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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 의 사

어머니의 손

 박언휘

세상 근심

빗발로 흩날려도

넉넉한 치마폭 벌려주시던

이젠

거칠고 뭉퉁해진 어머니의 손

내 유년 아직도

그 손금 골골마다

숨어 놀텐데

바다내음 향기롭던

그 손, 너무 멀어

행여하며

내 손 펴고 맡아보는

엄마 냄새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강을 건너는

어머니를 위해

못 드린 이 꽃을 바칩니다 

박언휘(朴彦輝), 내과 전문의

경상북도 울릉도 출생

2012년 한국문학 신문 신춘문예 당선

2017년 문학청춘 재등단

2018년 「선한 리더쉽」 발간

＊<서울의사>는 매달 한국의사시인회 선생님들의 시를 소개합니다. 

QR 코드를 찍으면 

시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8   SEOUL DOCTOR

“의사 직역, 

 용감하게 말하는 데 

 주저 말아야 …”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담당하

는 의사들은 장기적인 국민 건

강을 책임지고 지키는 분들입

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자유의

지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영혼을 잠식시킵니다. 

용감하게 말하는 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유한국당 나경

원 원내대표는 어떠한 일이든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라고 말

한다. 나 대표를 만났다.   

월간 <서울의사>는 현역 정치인들과 

만남을 통해 정치색을 떠나 각자의 소

소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자 한다. 건

강하게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서울

시의사회와의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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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직역, 

 용감하게 말하는 데 

 주저 말아야 …”

정성을 다하라는 어머니의 가르침  

어머니에게 리더십을 배우다

“정성을 다하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였

습니다.”

나 대표는 지난해 작고한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통한 리더

십이 본인의 정치 소신에 깃들여 있다고 말한다. 

‘엄마가 무슨 글을 써요’라고 말한 나 대표가 무색하게 어머님

은 나이 60이 넘어 등단하고 3권의 시집을 냈다. 딸기 한 근의 가

격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던 어머니였지만 어떤 일이든 맡은 일

에는 온 정성을 다하라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였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립고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여성 남성을 따로 구분 짓는 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

머니의 리더십은 여성 리더들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정치 안 할 것 같은 정치인, 정치 리더가 되다

“대학 동창들은 항상 저를 보면 ‘정치 같은 건 안 할 것 같은 친

구’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치인이 되고 보니 학창시절 여러 

번의 꿈이 변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열정이 있지 않았나 합니

다. 제 딸아이를 갖고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나 대표는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토대로 사회를 

바꾸고 싶었다고 말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사안을 바

라볼 때 약자의 시각에서 보는 태도도 부족합니다. 가해자의 시

각이 아니라 피해자의 시각, 주는 자의 시각이 아니라 받는 자의 

시각, 강자가 아닌 약자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면 낙오된 이들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낙오된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제 정치철학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를 바꾸려면 

입법적, 정책적으로 나서야…

나 대표는 사회를 바꾸려면 혼자의 마음만이 아닌 입법적, 정

책적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 의원은 다운증후군인 딸을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알아보

던 때,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아이에게 장애가 있단 사실만으로 

거절당하는 아픈 경험을 겪었다. 학교의 부당한 처신에 대해 시

정조치를 요구해도 딱한 엄마의 하소연쯤으로 취급하던 교육청

이 본인이 판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나서야 움직였던 과거를 떠

올렸다.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약자는 떼를 쓸 수밖에 없구

나’, ‘정말 법이나 제도로 사회가 이끌어질 수 있을까’… 나 대

표는 편견과 차별이라는 거대한 벽에 문을 만들어 세상과 통하

는 길을 여는 법·제도를 만들어야겠단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그가 정계의 영입 제안을 수락하는 결정적 계기

가 되었다.

청와대분수대 긴급규탄대회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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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당직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장애인 예산확대 및 정책개선에 주력

나 대표는 초선의원 때 제일 먼저 국회 장애인 특위를 만들

었다. 제일 먼저 받은 당직도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

었다. 

나 대표는 영유아의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 지원과 관련

된 법안을 비롯해 성년 후견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

호 강화 법안의 제·개정안과 장애인 특수교육 분야, 장애인 주

거·고용분야 예산확대 및 정책개선에 주력해 많은 성과를 거

두었다. 

특히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직접 참여 기회

를 늘리기 위해 ‘사랑나눔 위캔’을 조직해 장애아들이 직접 참여

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회를 기획했다.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을 맡아 2013년 평창 세계대회를 유치해 성공리에 개최하

기도 했다.

“제가 스페셜올림픽 때 내건 슬로건이 ‘투게더 위 캔’입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말이

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데서 모든 게 출발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갈등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철학하에 법이나 정책도 만들어야겠지

만, 무엇보다 그런 정신적․문화적 가치를 가져야 사회가 지금보

다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정치인 나경원이 생각하는 정치는 두 가지다. 첫째, 다음 세대

를 위한 정치이다. 

“현 정부의 포퓰리즘에 분노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지

금 이렇게 살면 다음 세대, 20~30대만 돼도 부담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수의 가치다. 

“늘 저쪽은 양극화 해소를 이야기하면서 누군가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영국 하워드의 보

수 강령을 보면 이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

다. 우파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낙오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정책 강령

입니다.”

정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

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

신의 일이라고 말한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

각합니다.”

하루 5시간 자는 무수리과 정치인입니다

나 대표는 대표적인 정계 미인이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공주

과라고 수군거리기도 한다. 지역구 관리를 안 하고 우아하게 가

만히만 있어도 당선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은 나 대표 본인의 귀

에도 들린다. 

“전 굳이 말하자면 공주과가 아닌 정말 무수리과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합니다. 또 천재형이 아닌 노력형입니다. 반대로 알

고 계신 분들이 많으나 이제는 웃어넘길 정도의 경력이 쌓였습

니다.”

고성 방문

지역 방문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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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표의 수면 시간은 5시간 정도다. 매일 오전 9시에 회의를 

하는데 그날 당이 집중할 사안들을 정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움

직여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건강식품과 계란 한 개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 대표는 토요일이면 다른 일정이 없는 한 지역사무실 문을 

열고 주민과 직접 만난다. 7·30 재보선에서 당선된 후 현재까지 

152차례 ‘토요데이트’를 실시하며 1천963명의 주민과 소통했다. 

젊은이여 ‘불광불급’하라

그러나 슈퍼우먼 콤플렉스는 버려라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아니하면 일정한 정도나 수준에 

이르지 못함을 말한다. 나 대표는 정치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하자 ‘불광불급’을 말한다.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이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미쳐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하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분야에 유일한 사람이 되면 그 영역에서 당신

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The only’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나 젊은 여성들에게 슈퍼우먼 콤플렉스는 갖지 말라고 당

부한다. ‘꼭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일의 경중, 

선후, 완급을 가려 선택과 집중을 현명하게 하라고 말한다. 

견제와 비판, 국정 동반자 

야당의 역할에 충실하다

나 대표는 야당의 역할로 크게 두 가지, ‘견제와 비판’과 ‘국정 

동반자로 책임’을 꼽았다. 국민의 마음을 담아 이 정권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과 국정 동반자로서 책임

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견제 기능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내려 합니다. 나름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실질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

습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지만 할 것은 발 빠르게 하자는 생각

입니다.”

