졌

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세 개의 강철 파일론을 코어의 형태로 대지 가장자리에 설치

하고 리프트-업(lift-up) 공법을 통해 완성된 구조물을 들어 올려 설치했다. 가운데 보

이드 공간은 기존 18층 규모에 맞게 설계된 기초구조물의 한계를 고려하여 비워둔 것

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시각적으로 하이테크(high-tech) 건축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아예 공중으로 띄어 올려 탑 클라우드(Top cloud)로 불리우는 최상부의 전망 레

스토랑은 많은 비평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건물 완공 후 가장 인기가 많은 장소로 떠 

올랐고 도시환경에 시각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데 충분히 일조했다. (사진 4) 이 레스토

랑은 아쉽게도 최근 영업이 종료되고 그 공간은 사무실로 용도가 전용되었다고 한다.      

라파엘 비뇰리의 작품에서 하이테크로 불리는 건축방식이 회자된 것은 근대건축

의 흐름에서 이러한 건축적 성향이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차드 로

저스가 설계한 런던의 로이드은행(Lloyd Bank, 1978~1984)과 파리의 퐁피두 센터

(Centre Pompidou, 1971~1977) 그리고 노먼 포스터 설계의 홍콩상하이은행(HSBC) 

본점(1979~1986) 등은 건축물 외관에 나타나는 기계장치물과 세련된 기술력의 표현

을 통해 기계미학으로 대표되는 근대건축을 역사적 환경에서 더욱 심화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했다. (사진 5, 6) 비뇰리의 종로타워는 앞서 도쿄 도심에 설계된 도쿄국제포럼

◀(사진 3) 
엘레비 베킷 작품의 삼성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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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997)에서 선보였던 하이테크 건축의 매력을 서울에 선사하려는 

야심적인 시도였다. 비뇰리는 도쿄국제포럼 설계과정에서 4개의 지하철 

덕분에 국제 포럼에 유입되는 엄청난 인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넓은 광장

을 실내·외에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 대처하는 한편 대형 유리 파

넬과 구조물의 노출을 통해 구조적인 안정과 자신감을 피력했다. 주변의 

박스형 사무소 건물들과 확연히 비교되는 비뇰리의 작품은 도시의 지향점

을 설정하고 활력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진 7) 

종로타워와 연관된 대부분의 비판은 필연적으로 지역성과 장소성에 밀

접한 역사와 문화 등 조선시대와 개항기 그리고 강점기의 정서와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한편, 

서울 도심에 새로 들어선 건물

들은 대개 통유리로 피복된 매

끈한 외관에 상당히 세련된 현

대도시의 외관을 갖춰가는 형

편이다. 가로에서의 접근을 고

려한 보행자 친화형 공간을 선

보이거나 환경 조각을 설치하

여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기대

하기도 한다. 건축가들은 현대

건축의 기술적·시각적인 매력

을 드러내고 다양한 방식으로 

박스형의 정형화된 모습도 벗

어나려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여년전 완공된 비뇰리의 종로타워에서 가장 도전적으로 연출됐

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8, 9) 종로타워의 매력은 역

사적 맥락이 풍부한 동시에 현대 도시환경 구성에 어려움으로 남아 있는 

인문사회적 요소를 적극 배제하고 기술과 기능에 충실하게 하이테크의 이

미지를 채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입장을 택한 점이다.   

○●라파엘 비뇰리

우루과이 태생의 미국 건축가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에서 건축학 공부를 

마친 뒤 하버드대학에서 잠시 학생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1983년 미국 뉴욕

에 건축사무실을 설립했다. 도전적이고 다이내믹한 건축적 성향 덕분에 미국,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 많은 작품을 완성했다. 특히 

도쿄국제포럼(1989) 설계를 통해 일약 세계적인 건축가에 반열에 오르게 된 

비뇰리는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양한 혁신과 도전적 시도를 통해 상당수의 작

품을 세계 곳곳에 완공시켰다. 종로타워는 2000년 서울시건축상을 수상했으

며 국내·외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배경으로 등장한 바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맛집’은 평범한 수식어가 됐다. 너도나

도 맛집인 요즘, 소문으로 번창해 근 6년간 5개의 지점을 오픈한 

진짜배기를 소개한다. 2013년에 개원한 육전식당의 시작은 식

사류였으나 고급스러운 육질의 한돈으로 유명해졌다. 일등공신

은 바로 ‘목살’이다. 최상급 한돈을 사용하기 때문일까. 특별한 

비법 없이 부드럽고 쫄깃한 맛이 일품이다. 두툼한 통목살, 통삼

겹살은 육즙이 가득해 양념 없이 달콤하며 입에서 사르르 녹는

다. 강점은 ‘부드러움’. 제철에 맞춰 변경되는 반찬도 자랑 거리

다. 입안을 환기시켜 주는 향긋한 참나물 무침, 겉절이 등이 조

화를 이룬다. 이 밖에도 갓, 깻잎, 케일, 열무 등의 장아찌가 느

끼한 맛을 깔끔하게 잡아주고 안데스 소금, 생와사비, 갈치 속젓 

등 다양한 소스가 준비돼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

객들이 꼭 빼놓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볶음밥이다. 채 썬 양

배추와 양파, 볶음 김치와 날치알을 버터와 함께 볶아 치즈 가루

를 뿌려주면 완성. 연어알이 톡톡 터지는 재미와 아삭한 야채들, 

고소한 치즈맛이 어우러져 마지막까지 푸짐하고 만족스러운 식

사를 할 수 있다. 제육, 냉이가 들어간 된장찌개도 식사로 별미

다.