또한 당 차원에서 경제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우

선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은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 미산입, 

노사 합의 시 주휴수당 예외 처리 등이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

간 연장과 함께 예외 업종 확대 등 규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고 말

한다. 경영 활성화법은 가업 승계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승계자 

의무 규정 적용 기간을 줄이고, 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

이다. 법인세율을 내리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헌법을 지키는 나라

공존의 정치를 꿈꾸다

‘헌법을 지키는 나라’. 나 대표는 한국당의 비전이 본인의 비

전이자 향후 계획이라고 말한다. 또한 나 대표는 ‘공존의 정치’를 

꿈꾼다.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고 그 사이에

서 대한민국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공존의 정치가 나경원의 정치 

키워드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

니다. 보다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헌법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헌법의 가치가 부정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한민

국의 미래를 논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소통해

야 합니다. 함께 나아가야 하죠. 공존의 가치는 헌법의 가치만큼

이나 중요합니다.”

나 대표는 ‘헌법을 지키는 나라’, ‘공존의 정치’를 위한 길에 언

제나 선봉에 서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올곧은 뚝심으로 용감하

게 전진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은 어디일까. 그 길에 응원을 보

낸다.

지역인사간담회 연석 회의 현충원 추모식



“실수를 줄이고 극복하는 골프, 
  인내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골프는 다른 스포츠보다 변수

가 많다. 비록 여러 명이 함께 

치지만 필드 위에서 오롯이 혼

자 버티고, 이겨내야 하기 때문. 

어쩌면 우리 인생과 참 닮았다. 

‘인생은 골프를 배우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의 근거이

기도 하다. 주영광 원장은 실수

를 줄여가고, 실수하더라도 털

고 다시 나아가는 삶의 지혜를 

골프를 통해 터득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실수하더라도 도전

하는 삶을 산다.

서 울 의 사

주영광 실로암안과병원 의료원장

낭만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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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를 찍으면 

낭만닥터의 음성 인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라운드 최저 타수는 67타…  

오래전부터 티칭에도 관심이 많아요” 

티칭(teaching)까지 가능한 의사 골퍼가 몇이나 될까. 소문난 

고수에 대한 장황한 소개는 무의미하다. 

“골프 라운드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나가요. 최근 핸디

(Handicap)는 백티(Back Tee)에서 3개 정도 놓고 칩니다. 67타

를 3번 쳤던 것이 제 라운드 최저 타수입니다. 현재 한국미드아

마연맹 탑 랭커들과 얘기해보면 순수 아마추어로서의 최고 전

성기는 50대 중후반이라더군요. 저도 그렇고, 함께하는 Low 

Single 동반자들도 나이가 들어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

니다. (웃음)” 

주 원장은 3살 때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갔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야구, 테니스, 체조, 미식축구 등을 즐겼던 그는 고등

학교 3학년 어느 날부터 골프와 인연을 맺었다. 친구가 친 골프

공이 야구공의 2배 이상 거리를 총알 같이 날아가는 걸 보고 한

눈에 반한 것이다.

“그때 친구가 첫 레슨을 해줬어요. ‘왼팔을 굽히지 말고 야구 

스윙과 똑같이 하면 돼!’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32년이 지난 지

금 생각해봐도 좋은 레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골프 티

칭에 관심이 많아요. 시간만 되면 유튜브를 통해 유명한 프로들

의 티칭 레슨을 봐요. 그들의 레슨법과 선수들의 스윙을 분석해

보고 실전에서 시도해보는 걸 즐겨요.”

골프공을 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티칭에도 일가견이 

있는 주 원장은 골프스윙은 세 가지, 회전운동·좌우운동·상하

운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최근 강성훈 프로가 PGA에서 우승한 후로 그의 스승 조지 갠

가스의 ‘GG 스윙’이 유행이에요. 사실 스윙을 주도하는 것이 몸

통인지, 손과 팔인지의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졌는데요. 난상토

론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좋은 골프스윙은 세 가지 운동을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하게 부상 없이 반복해 공을 치는 겁니다. 근력

보다는 원심력과 중력에 의존하는 스윙을 만드는 게 가장 일정

하고 부드러운, 효과적인 스윙이라고 생각해요.”

“골프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매번 다른 상황을 극복하는 운동이예요”

스코틀랜드 목동들이 지팡이로 굴러다니는 돌을 치던 놀이에

서 유래한 골프.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제일 재밌는 

것’이란 말이 생길 만큼 알면 알수록 그 매력에 빠져든다. 다른 

운동과의 차이점도 묘미이며, 무엇보다 그 안에서 인생을 대하

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 

“대개 공으로 하는 운동, 가령 야구나 테니스 등은 공에 반응하

며 움직이죠. 또 규격화된 경기장이나 코트 안에서 진행해요. 골

프는 길이가 다 다른 14개의 클럽으로 공을 움직이는 운동입니

다. 특히 똑같은 환경, 상황이 없어요. 무척 조용하고 정적으로 보

여도 내면의 갈등이 매우 커요. 재밌는 건 골프는 포인트가 플러

스 되는 것보다 마이너스 되는 게 훨씬 잘하는 거예요! (웃음)” 

이어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골프의 가장 큰 매력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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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못 쳐도 다음엔 잘 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는 점이에

요. 골프는 실수를 줄여나가는 운동입니다. 연습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실력이 발전할 때 느끼는 희열은 굉장해요!” 

프로 골퍼들은 열이면 열, 그라운드에서 차분한 모습을 보인

다. 실제 성격도 대개 그렇다. 경기에서 자신의 실수에 감정적으

로 흔들리면 소위 ‘말린다’. 주 원장은 골프를 통해 실수해도 빨

리 털어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다음 샷을 위해 노력하는 법을 깨

달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살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순

간도 있잖아요? 지나간 일에 연연하게 될 때도 있고요. 골프는 이

를 극복하는 법을 일깨워줘요. 어떻게 보면 인생과 많이 닮았고, 

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지혜를 터득해주는 운동이에요.” 

 

“골프, 다른 운동보다 어렵죠 

하지만 효과적인 연습법은 분명 있어요”

잘 모르는 이들은 ‘골프는 쉬울 것 같다’고 오해하며,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이들은 ‘골프는 로비의 일환’이라고 꼬집는다. 특히 

주 원장은 후자의 경우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느 분야나 순수

한 의도나 목적을 망각한 채 물을 흐리는 부류가 있기 마련이다. 

골프 세계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골프장, 골프용품 등의 가

격이 저렴해져 접근이 쉬워졌다. 주 원장은 더 많은 사람이 골프

를 건강하게 치길 바란다고 전한다. 아울러 그는 골프는 쉬울 것 

같다고 오해라는 이들에게 ‘골프는 오히려 다른 운동에 비해 어

렵다’고 답한다. 

“첫 번째, 골프는 각기 다른 14개의 도구로 매번 다른 경기

장, 환경, 상황 속에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골프채는 야구방

망이나 테니스 채처럼 타점이 손잡이의 연장선에 있지 않아요. 

3~4cm 앞쪽으로 설계됐죠. 따라서 타점을 오조준해야 해요. 세 

번째, 골프스윙은 자전거나 수영처럼 한 번 배우면 다시 배울 필

요가 없는 동작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려요.”

단편적인 이야기만 들어도 고수가 되기에 만만치 않은 운동인 

듯하다. 아예 관심이 없다면 모를까, 이제 막 골프를 시작한 입

문자들은 과연 어떻게 연습 방향을 잡아야 할까. 주 원장은 가장 

효과적인 연습법을 소개했다. 