1호점 주변에는 2호점과 3호점이 5분 거리에 있다. 3호점은 

비교적 넓어 단체 예약이 가능하고, 2호점은 오후부터 오픈해, 

새벽까지 운영 중이다. 육전식당 백혜정 운영 본부장은 진심과 

정성을 모토로, “정성을 담은 공간에서 즐거운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항상 웃으며 고객들

을 대하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한다. 덕분에 육전식당은 친근하

고 편안한 분위기가 돋보인다. 모든 직원은 바쁜 와중에도 늘 활

기차다. 항상 웃으면서 고객을 대할 것. 그것이 육전식당의 모토

다.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 중이며, 1호점 경우 2층에 

대기실이 있어 언제든 편하게 올 수 있다. 4호점 강남, 5호점 충

무로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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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30길 16(1호점)

영       업  오전 11시~오후 11시, (휴식시간 오후 3시~오후 4시)

전       화 02-2253-6373

지       점 2호점 02-926-6373 오후 3시~오전 1시

      3호점 02-2234-6373 오전 11시~오후 11시

      4호점 02-3452-6373 오전 11시 30분~오후 11시

      5호점 02-2269-5522 오전 11시~오후 11시

가       격 통목살 150g 1만 5천원

      통삼겹살 150g 1만 5천원

      항정살 150g 1만 8천원

진심과 정성을 담은 고깃집,

육전식당

목살과 삼겹살

목살과 삼겹살된장찌개 케일 짱아찌

56   SEOUL DOCTOR

동대문구의사회 추천 맛집

추천

맛집1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요식업계에서 50년 

전통을 지켜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인기메뉴 

‘양념갈비’의 최고급 소고기는 깊고 진한 육

즙과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갖고 있어 단골  

손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 맛의 비결

은 정성과 노력에 있다. 양념 과정에서 삼투압 

작용을 하는 소고기의 육질을 살리기 위해 최

고급 참기름으로 깊은 맛을 표현했다. 주방장

의 컨디션에 따라 맛이 달라지지 않도록 염도

와 당도계를 사용해 맛의 표준화를 도입하면

서 국내는 물론, 국외의 외국인들에게도 유명

한 맛집으로 자리매김했다. 홍릉갈비집은 당

시 한국에서 보편화되지 않았던 ‘식당 앞치마 

나눠주기’, 가족단위 고객들을 위해 악어 수족

관을 가져다 놓으면서 세세한 서비스와 마케

팅을 도입했다. 또한 전문화된 메뉴를 위해 수

십 종의 메뉴를 과감히 정리하고 소갈비 중심

으로 메뉴를 개발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

의 홍릉갈비집을 완성한 게 아닐까. 한결같은 

서비스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홍릉갈비집

을 추천한다.     

위       치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85 (청량리동)

영       업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전       화 02-966-0420

메       뉴 한우 생갈비 7만 5천원

      양념 갈비 4만 2천원

      生 갈비 5만 1천원

      불고기 3만 9천원

      한우 안창살 5만 6천원

      육회 4만원

50년,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홍릉갈비집’

생갈비 양념갈비

육회

물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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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맛집2



딱 30분,

영휘원을 거닐다 

동대문구 청량리에 자리한 

영휘원은 고종의 후비 순헌

귀비 엄씨의 원(園)으로, 서

울의 조선 왕릉 중 하나다. 

돌담 안으로 들어서면 소란

한 도심과 완전히 차단된다. 

초여름의 싱그러움을 눈으

로 한 번, 사방에서 풍기는 

풀냄새로 두 번 느낄 수 있는 

영휘원으로 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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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명소

동대문구의사회 추천 명소



억겹의 시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대개의 왕릉은 때때로 둥

글한 능선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가령 일주일로

도 다 둘러보기 어렵다는 경주의 왕릉들이 그렇다. 영휘원은 그

에 비할 규모는 아니지만, 거닐다 보면 자연스레 고른 숨을 내뱉

게 된다. 

영휘원을 찾는 주민들은 홀로 산책을 즐기거나 삼삼오오 둘

러앉아 일상을 나눈다. 무성한 나무들이 제공하는 그늘과 맑은 

공기는 당연히 공짜. 갖가지 꽃들과 활기차게 날아다니는 나비

들은 눈요기다. 

특히 영휘원 앞에 자리한 산사나무는 수려하고 웅대한 자태

로 2009년 천연기념물 제506호에 지정되기도 했다. 한때 우리

나라의 산사나무를 대표했으나, 안타깝게도 태풍의 영향과 생

리적 노쇠로 지정 해제됐다. 지금은 기둥만 우두커니 남아 오랜 

세월을 나타내고 있다. 