“Shailesh S. Kankat 등이 2010년 <Nature Neuroscience>에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저자들은 ‘불변연습’을 하는 사람들과 ‘변

동연습’을 하는 사람들의 성과를 비교했죠. 다시 말해 단순히 1

개의 클럽을 반복해 연습하는 것과 여러 개의 클럽을 변동해 연

습하는 것 중 뭐가 좋은지 알아본 거예요. 결과는 120번 같은 동

작을 한 사람들이 3가지 동작을 각 20번씩 한 사람들보다 24시

간 후의 동작 능력이 저하됐어요.” 

주 원장은 프로 골퍼들도 연습 시에는 클럽을 바꿔가면서 다

양한 거리와 목표를 설정한다고 덧붙인다. 오히려 한 개의 클럽

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잘못된 동작만 더 강화되는 부

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프로 골퍼들은 공을 똑바로 치려고 하지 않아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퍼 중 한 명인 벤 호건(Ben Hogan)은 ‘똑바로 날아가

는 공은 우연일 뿐’이라고도 했죠. 주말 골퍼는 공을 똑바로 보내

려고 노력하다 일생을 마무리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휘어지는 

공이 똑바로 가는 공보다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공을 100%의 힘으로 쳤을 때의 구질이 

본인의 자연적인 구질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왼쪽으로 휘어지는 

드로우(Draw)던,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페이드(Fade)던 감안해

서 치면 된다고 말한다. 그래야 미스 샷이 줄고, 부담스러운 상

황에서 흔들림 없이 일정하게 공을 칠 수 있다고 전한다. 

“안과 의사로서 보람을 느껴요 

특히 골프와 시각은 떼려야 뗄 수 없죠”

안과 전문의인 주 원장은 자신의 일에도 최선이다. 앞이 보이

지 않는 환자들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그의 주된 일이자, 큰 보람

이다. 골프를 하면서 원하는 샷을 쳤을 때와의 기분과 비교될 수 

있을까.  

▲ 주 원장은 취미로 골프공에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면 골프공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며 웃는다.

낭만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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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안 보이는 어르신이 보호자의 부축을 받고 진료실에 들

어오셨어요. 그런데 수술 후에는 혼자 외래를 다니시더군요. 또 

수술 후 ‘손자, 손녀의 얼굴이 이토록 예뻤는지 몰랐다’고 말씀하

시는 어르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환자분이 혼자 식사하시고, 밤에 화장실 가시고… 정말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수술 후 ‘내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많은지 몰랐

다’며 서글퍼하시는 어르신 환자를 볼 땐 짠해요.”

특히 그는 실로암안과병원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수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술기를 보태고 있

다. 주 원장은 여기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덧붙여 안과 의사

이자 골프 실력자인 그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연관성이 깊다’고 설명한다. 

“골프는 타깃게임이라 목표 방향으로의 바른 정렬이 매우 중

요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정렬했는데, 막상 퍼팅하려고 어드

레스를 하면 정렬한 방향과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눈은 정면으로 들어오는 빛보다 주변으로 들어오는 빛의 왜곡 

현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면수차’라고 합니다.” 

이 현상 때문에 오른손잡이의 경우 어드레스 시, 정렬한 목표

점이 왼쪽으로 기운 것처럼 보인다. 이는 오른손잡이의 경우 우

세안이 우안일 때 더 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주 원장은 공을 뒤

에서 맞추고 정렬한 것이 정답이니, 믿고 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 공을 뒤에서 정확하게 맞추려면 한쪽 눈을 감고 눈과 공

을 놓는 손이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다는 말

씀을 드리고 싶네요.”

  

“역경을 극복한 타이거 우즈를 좋아해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는 게 목표입니다”

주 원장의 하루는 보통의 의사들과 별다르지 않다. 매일 환자

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게 주된 일과이기 때문.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실로암안과병원의 수련병원 및 전문병원 인증 기준 유지

에 필요한 시설, 인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의 업무를 진행

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하루의 연속이지만 퇴근 후 반려견과 양

재천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소소한 행복 중 하나다. 항상 기뻐하

고 감사하며 사는 게 그의 목표이기도 하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6장 16-17절, 삶의 모토가 되는 

문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

라…. 제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

아야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도 시

간이 지나면 사라지듯 아무리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

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주 원장은 조만간 새로운 계획을 고민 중이다. 바로 미국 국적

을 포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미국 EMORY 대학을 졸업하고 연세의대에 편입하면서 한국

에 왔는데 언어와 문화가 달라 고생했어요. 다행히 그때 만난 여

자친구에게 많이 배웠어요. 결국 그 여자친구와 결혼도 했어요. 

(웃음) 살면서 느끼는 건 한국은 참 살기 좋다는 거예요. ‘헬조선’

이라고도 하지만, 한국 음식과 문화,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가장 좋아하는 골프 선수를 물었다. 골프 

스타의 대명사인 ‘타이거 우즈’가 답으로 돌아온다. 

“운동선수로써 수많은 부상과 여러 번의 허리와 무릎 수술 그

리고 스캔들을 극복하고 다시 마스터즈를 우승했다는 건 스포츠 

역사에서 최고의 복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부활한 과정이 마치… 골프라는 운동을 삶으

로 표현한 것 같아요.”  

JULY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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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부신 태양, 시원한 바다의 계절이 왔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질병은 도

사리고 있는 법이다. 즐거운 휴가를 위해 여행지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협들

을 알고, 유의해야 한다. 이번 7월호에서는 계곡과 바다, 숲에서 가족 혹은 

연인, 친구와 함께 주의해야 할 질병에 대해 알아봤다.

여름철 

여행지에서 

도사리는 질병

Speci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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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하고 따가운 일광화상

① 종류

일광화상은 자외선을 받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나

는 급성 반응과 장기간 누적되어 나타나는 만성 반응으로 나

뉜다. 급성 반응은 일광화상과 피부가 검게 그을리는 색소침

착이 있으며, 만성 반응에는 피부암 발생, 광노화 현상이 있다. 

일광화상의 원인은 햇빛 속 자외선이며, 주로 자외선 B(UVB)

가 유발한다.

② 원인

일광화상은 4~6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 발생해 16~24시간에 

최고에 도달하고 72~120시간 후 소실된다. 햇빛을 받은 피부는 

붉어지고 부풀어 오르며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린다. 심한 경우 

통증과 물집이 생기고 광범위한 화상 경우 두통, 오한, 발열, 오

심, 빈맥 등 전신 증상과 쇼크 현상이 나타난다.

③ 대증요법과 치료제

가벼운 홍반과 부종, 통증이 있는 일광화상에는 얼음찜질과 

샤워로 피부를 식혀 준다. 또 냉수나 버로우(Burrow)액으로 냉

습포를 시행해 피부연화제나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좋다. 그러

나 염증이나 통증이 심할 때는 국소스테로이드제를 바르고 가려

움증이 동반되면 항히스타민제를 경구 투여한다. 심각한 일광화

상과 이차적인 세균 감염 같은 합병증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치

료가 필요하다.

④ 예방

하루 중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햇빛이 가장 강하므로 

그 시간에는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야외 활동 전에는 기상청

에서 발표하는 자외선 지수(UV index)를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

으로 자외선 지수가 3을 넘어가면 자외선 차단에 신경쓰는 것이 

좋으며, 자외선은 눈이나 물에 반사되며 고도가 높을수록 강해

진다. 챙이 달린 모자와 일광차단제를 사용하고, 의복과 양산을 

착용하도록 한다.