영휘원 옆으로는 순헌귀비 엄씨의 손자 이진(영친왕과 이방

자 사이의 아들)의 원(園)인 숭인원도 있어, 두 개의 왕릉 주변을 

거닐기 좋다. 한 많은 시대의 끝자락에 발자취를 남긴 역사 속 

인물들의 묘소와 자연이 어우러진 영휘원, 언젠가 잠깐 들러 걸

어보면 어떨까.   

▶원(園): 왕의 사친이나 왕세자와 그 빈의 무덤을 일컫는다. 

▶순헌귀비 엄씨: 명성왕후 시해 후 고종을 섬겨 아들(훗날 영친왕)

을 낳아 귀인으로 책봉됐다. 이후 황귀비까지 책봉됐으며, 신교육에 많

은 관심을 가져 양정의숙과 진명여학교, 숙명여학교 설립에 힘썼다. 

●운   영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월요일 휴무) 

●입장료 1인당 천원/동대문 거주 시 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무료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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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흔한 통념과는 달리, 마녀는 원래 사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한자문화권에 그 개념이 소개되면서 악마의 하

수인이라는 왜곡된 이해에 바탕해 ‘마녀(魔女)’라고 번역됐으나, 영어로는 ‘witch’, 즉 여자마법사, 여자무당에 

가까운 의미였습니다.

  이들은 현대에도 고립된 원시 부족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질병 치료, 제약, 출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의사이

자, 점을 쳐서 길흉을 점치는 점복사, 그리고 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성직자였습니다.

2 마녀가 악마의 하수인으로 지목되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낙인찍히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쇠퇴에서 기인합니다. 13세기에 이르러 시작된 상업자본의 축적과 화폐경제의 성장은 교회와 신앙을 

중심으로 한 중세적 기독교 질서를 외부에서 뿌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14세기에 이르러 내부적으로도 교회의 타

락과 부패가 극에 달하자,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서 여러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중 도미니코 수도회는 

타락한 교회를 질타하기 위해 하나님·예수와 대립된 존재로 악마·마녀의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마녀를 

사냥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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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군’과 ‘법률양’의 밀당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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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년 교황이 ‘긴급요청’ 회칙을 발표해 마녀가 존재함을 공언했습니다. 이어서 1487년 도미니코 수도회 성직자 

2명이 ‘마녀의 망치’라는 마녀사냥 지침서가 발간되면서, 흔히 말하는 중세의 마녀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3 마녀재판은 가톨릭교회가 가장 약화되었던 17세기에 극에 달했는데, 이는 ‘근본주의의 창궐은 특정체제에 

위기가 닥쳤음을 반영하는 증상’의 전형적인 발현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국토

가 초토화되고 지배층에 대한 피지배층의 불만과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에 명분과 계급을 강조하는(그리고 여성을 

핍박하는) 근본주의적인 성리학 이념이 강조된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지요.

  마녀재판의 대상은 당연히 ‘마녀’였는데, 종교적인 판단기준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마녀로 지목돼 처형된 사람들

은 대부분 부유한 과부들과 무신론적 지식을 습득한 미혼여성들이었습니다.

  마녀재판에 소요된 비용 일체, 즉 마녀를 고문할 고문기술자의 일당, 고문도구 대여료, 마녀재판 판사의 일당, 체포 

시 소요된 자경단의 일당, 화형용 장작값, 그리고 교황에게 내야 하는 ‘마녀세(!)’까지 마녀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이

를 핑계로 마녀의 전재산은 교회에 몰수되었고, 이 달콤한 경제적 유혹으로 인해 남성 보호자가 없는 부유한 과부들

이 무수히 불태워졌습니다. 무신론적 지식을 습득한 미혼여성들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차

원에서 역시 불태워졌습니다.

4 이후 18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로 지목돼 희생됐고, 저명한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에 

따르면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마녀(간혹 마법사)라는 죄목으로 처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

근까지 마녀재판은 동화속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최근? 그렇습니다. 마녀재판이 공식적으로 사라

진 것은 유럽에서는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1970년대입니다.



  마녀재판, 아니 마녀사냥은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황당하다 못해 분노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신앙의 현세적 

구현이자 법의 엄정한 집행으로서 당연시됐고, 지배층은 피지배층에게 여성을 벌거벗겨 산채로 불태우는 선정적 볼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기꺼이 이를 지지했습니다.

5 대부분은 이러한 마녀사냥을 ‘서양의 일’,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2017년 이른바 

‘240번 버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버스기사가 어린아이만 내리고 아이의 엄마는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승객들

의 하차 요구에도 버스를 운행했다는 아이 엄마와 최초유포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시작된 사건이었는데, 많은 사람들

은 아직 사실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버스 기사를 비난해 ‘천하의 나쁜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하고 ‘버스기사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것이고 잘못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지

만, 그 버스 기사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그 버스 기사에 대해 비난할 때만큼의 사과나 위로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

순이 넘은 그 버스 기사는 중앙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살충동을 느꼈으며, 사흘 동안 잠도 못 자고 밥 한 끼도 못 먹

었다’고 토로했습니다.

6 ‘김영애 황토팩 사건’은 또 어떨까요? 이제는 고인이 된 탤런트 김영애는 오랜 기간 쌓아온 자신의 이미지와 각

고의 노력으로 황토팩 사업에서 성공해 연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명 PD가 만드는 

한 소비자고발프로그램은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발견됐다’라고 방송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의 사업은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고, 이미지 역시 큰 손상을 입었으며, 남편과 불화가 생겨 이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후 식약청은 ‘황토팩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중금속이라고 방송한 성분은 황토 고유

의 자성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소비자고발프로그램과 그 PD는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사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2012년 채선당 임산부 폭행 사건, 2012년 교보문고 푸

드코트 화상 사건, 2015년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등이 모두 ‘일방적 주장 – 사실 확인 없는 마녀사냥 – 주장과 반대

되는 사실의 확인’이라는 전형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통적으로, 피해자들은 어떠한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

다. 불태워진 ‘마녀’와 같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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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군’과 ‘법률양’의 밀당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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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전성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

교육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7   우리 중 어느 누구에게도 ‘마녀를 사냥할 권리’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단죄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

당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의 의무일 뿐이고, 이 역시 ‘가능한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가능할 뿐입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를 단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그 이전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중세의 마

녀사냥이 무고한 자의 육신을 마을의 광장에서 불태운 것이라면, 현대의 마녀사냥은 무고한 자의 영혼을 여론의 광장

에서 불태우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호기심의 충족은 법이 보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국민은 단죄의 과정을 알아야 한다는 ‘알 권리’라는 것은, 시청률/클

릭수를 올리기 위한 언론사의 양두구육이 아닌지 항상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 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신앙을 핑계로 무고한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우는 것에 동의한 중세 사람들과 우리들을 별로 다르지 않게 볼 

테니까요.



이 달의 어플

서울시의사회 회원이 추천하는 

애플리케이션            워크온

⁍걸음이 혜택이 되는 플랫폼 

목표 걸음을 달성하면 혜택이 쏟아진다! 워크온은 목표걸음 

달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웰니스 서비스다. 성별과 

나이, 키와 몸무게에 따라 가장 적합한 걸음 수를 알려주고 연락

처를 동기화하면 친구들과 걸음 수를 비교할 수 있다. 시간대별 

걷기 경로 및 수면 시간, 비활동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 

메뉴를 통해 주간, 월간별로 걸음 수와 칼로리 소모량, 연령별 

평균 걸음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워크온이 선물하는 걸음의 혜택의 첫 번째는 바로 기부다. 목

표 걸음이 모이면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금으로 전달된다. 일상

을 기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쿠폰이다. ‘내주변’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주변 가게의 할인권을 걸음 수로 구매할 수 있다. 건강

도 지키고 지갑 사정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혜택이다.

워크온은 나와 워크온 사용자 전체 순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자동 기록이 된다.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 교류할 수도 있으며, 그 안에서 랭킹이 선정돼 사용자간 

도전의식을 일으켜 지루함을 덜어준다. 또 GPS 기능을 기반으

로 주변 산책로를 추천해주는 카테고리 또한 쏠쏠한 재미다. 올

여름, 삶이 윤택해지는 워크온과 ‘걷기’를 시작해보자.  
◼ 워크온 사용 방법 ◼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검색 

후 다운로드 > 애플리케이션 실행 후 워크온 회원으로 

가입 > 나의 맞춤형 목표 걸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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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 

써 보니, 다른 워킹 앱과 비슷합니다. 제 전화번호부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을 하면서 운동을 독려하는 

것이 이런 워킹 앱의 킬링 포인트입니다. 경쟁 상대 친구를 5명까지로만 제한 한 것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걸었을 때 보내주는 응원 메시지에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청 시민건강국과도 협업을 많이 하는 앱이라고 들었는데, 시민 건강을 지키는 좋은 앱으로 성장하길 

바래 봅니다. 걷자 서울 파이팅!!!

사용 후기



❶ 워크온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❸  내 지역, 혹은 집단 커뮤니티에 

가입한다

❷  회원가입 후 내 키와 몸무게, 성별

과 나이에 맞는 목표를 확인한다

❹  ‘스폰서’, ‘기부’, ‘내주변’ 쿠폰을 

찾아 챌린지를 시작한다

❶

❸

❷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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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경성현 

커피앤컬쳐 웹진 <커피와>편집위원, 

재즈칼럼니스트, 커피로스터, 포토그래퍼

• 커피로스터이자 바리스타 강사지만 틈틈이 책과 

재즈를 커피에 엮어 컬럼을 쓰고 있다.

자료제공｜전광수커피

1996년 창립한 이래, 오늘날 전광수커피는 자

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커피전문가를 양성하는 

아카데미와 대한민국 최고의 핸드드립 커피전문

점을 동문들과 함께 운영하는 회사로 발전했습

니다.

전광수커피의 중점 사업은 개성 있고 감동적인 

블렌드커피,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커피전문가 

교육,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입니다.