챙이 달린 모자와 일광차단제를 사용하고, 

의복과 양산을 착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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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단골 손님, 감염성 장염

① 정의

장염은 장에 염증이 생겨 복통, 설사, 혈변, 발열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감염성 장염과 비감염성 장염으로 나뉜다. 그중 감염

성 장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세균(콜레라, 대장균, 이질, 장티푸

스, 예르시니아 등), 바이러스(노로 바이러스, 로타 바이러스) 및 

원충(아메바) 등이 있다. 증상만으로는 원인을 감별하기 어렵다.

② 감염성 장염의 원인

-세균성이질균

세균성이질의 병원소는 사람으로, 병원체 전파는 주로 불완전 

급수와 식품 매개로 이뤄진다.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의 직․간

접적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매우 적은 양(1~10개)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10~40% 정도로 높다. 병원체의 전염 기간은 

보통 발병 후 4주 이내지만 보균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

세균성이질에 의한 장염 증상

잠복기는 12시간에서 7일로, 평균 1~3일이다. 임상 증상은 보

통 경미하거나 증상이 없지만 고열과 구역질, 때로는 구토와 경

련성 복통, 후중기를 동반한 열성 설사가 주요 증상이며 전형적

인 경우 대변에 혈액이나 고름이 섞여 나온다. 심한 경우 경련, 

두통, 기면, 경부 강직, 환각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나타난다. 합

병증으로는 용혈요독증후군, 경련, 반응성 관절염, 폐렴, 수막

염, 패혈증, 파종혈관내응고 등이 있다.

보존적 치료가 중요한 세균성이질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해질과 수분 공급 등의 보존적 치료다. 증

상이 심하거나 접촉자 관리, 또는 집단 발병 시 관리를 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해 이환기간과 세균 배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항생제를 선택할 때는 항생제 내성 균자가 많으므로 항생제 감

수성 검사 결과를 토대로 치료 약제를 선택해야 하는데 보통 성

인은 퀴놀론제제, 3세대 세팔로스포린을 3~5일 정도 투여하며 

소아는 3세대 세팔로스포린을 투여할 수 있으나 약제 내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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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경우 퀴놀론제제를 단기간 주의해 사용한다.

-장티푸스균

살모넬라 타이피균 감염에 의한 급성 전신성 열성 질환이다. 

병원소는 사람이며, 인체 외에서 균이 생존하는 시간은 대변에

서 60시간 내외, 물에서 5~15일, 얼음에서 3개월 내외이고 고여 

있는 물에서는 6개월이다. 또한 육류는 8주, 과일은 6일, 우유는 

2~3일, 아이스크림에서는 2년 동안 생존이 가능하다. 생존기간

이 비교적 길고 추위에 강해 위생 상태가 나쁜 지역에서는 유행

이 계속된다.

발열을 일으키는 장티푸스균

잠복기간은 1~3주이지만, 균의 수에 따라 다르다. 발열, 두통, 

권태감, 식욕부진, 상대적 서맥, 비종대, 장미진, 건성 기침 등이 

주요한 증상이다. 발열은 서서히 상승해 지속적인 발열을 일으

키다 이장열이 돼 해열되는 특징을 갖는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경과는 3~4주 정도다. 일반적으로 설사보다 변비가 많으며 백

혈구, 특히 호산구의 감소가 특징적이고 대부분 경증이나, 중증

의 비전형적 증상도 나타난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회장의 파이

어판에 궤양이 생겨서 간헐적인 하혈이나 천공이 생긴다. 중증

은 중추신경계 증상도 나타나 지속적인 발열과 무표정한 얼굴, 

경도의 난청과 이하선염이 나타난다. 외과적인 합병증은 장천

공, 장폐색, 관절염, 골수염, 급성 담낭염, 농흉 등이 있다. 사망

률은 10% 나 조기에 항생제로 치료하면 1% 이하로 감소한다. 

장티푸스균 치료법

적절한 항생제 투여를 통해 이뤄진다. 시프로플록사신이나 아

목시실린, 박트림 등 경구투여를 통하거나 세프트리악손 주사 

정주 방법 등이 있다.

③ 관리와 예방

대부분 감염성 장염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충분한 휴

식과 함께 탈수를 예방하기 위한 수분 섭취를 하면 시간이 경과

하면서 함께 좋아진다. 그러나 유소아나 고령의 환자, 만성질환

자 등은 임상양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38도 이

상의 고열이 하루 이상 지속되거나 하루 6회 이상의 심한 설사, 

혈변, 심한 복통, 구토 등 증상이 동반되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

이 좋다. 입으로 음식의 섭취가 어려운 경우는 입원 치료가 필요

하다. 또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이 중요하다. 손을 통해 바이러

스나 세균이 입으로 들어가 장염을 유발하기 쉬워, 음식을 먹기 

전에는 항상 청결하게 손을 씻는다. 또한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

으며 오래된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다. 신선하지 않은 해산물을 

섭취할 경우 감염성 장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으며, 위생이 좋

지 않은 식당이나 길거리 음식을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여행 

시 물은 가급적 생수를 마시는 것이 좋으며, 조리된 음식은 가급

적 바로 섭취하고 보관했다 다시 먹을 때는 끓여 먹어야 한다.

장티푸스군은 발열, 두통, 권태감, 식욕부진, 

상대적 서맥, 비종대, 장미진, 건성 기침 

등이 주요한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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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부위의 불청객, 눈 다래끼

① 정의

눈꺼풀에는 여러 피부 부속기관이 있다. 그중 짜이스샘은 눈

물층의 성분을 분비하고, 마이봄샘과 몰샘은 땀을 분비한다. 다

래끼는 이런 샘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을 뜻한다.

② 종류

다래끼에는 겉 다래끼와 속 다래끼가 있다. 겉 다래끼는 짜이

스샘이나 몰샘의 급성 화농성 염증을 말하며, 일반적인 다래끼

가 이에 속한다. 주로 포도상구균에 의해 발생되며 속 다래끼(맥

립종)는 마이봄샘에 발생한 급성 화농성 염증을 말한다.

또 산립종이라 불리는 콩 다래끼가 있는데, 이는 마이봄샘에서 

발생하는 무균성 육아종성 염증을 말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세균 감염이 아닌 마이봄샘의 입구가 막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한 분비물과 괴사조직이 쌓이면서 염증 반응으로 발생한다.

③ 증상

겉 다래끼는 눈꺼풀 표면에 가까이 위치한다. 초기에는 약간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가려움이 느껴진다. 점차 심하게 부어올라 

통증이 생기고, 며칠이 지나면 단단해지면서 통증이 감소한다. 

며칠이 지나면 농양(고름집)이 생기면서 피부로 배출된다. 그러

나 경우에 따라 인접한 속눈썹뿌리로 감염이 확대돼 다발성으로 

발생하거나 재발할 수 있다. 속 다래끼는 겉 다래끼보다 눈꺼풀 

깊숙이 위치해 결막에 노란 농양점이 관찰된다.

콩 다래끼는 눈꺼풀테 피부 아래에 팥알 크기의 단단한 결절

이 만져지는데 피부가 붉거나 통증 같은 염증 증상이 보이지 않

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콩 다래끼 병변에 상처가 나거나 세균 

감염이 되면 속다래끼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④ 치료

다래끼는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거나 피부 쪽으로 *배농이 돼 

낫게 된다. 찜질이 빠른 치료에 도움 되며, 항생제 연고를 발라 

주위 속눈썹 뿌리로 감염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 좋다. 농양이 

형성되거나 주변 조직에 염증이 심할 경우, 항생제를 복용하거

나 피부를 절개해 배농하기도 한다.

콩 다래끼 급성 염증기에는 찜질을 하며 눈꺼풀테를 면봉 등

으로 닦아주는 것이 좋다. 항생제는 소염제 안약을 투여하기도 

하지만 콩 다래끼를 완화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만성적으

로 낭종(주머니 모양의 혹)을 형성한 경우에는 절개해 내용물을 

긁어내야 한다.

*배농: 급성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절개나 천공에 의해 고름을 배출시

키는 통로를 만드는 것

Speci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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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발생하는 질염

① 정의

질염에는 세균성 질염,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위

축성 질염과 염증성 질염이 있다. 본래 질 분비물은 모든 여성에

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으로, 질이나 외음부의 피부가 

외부 마찰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여 나온다. 그러나 질염

은 질 분비물이 많아지고,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가려운 증상이 

생긴다.

② 종류와 진단법

세균성 질염은 아래에서 세 조건 이상을 만족한 경우 진단을 

내린다.

•질벽에 흰색 분비물

•질 내 산도 4.5 이상

•분비물 현미경 검사에서 단서세포(Clue cell) 20% 이상

•휘프 검사(Whiff test) 상 양성반응: 질 분비물에 10% 수산

화칼륨(KOH)를 몇 방울 떨어뜨렸을 때 생선 냄새가 나면 양성

•캔디다성 질염: 감염성 질염으로 당뇨, 경구피임약 복용, 항

생제 사용, 스테로이드 사용, 임신 및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

우 발생된다. 배뇨통, 외음부 가려움증 등 증상과 백색 질 분비

물이 관찰되면 임상적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증상과 함께 질 분

비물에 수산화칼륨을 얇게 펴 바른 후 현미경으로 관찰해 칸디

다 균사 또는 효모가 발견되면 진단을 내린다.

•트리코모노스 질염: 감염성 질염으로 질편모충에 의한 감염

으로 대부분 성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드물게는 목욕타올, 변

기 등에서 감염된다. 황록색의 질 분비물과 함께 배뇨통, 아랫

배 통증이 동반되면 진단한다. 또한 질 검사상 질 점막 부종과 

반점 모양의 질 홍반, 딸기 모양의 자궁경부가 관찰된다. 질 분

비물이 젖은 도말검사에서 증가된 백혈구와 움직이는 편모를 

가진 원충이 확인되면 확진한다. 휘프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세균성 질염: 잦은 질 세척, 살정제(피임약) 사용, 복잡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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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등에 의해 질 내 정상 상재균이 감소하고, 혐기성 세균이 증

식해 발생한다.

•염증성 질염: 원인은 정확하지 않으나 질 분비물의 현미

경 검사에서 그람 양성구균이 증가한 소견으로 진단된다. 많

은 양의 화농성(고름) 질 분비물과 외음부의 따가움 등의 증

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질 분비물 현미경 검사에서 정상균

(Lactobacilli)은 감소되고, 그람 양성 구균(Streptococci)이 증가

한 소견이 관찰된다.

•위축성 질염: 폐경 이후 또는 난소 제거술을 받은 여성에서 

여성호르몬이 감소되면 질 분비물이 줄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질 분비물이 증가할 수 있다. 맑거나 혹은 혈성의 질 분비물이 관

찰되고, 질 내 산도는 5~7 정도로 증가돼, 질 주름이 감소한다. 

질 분비물의 현미경 도말 검사에서는 방기저 상피세포와 백혈구

가 증가된 소견이 관찰된다.

세균성 질염은 잦은 질 세척, 

살정제(피임약) 사용, 

복잡한 성관계 등에 의해 

질 내 정상 상재균이 

감소하고, 혐기성 세균이 

증식해 발생한다.

Speci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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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 분비물의 자가진단

-정상 질 분비물

 자궁과 질의 분비샘에서 나오는 질 분비물은 정상적으로 약

산성을 띠고 투명하며 냄새가 거의 없다. 분비물의 양은 개인마

다 다르며 속옷에 묻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배란

기에는 점액성 분비물, 생리 전에는 희뿌연 분비물이 나오고 평

상시보다 양이 많아질 수 있다. 임산부의 경우 여성호르몬의 변

화로 질분비물의 양이 증가한다. 미취학 어린아이에게도 정상적

인 분비물이 있을 수 있으나 진한 색이거나 황색인 경우 감염이 

의심되므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비감염성 질 분비물

캔디다성 질염은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백색의 두껍

고 끈적이며 냄새가 없는 치즈 양상의 질 분비물이 질 내에서 관

찰되거나 분비물로 나올 수 있다. 또한 외음부의 가려움증과 배

뇨통이 동반될 수 있다. 위축성 질염은 여성호르몬 감소로 인해 

발생하며 맑거나 혈성(피 같은 액체)의 분비물이 나올 수 있고, 

자궁 내 이물질이 있는 경우 화농성(고름)의 분비물이 나올 수 

있다. 에스트로겐 질 크림을 사용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감염성 질 분비물

세균성 질염은 묽은 흰색을 띠고, 생선 비린내가 나며 가려움

증과 배뇨통 증상은 없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황록색의 질 분

비물과 배뇨통 및 아랫배 통증이 동반되며, 간혹 질 가려움증이 

있다. 증상은 생리 직후 심해지나, 무증상이 경우도 있다. 염증

성 질염은 많은 양의 화농성 질 분비물과 외음부의 따가움 등의 

증상을 보이며, 간혹 외음부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다.

자료제공 질병관리본부



“의사회와 모범적인 파트너십 유지 중 …
  협력 바탕으로 보건 사업 선도적으로 이끌겠다”

김인국 송파구보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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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요구 해결을 위해 

항상 새로운 방향의 사업 모델을 제시 

송파구보건소는 혁신적인 보건 사업들을 선두에서 이끌어왔

다. 김 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 문제의 대응과 주민들의 요

구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향 모색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송

파구가 선도해 온 사업들 앞에는 대부분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

라붙는다. ‘최초’라는 단어에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

들과 공감하는 노하우가 함축돼 있다. 15년 전부터 공공기관, 지

역사회 구성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해 온 공감은 공고한 협치로 

다져져 현재 송파구 건강지표를 서울시는 물론 전국 탑 랭킹에 

들도록 만들었다. 김 소장은 성공적인 사업 사례로 손상예방사

업과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개원, ICT 기반의 보건사업 등을 꼽

는다.

“과거에는 단순히 자연재해, 운수사고, 폭력 등의 예방을 안전

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WHO에서는 손상, 즉 다치

는 것도 질병과 같이 예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손상 예방이 안전 

증진으로 이어지는 개념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에 

예방 가능한 주요 손상 위험 요인을 찾아 보건학적으로 접근·분

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실행 방안을 수행해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손상예방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송파구가 최

초이며, 국제 공인도 3차례나 받았죠.”