전광수커피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취향을 

찾고 즐길 수 있도록 대중에게 커피 문화를 전파

하고 수준 높은 커피와 지식을 전하기 위해 과감

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고객이 함께 공

감할 수 있는 커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984>, 조지 오웰, 민음사

<1984>는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1984>의 세계는 세 국가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세 국가는 서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인다고 가정한다. 그중 소설의 배경인 ‘오세아니아’는 전쟁을 핑계로 자국민을 통제, 감시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한 극단의 전체주의 국가다. 소설은 도입부부터 충격적이다. 주인공 윈스턴이 거주하는 공간인 ‘승리 맨션’ 곳곳에는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빅 브라더’의 초상이 곳곳에 붙어 있다. ‘승리 맨션’ 내부엔 언제든 거주인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인 ‘텔레스크

린’이 설치돼 있다. 윈스턴이 ‘승리주(酒)’를 마시고 ‘승리연(煙)’을 피며 바라보는 건 300m 높이의 건물에 붙어 있는 당의 세 가지 

슬로건이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1984, 민음사 13p)

이 세 가지 당의 구호를 읽는 순간, 마치 파놉티콘을 연상케 하는 오싹함을 느끼게 된다. 평화를 위한 수단은 역설적이게도 전쟁

이다. 빅 브라더는 전쟁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을 이용해 사고와 행동을 획일화하는 목적에 이용한다. 자유가 예속이라는 구호 역

문학 속에서 
커피 향을 찾다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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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마찬가지다. 순수한 의미의 자유가 인식돼서는 절대 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국민의 무지는 더욱 그 의도가 명확하

다. 비민주적 독재 사회일수록 소위 ‘깨어있는 시민’이 위정자들에겐 가장 두려운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빅 브라더가 거느리는 오세아니아는 오직 빅 브라더의 지배 체제를 위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다. 사상의 강제 

주입뿐만 아니라 인간 본능의 억압은 물론 과거의 사실마저도 완벽하게 조작한다. 과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역사 자체를 조작한다는 뜻이다. 하급 당원인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우연히 얻게 된 일기장을 기록하면서부터 빅 브라더 체제

에 의심을 품게 되고 사랑이라는 원초적인 감정에 눈을 뜨게 된다. 하지만 체제의 불합리를 자각한 윈스턴이 인간 정신을 지키고

자 처절하게 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은 비참한 결말로 끝이 난다.

<1984>를 읽고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끔찍한 나머지 ‘1984’와 같은 체제의 세계는 현실에서 도저히 존재할 수 없으

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1984’는 조지 오웰이 마치 공상하듯 쓴 것처럼 단지 그의 상상에만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가령 범

죄 예방이라는 목적 내지는 순기능에도 불구, 감시 카메라 설치 확대는 사생활 노출 문제를 점점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은밀

히 행해지고 유통되는 불법 촬영의 폐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스마트폰의 전원을 켜고 있는 이상 각종 개인 정보와 위치, 

대화, 행동, 다녀간 흔적 따위를 감시자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언제든 노출시킬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실제적 ‘1984’ 사회가 

도래했다고도 볼 수 있다.

“길 아래쪽 어디에선가 커피 – 승리 커피가 아니라 진짜 커피 

- 끓이는 냄새가 풍겨왔다. 윈스턴은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

췄다. 그는 잠시 반쯤 잊어버린 유년 시절로 돌아갔다. 그런데 갑

자기 문이 쾅 닫히면서 커피 끓이는 냄새가 무슨 소리이기나 한 

것처럼 뚝 끊겨버렸다.” (1984, 민음사 115p)

거의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공회당 저녁 모임에 빠진 윈

스턴이 방황하던 길에 맡은 커피 향은 ‘승리 커피’가 아니라 ‘진

짜 커피’ 향이다. 그 순간 그는 유년 시절을 회상한다. 마치 따뜻

한 홍차에 마들렌을 찍어 먹으며 잊고 있었던 과거를 떠올리는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한 장면을 보는 

듯 기시감이 드는 대목이다. ‘진짜 커피’의 시대는 아마도 빅 브

라더 체제 이전의 세계였을 것이다. 커피가 시대를 구분하는 지

표가 된 것이다. 빅 브라더에 대한 회의가 윈스턴의 의식 세계에 

서서히 틈을 내고 있을 때 우연히 접한 커피 향이 그 균열을 점점 

더 크게 만들게 되리라는 걸 예고한다. 그렇다면 2019년 지금 우

리가 마시고 있는 커피는 ‘승리 커피’일까? ‘진짜 커피’일까?   



일반 아마추어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백스윙 때 탑의 자세에

서 왼팔을 펴야 하는지, 구부려도 되는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과연 

무엇일까. 우선 왼팔의 역할을 알아보고 질문의 답을 풀어보자. 

왼팔은 내 공간의 잣대다

강재원 KPGA 프로(jtbc골프 소속)

Golf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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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스윙 때 탑의 자세에서 왼팔을 곧게 펴야 하는지? 아니면 구

부려도 되는지?’라는 질문의 답은 ‘억지로 곧게 펴지 않아도 된

다’다. 다르게 표현하면 약간 구부려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 대답

이 애매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길 바란

다. 백스윙 때 탑의 자세에서 왼팔을 너무 구부리거나 억지로 곧

게 펴는 자세는 왼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 힘에 의해 여러 복

잡한 상황이 나타난다. 일단 왼팔이 너무 강해지면 왼쪽 어깨 부

분이 경직된다. 자연스러운 왼팔의 움직임에 의해 따라오는 움직

임이 이상적인데, 왼쪽 어깨가 경직되면 어려워진다. 왼쪽 어깨

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우면, 인위적인 어깨 회전을 해야 한다. 

그래야 어느 정도의 백스윙 형태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왼팔을 

억지로 곧게 펴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연스러운 어드레스 

시 왼팔처럼 백스윙 때도 자연스럽게 펴지는 것이 가장 좋다.  

먼저 필자는 골프스윙에서 개인의 공간이라고 칭하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드레스할 때 왼팔의 길이+골프클

럽의 길이로, 개인 골프스윙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백스윙 시 그대로 갔다가 다운스윙 시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골프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고 필자는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는 이러한 공간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한다. 

이는 골프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춘다. 반대로 프로들의 스윙

을 잘 보면, 이러한 공간이 일정하게 나온다. 이것이 프로와 아마

추어의 확연히 다른 점이다.  

어드레스 때의 왼팔은 늘어트린 상태에서 펴져 있는 것이 좋

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공간이 된다. 백스윙 때 자연스럽

게 펴져 있는 왼팔의 느낌으로 탑스윙까지 가는 것이 가장 이상

적이다. 하지만 왼팔을 너무 곧게 펴려고 힘을 주면, 또 다른 여러 

복잡한 방해를 불러일으킨다. 필자는 백스윙 때 인위적으로 왼팔

을 곧게 펴는 행동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백스윙 때 탑의 자세에서 왼팔이 너무 구부려진 형태 역시 마

찬가지로 올바른 왼팔의 자세가 아니다. 왼팔에는 세 부분의 관

절이 존재한다. 손목의 관절, 팔꿈치의 관절, 어깨의 관절이 왼

팔의 구성이다. 백스윙 때 왼팔을 너무 구부리면 이러한 세 부분

의 관절 중 하나가 심하게 꺾인다. 그러면 관절이 더 이상 연결고

리 역할을 못 한다. 관절이 연결고리 역할을 못 하면 백스윙 시 왼

쪽 어깨 회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몸의 움직임이 인위적으

로 변한다. 왼쪽 어깨가 각자의 턱 밑으로 파고들어 오는 움직임 

또는, 그 느낌을 갖고 있어야 백스윙의 탑 형태가 완성이 된다. 왼

팔의 역할과 형태는 이를 위한 연결고리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된

다. 

필자가 강조하는 심플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러한 심플함은 자연스러움이 항상 동반되는데, 이는 역학적인 

몸의 구조를 알면 도움 된다. 결국 프로들이 이야기하는 어깨 회

전은 ‘골프클럽의 움직임에 따라 왼쪽 어깨가 따라 움직이는 것

이 가장 이상적인 백스윙의 움직임’이다. 백스윙 때 왼팔이 지나

치게 구부러지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몸의 움직임은 제한적이다. 

백스윙 때 약간의 구부러짐은 괜찮다고 보지만 지나치게 관절이 

꺾이는 것처럼 구부러지면 백스윙 자체가 힘들다. 따라서 지나치

게 구부러지는 왼팔은 적절치 않다. 

왼팔은 개인의 공간뿐 아니라 왼쪽 어깨의 움직임을 자연스럽

게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 백스윙 때 억지로 왼팔을 

곧게 펴는 것도, 지나치게 왼팔이 구부러지는 것도 좋지 않다. 자

연스러운 어드레스의 연장선으로 왼팔의 느낌을 갖고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듯하다.     



서울 나들이,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은 곳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이곳이 아닐까.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많은 외국인이 

빈대떡과 떡볶이, 마약 김밥을 먹고 있다. 메뉴판에 영

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준비된 곳이 한둘이 아니다. 오

늘, 한국의 매력을 품고 있는 광장시장의 관광객이 돼

보자.

영업  광장 시장 / 오전 9시~오후 6시, 일요일 휴무

      먹자 골목 / 오전 9시~오후 11시, 연중무휴

      구제 상가 / 오전 10시~오후 7시, 일요일 휴무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88

 찾아오는 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8번 출구

 지하철 2호선, 5호선 을지로 4가역 4번 출구

시.장.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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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의 성지, 먹자골목

①빈대떡

 이른 아침부터 빈대떡집은 사람으로 가득 차있다. 유명 맛집은 1호점, 2호점까지 인산

인해을 이루고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도 막걸리를 시원하게 들이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

다. 겹겹이 쌓인 빈대떡은 사람들의 입속으로 사라진다. 녹두를 갈고, 숙주와 백김치를 넣

어 바삭하게 튀긴 빈대떡은 4천원에 판매된다. 기름에 푹 담가 앞뒤로 정성스레 뒤집어가

며 만든 빈대떡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기 그지없다. 찬으로는 간장 양파와 김치가 

나와, 기름진 튀김을 깔끔하게 잡아준다.