김 소장은 성공적인 한국형 안전도시 사업의 원조는 송파구

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 안전도시 개념이 생소했던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도로가 넓고 대형쇼핑몰과 복합놀이시

설이 많은 지역적 특성이 영유아 손상사망률을 높였고, 영유아

층이 손상 고위험군이란 분석결과는 공공기관, 주민, 지역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시급한 화두로 떠올라 이로써 밀도 높은 협

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근 공공산후조리원이 큰 이슈입니다. 송파구는 이미 2010

년에 이 사업을 계획해서 2014년부터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민간산후조리원과는 차별되게 임산

부와 그 가족에게 출산 및 육아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임산

부전용 운동클리닉실과 쿠킹 클래스, 산부인과 의사와의 1:1 상

담 교육 등도 마련돼 있죠.”

이는 단순한 산후조리원의 개념을 넘어, ‘출산 문화 바꾸기’가 

핵심이라고 김 소장은 강조했다. 특히 산모들에게 모유수유 동

의서를 받아 모유수유 문화를 적극 권장 중이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ICT 기반의 헬스케어 산업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이미 ‘스마트 주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진료나 치료가 아닌 건강 모니터링

이 목적입니다. 적어도 주민들이 자신과 지역의 건강 수준을 파

악해 스스로 관리하고, 가까운 병원 정보 등을 손쉽게 알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남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김 

소장이 걸어온 길에도 다양한 갈등과 시행착오가 많았다. 하지

만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행정적·문화적·

전문적 영역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김 소장은 강조했

다. 그 해결방안을 잘 찾을 수 있는 힘은 보건소에 있으며, 또 찾

아내야만 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사업할 것

의사회와의 협력이 그 근간이다

송파구의 노령 인구는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 역시 심각하다. 이에 김 소장은 노인인구를 중점에 둔 사업

과 모자보건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형평성을 제

고하여 저소득층 치매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였다. 

“송파구보건소는 늘 그래왔듯 시대 변화에 맞춰 10년, 20년이 

아니라 더 먼 미래를 앞서가는 사업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미 그 

2002년 송파구보건소에 취임한 김인국 소장(이하 김 소장)은 그동안 수많은 사업을 이뤄왔다. 그가 해온 사업은 뭔가 남다르

고, 새로웠다. 그가 제시하고 이끈 사업들이 선도적이고 창의적이라 평가받는 이유는 누구보다 시대의 변화를 먼저 읽고, 여러 

사람과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일을 즐겁게 해왔기 때문이다. 의사회와의 협력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과거부터 현

재까지 그래왔듯, 미래에도 계속 앞서 나가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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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시작되었습니다.”

김 소장은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고민하는 데 

있어 의사회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소는 지역의 건강 위험 요인 등을 파악해 해결하는 정책

을 만들고 수행합니다. 하지만 보건소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어요. 지역의 의료 전문가들, 즉 의사회 회원 분들의 적

극적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책 수립과 예

방 사업을 맡고, 진료와 치료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맡아 주셔야 

하는 거죠.”

송파구의사회와는 오래 전부터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며 김 소장은 자신감을 보였다. 그 예로 금

연치료사업의 경우 10년 전 국가시범사업도 실행되기 전 의사회

와 손을 잡았다. 또한 2007년에는 어린이집 전담주치의제 제도

를 함께 진행했다.

“더욱 대표적인 사례는 외국인 무료진료사업입니다. 2006년

부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송파구 보건지소에서 지역 의사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송파

구 의사회의 역할은 우리 지역 보건사업의 큰 힘이고, 그 힘은 더 

새로운 미래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맡은 일은 최고로 

무엇보다 남이 하지 않은 새로움을 만들어 나가겠다

김 소장이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개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때다. 지역 건강 문제를 함께 나누고, 그 해법을 찾을 때마

다 그는 큰 보람을 느낀다. 이러한 보람을 원동력으로 삼았던 김 

소장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

“송파구보건소는 창의적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

로 접근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 주민들과

의 소통과 협치가 강해졌습니다. 나누고, 함께하는 이 두 가지는 

송파구보건소를 지탱하는 힘이며, 다른 구와의 차별점이라고 생

각합니다.”

송파구보건소는 수년째 여러 분야의 상을 한 해 평균 15차례 

이상 휩쓸고 있다. 수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그때마

다 ‘우리가 하는 일이 틀리진 않았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김 소장. 객관적인 평가와 인정이 연이어 또 다른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함께 일하는 직원은 아랫사람이나 조직의 부품이 아닙니다. 

또한 주민도 지역에 사는 단순한 구성원이 아니죠.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직원이나 주민 모두 

마음이 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그 마음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내가 맡은 일은 최고로 하되 남

이 하지 않은 방식으로 새로움을 만들어 내자’가 제 삶의 모토에

요. 송파구보건소의 새로운 모습은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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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 보건관계자 선진보건소 견학 ▲ WHO 건강도시 어워즈 수상(2018) ▲ WHO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현지 실사

▲ 모바일헬스케어 선도보건소 수상 ▲ 건강도시 어워즈 WHO상 수상(2014)

▲ WHO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식 ▲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학교 관계자들과의 회의 ▲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수상(2019)

보건소장의 최근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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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향의 의사회 사업을 
제시하고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서대원 송파구의사회 회장    

지난해 2월 송파구의사회장에 당선된 서 회장은 바쁜 일상을 보내

고 있다.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그는 벤치마킹과 다양한 비전을 모색

하면서 의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현

실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그는 긴 시간 협력해온 보

건소와 함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송파구의사회, 목표치 높여 꾸준히 노력하겠다 

2006년부터 의사회 활동을 해온 서 회장은 송파구의사회에 올인하고 

있다. 인터뷰 당시 그는 진료에 의사회 업무까지 더해진 바쁜 일상을 보

내고 있었다. 회원들의 반 모임에도 가급적 시간을 내서 직접 와인까지 

구입해 찾아간다는 서 회장. 그의 세심한 노력이 돋보인다. 하지만 임기

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고백한다.  

“송파구의 경우 가입률이 낮아요. 전체적인 단합도 아쉬웠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작년에 송파구

의사회가 30주년이었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의료환경이 매우 변했어

요. 그만큼 회원들의 요구사항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의 새로운 요구가 반영된 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서 회장은 우선 참여와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상·하반기에 열리는 반상회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며, 신입 회원에게 혜

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무엇보다 의사회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싶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회원들에게 이득을 

더 주고, 가입 독려도 편리해지기 때문이다.

“분명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의사회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회원들

이 회비의 가치를 느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표를 낮게 잡아 성공하는 것보다 목표

를 높여 성공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에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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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와의 협력은 물론, 함께하는 의사회 만들 것 

서 회장은 의사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회원 전체가 움직

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작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송파구의사회 

창립 30주년 기념 단독 학술대회의 여세를 몰아, 2회 단독 학술

대회를 계획 중이다. 4개구 학술대회를 제외한 단독 학술대회 개

최로 회원들이 가까운 곳에서 연수 평점을 받는 기회를 제공하겠

다는 의지도 포함된다. 여력이 된다면 송년회나 총회를 통해서라

도 회원들에게 이득을 주고 싶다고 덧붙인다. 

“이득 되고, 어필되고, 회자되는, 그리하여 회원과 함께하는 의

사회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25개구 의사회마다 상황이 다르겠

지만 송파구는 대규모로 개발된 지역이 많은 만큼 신규 개원의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탓에 의사회 가입 분위기 조성이 

어렵죠. 이를 충분히 이해하기에 언제나 신규 회원들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서 회장은 꾸준한 모임을 늘리고, 신규 회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전한다. 무엇보다 보건소와의 협력 사업도 늘 지

금처럼 지역사회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한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

고 있는 의사회와 보건소의 협력은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송파구보건소와는 2006년부터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 진료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보건소가 힘을 보

태주고 있죠.”