②마약 김밥

 빈대떡과 함께 이름을 날리는 마약김밥은 밥과 단무지, 당근을 마른 김에 말아 기름칠

을 하고, 특별한 겨자소스와 함께 판매된다.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어묵국물과 먹으면 금세 

배가 통통해진다. 톡 쏘는 겨자소스와 김밥이 만나, 이름처럼 중독이 될듯하다. 김밥과 빈

대떡, 떡볶이나 닭발과 함께 판매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김밥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게

들도 있다. 

③육회

 조금 더 걸어가면 요즘 ‘핫한’ 육회거리가 나온다. 육회 한 접시에 1만 5천원, 육회 덮밥

은 7천원.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가격이다. 저렴한 가격에도 신선하고 푸짐한 육회 위에 

계란 노른자가 올라가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육회 덮밥의 토핑은 가게마다 다양

하지만, 푸짐한 야채와 상큼한 맛을 자랑한다. 최근에는 차별화를 위해 육회 위에 낙지 탕

탕이를 올려 판매하는 가게도 있다.

⁍ 혼자 알고 싶은 보물 창고, 구제 상가

 먹자골목을 지나면 각종 천과 이불 가게, 그리고 관광손님을 위한 기념품 매장이 다양

하게 문을 열었다. 그 길 끝에는 ‘수입구제’ 라고 표기된 입구가 여러 군데 보인다. 세상에

서 단 하나뿐인 좋은 품질의 의류와 아이템이 모여 있어 패션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에게 

보물창고와 같은 곳이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 어린 학생들도 삼삼오오 모여 구경하기 바

쁘다. 더불어 광장시장에서는 패션쇼, 명절 방송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초의 상설시장

널리 모아 간직한다, 그 뜻답게 광장시장은 긴 세월의 흐름을 간직하고 있다. 1905년 일제가 화

폐정리사업을 단행하면서 조선 상인의 기반을 흔들자, 조선 상인들이 모여 광장주식회사를 설립

했다. 그때 순수 조선 자본으로 운영한 곳이 광장시장이다. 먹자골목과 구제 상가, 한복집 등 다양

한 상점들이 즐비해 있다. 종로5가 8번 출구에서 나와 100m가량 걸어가면 고소한 기름 냄새가 풍

긴다. 이곳저곳에서 두툼하고 커다란 빈대떡을 튀겨 관광객의 눈과 코를 줄겁게 하고, 한쪽에서는 

다양한 빈티지룩이 진열돼 있어, 쇼핑의 설렘을 안겨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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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용단과 정구호의 콜라보로 완성된 대형 전통 신작 <색

동>이 오는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7월,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 라인업 공

개 시 기대되는 신작으로 뽑혔던 <색동>, 그 출발을 알린다.

<색동>은 2015년 초연 이후 한국춤 신드롬을 일으키며 매진 

행렬을 이어온 <향연>의 후속 작품이다. 계절을 테마로 한 <향

연>은 ‘한국인이라면 꼭 봐야 하는 공연’, ‘춤을 보고 눈물을 흘

리기는 처음이다’ 라는 평을 받은 명실상부 국립극장 대표 레퍼

토리다. 이를 이은 <색동>은 전통 오방색을 테마로 다채로운 한

국 전통춤을 세련된 미장센을 통해 현대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다. 여러 색의 옷감을 잇댄 것을 뜻하는 ‘색동’을 제목으로 삼은 

만큼, 국립무용단은 전작에서 보여주지 못한 전통의 강렬한 색

채와 화려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구성으로 준비됐다. 앞선 

<향연>이 70%의 전통에 30%의 모더니즘을 섞은 작품이었다

면, <색동>은 모더니즘 비율이 50%까지 늘어나 더욱 현대적인 

무대를 구성했다.

한국무용의 대가 국수호·김영숙·박재희·백홍천이 안무가

로 참여해, 전통춤의 맥을 계승하면서도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새로운 한국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독보적인 연출로 한국 

무용의 새로운 지평을 연 패션디자이너이자 연출가인 정구호가 

장기인 색의 유희로 색을 전면에 세운 <색동>을 누구보다 더욱 

화려하게 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국립무용단의 <묵향>, 

<향연>, <춘상> 국립오페라단의 <동백꽃 아가씨> 등의 작업을 

통해 전통을 재해석하고 변주하는 스킬이 예사롭지 않은 주목

받는 연출가다. 그는 “우리 춤의 현대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작품이 될 것”이라 자신했다.

<색동>은 4막으로 구성돼, 총 13개의 한국 전통춤을 담았다. 

지난 <향연>의 성공 사례에 힘입어 더욱 다양한 전통춤을 다각

적으로 활용했으며 기존 작을 뛰어넘어 보다 컬러풀하고 한 층 

화려한 무대 연출을 경험할 수 있다. 궁중무용부터 북한 춤까

지 전통춤을 총망라한 <색동>은 우리 예술의 ‘혼’과 신명 넘치는 

‘흥’을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전통의 색다른 변화를 발견할 수 있

는 무대가 될 것이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무대를 수놓는 화

려한 색의 향연 <색동>으로 전통예술의 새로운 도약의 순간을 

만끽하자.