송파구의사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서 회장이 구상·기획한 이 

사업에는 현재 약사회도 협력 중이다. 앞으로도 서 회장은 유관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자 한다. 

임기 후에는 ‘우리 동네 내과 주치의’로 돌아가겠다 

서 회장은 100m 달리기하는 각오로 송파구의사회장의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전한다. 이후에는 자연인으로 돌아갈 거라

고 덧붙이며 미소 짓는다. 자연인의 의미는 곧 환자들의 곁이 아

닐까. 이내 그는 개원의로서 경험했던 환자와의 잊지 못할 에피

소드를 꺼낸다. 

“제가 개원한 지역이 지금은 개발됐지만,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어느 날 매주 오시던 기초수급자 

할머니 환자분이 보름이 다 되도록 안 오시길래, 댁에 전화를 드

렸더니 ‘어지럽고 힘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시더군요. 걱정스러

워서 댁에 찾아갔더니 아래 눈꺼풀이 창백하셨어요. 바로 제 차

에 태워 경찰병원 응급실로 모셨죠. 알고 보니 위장관 출혈이셨

어요…. 할머님께서는 지금도 저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불러주세

요. (웃음)”

한 번은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고령 환자를 응급실로 후송한 적

도 있다고 서 회장은 회상한다. 개원의라 겪을 수 있는 아찔하고

도 다행스러운 경험이다. 

“어르신 환자분들이 많아지면서 너무 걱정돼요. 여름엔 걸어

오시다가 쓰러지실까, 겨울엔 빙판에 넘어지실까 겁나요…. 앞으

로도 송파구 지역의 내과 의사로서 항상 원칙을 지키되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진료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 많은 이들의 삶의 모토가 되는 문

구다. 서 회장도 그렇다. 그는 의사회 회원들은 물론 동료 의사들

이 현재를 즐기길 바란다.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육체적·정

신적 건강도 챙기길 바란다. 

“송파구의사회 회원들은 물론 모든 선·후배, 동료 의사들에

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의료환경이 어려워질수록 긍정적

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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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평생주치의, 

치료와 건강한 삶까지”

안호찬  을지대학교병원 내과 전공의

근황부터 물어보고 싶다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내과 전공의 일 년 차로 근

무하고 있다. 작년 인턴 생활을 하면서 불규칙한 식사, 수면, 음

주 때문에 20kg 정도 급격하게 살이 찐 이후로 체중 감량을 위

해서 운동을 시작했다. 올해 초 우연찮은 기회로 보디빌딩이라

는 새로운 취미가 생겨 3, 4월에 대회까지 나갔다. 요즘은 주치

의 업무도 새로 배우면서 7월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보디빌더 대회에 출전했던 소감은

보디빌딩은 운동과 함께 식단 조절을 통해서 균형이 있는 근

육을 만드는 스포츠다. 최근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커지면서 대

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다. 과거보다 지역별 대회가 늘어나

면서 일반인도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생기고 있다.

처음에는 출전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트레이너의 권유로 

대회를 준비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헬스장에서 러닝머신만 탄다. 하지만 보디빌딩 대회는 체중 감

량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근육의 선명도 및 크기를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과 함께 정확한 식이, 

유산소가 다 병행돼야 한다.

대회 준비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첫 대회에서 생

각보다 많은 사람이 보디빌딩에 열광하고 피와 땀을 쏟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새롭게 배우는 마음가짐으로 출전하면서 음식

과 운동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느꼈다. 7월에 있는 대회에서는 지

난번 대회에서 부족했던 것을 토대로 준비 중이다.

‘보디빌더 의사’로 유명해졌는데

보디빌딩, 혹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

처음 인턴 당시, 오프 때마다 폭음과 폭식을 반복하게 됐다. 

동기들과 함께 치킨, 피자, 햄버거와 같은 인스턴트 음식, 삼겹

살, 곱창 등의 고칼로리 고염분 음식을 매일매일 먹으며 급격하

게 체중이 증가했다. 누구보다 환자에게 건강한 음식, 그리고 

운동을 권유하는 의사로서 달라져야 한다고 느꼈다.

의사는 치료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다. 환자의 평

생주치의가 되고 싶다는 건강한 보디빌더 의사, 안호찬 을지대학교 전공의를 만나봤다.



처음에는 건강한 신체를 위해 식이 조절과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운동을 할수록 변하는 나의 모습도 신기했고, 단순히 운

동과 식이 조절이 끝이 아닌 것을 알았다. 건강을 위해서는 내

분비적인 호르몬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을 앓는 환자는 올바른 

식습관 및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하다. 나는 직접 경험하면서 

그 환자들이 느끼는 어려움 및 고충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단순히 환자에게 ‘조금 덜 드세요’, ‘조금 더 움직이세요’에서 끝

나지 않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먹을지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

  

취미가 있는 의사의 삶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잠만 자고 피곤함에 시달려 사는 전공의는 옛말이다. 전공의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로 우리 병원은 주 80시간 근무를 준수하

고 있다. 운동을 접하기 전에는 반복되는 일상으로 지루한 삶이

었고, 퇴근 후에도 출근을 생각하곤 했었다. 그러나 여유가 생

기면서 일과 취미의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 무척 행복하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서 일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느꼈다. 다른 사람들도 본인이 즐기고 오랫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를 바란다.

젊은 의사로서 현 의료계가 어떻게 발전하길 바라는가

WHO에서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상해가 없다는 것이 아

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나도 그렇지만 대부분 의사는 증상 및 질병에 따른 처방과 치

료만을 하고 있다.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웰빙까지 책임질 수 있는 평생주치의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다. 운동 및 식습관도 환자의 생활 개선에 많은 도

움을 준다. 그래서 전공의가 끝나고 진료를 할 때 약물치료뿐

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환자에게 접근하고 싶다. 조금 더 환자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료계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좌우명이나 삶의 모토 혹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Ad astra per aspera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다. 

역경과 고난을 넘어서 별까지 간다는 라틴어 문구다. 현재 의료

체계가 힘들다는 것을 항상 듣고 느끼고 있다. 전공의로서 새

로운 것을 배우면서 매일 의료 지식과 운동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다. 현시점에서 돌아보면 많은 시간을 통해 지금의 모습이 만

들어진 것을 안다. 과거의 힘듦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의 위치에 

있다. 그처럼 지금이 힘들지라도 미래에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을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매일 열심히 살고 있다. 좋은 의

사, 좋은 보디빌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역경은 필수적인 게 

아닐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전공의 선생님들도 더 좋

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끝까지 

지치지 않고 완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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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끝까지 지치지 않고 완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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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고향과 다름없습니다

늘 지금처럼 행복하길 바랍니다”

조종하  조종하비뇨기과의원 원장 

30년 이상 양천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1984~1987년 초까지 홍익병원 비뇨의학과 초대과장을 맡

으며 양천구에 자리 잡았습니다. 87년에는 개원을 했으니, 양

천구에서만 36년 있었군요. (웃음) 개원 후 1년이 지났을 때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분구됐는데, 당시 홍익병원 이사장님께

서 양천구의사회 초대회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분의 권유로 의

사회 일을 시작했죠. 일반이사 3년, 학술이사 9년, 총무이사를 

거쳐 2006~2009년도까지 양천구의사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사회 31대 부회장도 맡았죠. 어찌 보면 양천구

는 제 고향입니다. 