│기간   6월 29일~30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시간    29일 오후 3시, 7시 / 30일 오후 3시

│가격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우리 전통 오방색의 향연 

<색동>

※ 해당 페이지에 삽입된 이미지
는 공연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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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 순간을 담는 ‘카메라를 든 성직자’, 앤드

루 조지의 <있는 것은 아름답다>가 6월 30일까지 충무 

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동시에 이전 작품인 <

추억, 그 이상의 것> 사진전이 함께 전시돼 한층 더 풍

부한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있는 것은 아름답다> 는 평

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스무 명의 인물 사진을 전시했

으며 그에 답하는 <추억, 그 이상의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내적 이야기를 담은 사진전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3개국 50여만 관람객이 방문한 <있는 것

은 아름답다> 전시회는 한국에서 네 차례의 전시를 성

공적으로 마치고 에세이까지 출간돼 많은 독자에게 사

랑을 받았다.

중간 색감을 많이 활용한 <추억, 그 이상의 것> 전시

는 우리가 살고, 숨 쉬며 느끼는 지구의 아름다운 사계

절과 땅, 물, 불 등 자연으로 얻어진 것을 사진으로 표

현했다. 특히 여러 장의 사진을 붙여 하나의 작품을 만

드는 포토콜라주 방식으로 삶의 굴곡을 그려냈으며, 

다채로운 색감을 사용해 바람과 나무, 시간의 흐름으

로 내적 이야기를 표현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중 ‘사라’는 “인생은 절대로 무

한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보니 시간이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더군요.”라는 말을 남겼고, ‘조’는 “나는 세

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해

주는 아내, 아들, 딸, 손주, 증손주를 얻었으니,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라고 전했다.

<있는 것은 아름답다>는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환기시키고 감동을 주는 전시회다. “살아있음이 아름

답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죽음인들 왜 의미가 없을 것

인가?” 라는 물음에 이 전시회가 해답을 줄 것이다.

AUGUST  77

•기간   6월 30일까지(매주 월요일 휴관) 

•시간   평일 오전 10시~ 오후 8시 / 주말 오전 10시~ 오후 7시(입장마감 1시간 전)

•장소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가격   성인 1만원 / 어린이·청소년·만65세 이상 7천원 

•문의   02-6959-4080

끝이 있기에 아름다운 인생, 

<있는 것은 아름답다>

JUNE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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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뮤지컬 <루드윅 : 베토벤 더 피아노>는 천재 베토벤이 아

닌 삶의 의미와 사랑에 대해 치열하게 고뇌했던 인간 베토벤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2018년 11월 초연 막을 올린 뮤지컬 <루

드윅>은 대중성, 작품성, 음악 등 어느 하나 놓치지 않으며 대학

로 공연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그

리고 2019년, <루드윅>은 오리지널 캐스트와 뉴 캐스트가 어우

러진 최강의 시너지로 다시 돌아왔다.

추정화 감독은 지난 초연 공연부터 극작과 연출을 맡아 드라마

틱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스토리로 견고하고 깊이 있는 연출을 선

보인다. 여기에 베토벤 음악을 변주한 넘버로 많은 호평을 받은 

허수현 감독의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선율이 함께해 더욱 완성도 

높은 뮤지컬을 완성했다.

음악을 넘어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음악의 거장 ‘루드윅’ 역에

는 섬세하고 역동적인 표현을 해내는 서범석, 김주호, 이주광, 테

이가 캐스팅됐다. ‘청년 루드윅’ 역에는 이용규, 강찬, 박준휘, 조

환지 배우가 이름을 올렸으며 ‘마리’ 역의 김소향, 김지유, 권민제

(선우), 김려원은 진취적인 여성을 각기 다른 매력으로 표현해낸

다. 음악 신동 ‘발터’ 역에는 차성제와 이시목이 캐스팅됐으며 마

지막으로 ‘피아니스트’ 역에는 강수영이 출연한다.

<루드윅 : 베토벤 더 피아노>는 웅장한 선율과 음악, 눈을 뗄 

수 없는 110분간의 스토리 전개, 배우들의 호연까지 고루 갖춰 

뜨거운 무대를 선사한다. 

JUNE   79

천재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  

<루드윅 : 베토벤 더 피아노>

┃기간 6월 30일까지

┃장소 드림아트센터 1관

┃가격 R석 6만 6천원  / S석 4만 4천원

┃문의 과수원뮤지컬컴퍼니 02-512-3052

서범석

강찬

권민제

김주호

박준휘

김려원

이주광

조환지

차성제

테이

김소향

이시목

이용규

김지유

강수영



서울시의사회가 만드는 

월간 서울의사를 소개합니다 

80   SEOUL DOCTOR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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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의사 6월호를 보시고 독자 여러분의 진솔

한 의견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

내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2. 여행후기나 진료실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선정된 

이야기는 ‘서울의사’에 게재하며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 2019년 6월 24일(월)까지

                   (24일 이전 소인에 한정)

보내주실 곳 : (04165)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907호 

                  ‘서울의사’ 편집부

Tel : 02-3272-2052 

Fax : 02-3272-2053

E-mail : seongju7@hanmail.net

보내주신 분

이름                                      

연락처                                   

주소                                      

J U N E 2 0 1 9

EVENT

                 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매거진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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