대외적인 활동에도 힘써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의약분업 때 총무이사가 됐습니다. 당시 양천구는 분구된 

지 얼마 안 된 터라, 꽤 많은 사람이 양천구가 어딘지도 잘 몰

랐습니다. 그러나 양천구는 특유의 강한 투쟁과 끈끈한 단합

력,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유명했죠. 의약분업 첫 모임 당

시 관광버스를 10대 빌려 장충체육관에 모였습니다. 다른 곳

에서도 놀랄 정도로 많은 분이 참여하고 협조해주셨죠. 비가 

쏟아지던 날 움푹 팬 웅덩이에 철퍼덕 주저앉아 투쟁하고, 여

기저기 돌아다니며 목소리를 높였죠. 좋은 기억보다는 고생한 

기억이 더 많습니다. (웃음) 

의사회 활동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회원들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위해서였죠. 따라서 

양천구의사회장이 되고 나서는 더욱 강하게 의사회를 이끌고

자 했습니다. 그 후에 ‘그래도 내가 양천구에 못 하진 않았구

나’를 느꼈던 건,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에 취임하자마자 건강

이 안 좋아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양천구의사회 회

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치료비를 모아 약 3천만원 정도를 전해

조종하 원장은 36년 동안 양천구 주민들의 주치의로 살아왔다. 뿐만 아니라 양천구의사회 초창기부터 이사직을 시작

으로 회장까지 역임하며 양천구의사회의 기틀을 다지고 입지를 다지는 데 힘썼다. 그런 그에게 양천구는 제2의 고향과 

다름없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자신 있게 ‘늘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조 원장과 이야기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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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더군요.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보람과 감동은 물론 크겠으나 

대외 활동을 병행한다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아내가 더 힘들었을 겁니다. 집과 병원이 전부이던 제가 의

사회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

었죠. 아내가 이해해주지 않았다면 못했을 겁니다. 의약분업

을 겪으며 아내와 시간을 자주 못 보내는 게 미안해서 매일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2~3년 동안은 좋은 글을 발췌

해 보내고, 나중에는 제가 직접 글을 써서 보냈죠. 10여년 동

안 빨간 날 빼고 꾸준히 보냈습니다. 누군가 제게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단연코 아내라고 답할 

것입니다.

사모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양천구에 대한 애정도 남다를 듯합니다 

한 지역에서 37년 동안 진료하고 있는지라 추억이 많죠. 특

히 개원은 무척 힘들지만, 재밌어요. 어릴 때 봤던 환자가 결

혼해서 아이를 데리고 인사 오기도 해요. 참 좋지만 한편으로

는 ‘내가 늙었구나’ 싶어요. (웃음) 그리고 10년 이상 연말에 달

력을 200~300부 제작했는데요. 그때마다 지역 어르신들이 받

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점차 그 수가 줄더니, 어느 순간 한 분

도 안 오시더군요. 그사이 돌아가셨거나 아프셔서 병원에 계

시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이상하더군요…. 

의사로서의 따뜻한 면모가 느껴집니다 

현 의료계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 시스템으로는 정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 국민들은 의사를 필요로하지만, 의사를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의사들은 ‘나를 위해’는 되도 ‘남을 위해’는 꺼리

기 때문에 뭉치기 힘들죠. 이러한 현 의료계의 모습이 안타깝

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게 우선순위

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회성

을 길러라’ 입니다. 요즘은 의대생부터 성적 경쟁이 치열합니

다. 의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치열한 생존 경쟁이 시작돼요.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인간관계가 성립되기 힘듭니다. 서로 동

료가 아닌 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언제부터인가 의사는 보람도 

없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3D 직종 중 하나라 힘든 직업

이 됐습니다. 점점 각박해지는 변화 속에서 끼리끼리만 모여 

인간관계를 설정해나간다면 사회성을 기르기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공식적인 의사 모임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동료들을 

사귀길 바랍니다. 

바람직한 의사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집 가훈은 역지사지입니다. 이를 의사의 가장 큰 덕

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역지사지고, 의사

와 환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진

료와 치료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집

안에 법조인이 많았는데요. 대법원장을 지내셨던 큰아버지

께서 어느 날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많은 직업 중 책을 베

고 죽는 직업이 뭔 줄 아느냐, 하나는 법조인이고 하나는 의

사다’라고요. 의사는 누군가를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베푸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삶의 계획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과 같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

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여태껏 쭉 살아온 것만으로도 늘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덕불고필유린’이란 

문구를 좋아합니다.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인연

이 있다’는 의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내

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반드시 주변에 누군가 있어 줄 겁니

다. 그러면 외롭지 않은 따뜻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겠죠. 

(웃음)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제 역할에 더욱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맹우재  강남구의사회 총무이사

요즘 특별한 일과가 있나 

학교 후배이자 CC였던 아내와 나는 맞벌이 부부다.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인 딸 둘이 있는데 나는 아내보다 비교적 출근이 

늦은 터라 3년째 아침마다 아이들을 챙기고 있다. 잠 깨우기로 

시작해 아침 식사와 준비물 등을 챙긴다. 특히 아침 식사를 직

접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이는 일이 무척 재밌다. 이제는 된장찌

개 하나를 끓이더라도 양념이나 재료를 변형한 다양한 레시피

를 시도한다. 나름의 취미가 생겼다. 오늘 아침엔 달걀국을 끓

여줬다. (웃음) 

강남구의사회 총무이사가 된 배경이 궁금하다 

꽤 긴 스토리다. 사실 개인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좋은 

감정은 아니었다. 나는 성적 좀 좋다는 학생들을 모아놓은 특목

고에 다녔는데, 친구 중 이기적인 부자 친구들이 주로 의대에 가

고 싶어했기에 선입견이 있었다. 게다가 내 고등학교 시절은 심

각하게 좋은 교우관계와 심각하게 좋지 않은 학업 성적이 컴비

네이션돼 있었다. 의대 진학이 싫어서가 아니라 의대에 진학할 

실력도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덕분에 일반 대학에 진학했고 2

학년을 마친 후 입대했다. 2년이 지나 제대할 때가 됐는데, 갑자

기 앞으로 뭘하고 살지 고민되더라. 그러던 중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면 폼이 좀 날까?’ 싶었다. 마침 학력고사에서 수능으

로 제도가 바뀌어 시험 준비가 더 수월해지고, 고등학교 내신 성

적이 5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소식을 들었다. 결국 1년의 재수 

끝에 의대에 합격했다. 하지만 의대 생활은 생각보다 즐겁지 않

았다. 뭐가 되고 싶은지 명확하지 않아 공부가 힘들고 지루했다. 

그러다 의약분업 투쟁이 일어났는데, 아웃사이더였던 내게는 하

나의 이벤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우연히 학년에서 투쟁과 관련

된 역할을 담당하게 됐고, 선후배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34   SEOUL DOCTOR

개원 10년 차의 맹우재 이사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쉼 없이 달렸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내게 필요한 일’이 우선이었

다고 그는 고백한다. 그러나 강남구의사회에 몸담게 된 후로 의사로서의 소속감, 사명감, 의무와 권리 등을 의식화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조금 후회하더라도 안 가본 길, 안 해본 일에 도전하고 싶다는 그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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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가 변화의 계기였나 

아니다. 당시만 해도 의사로서의 사명감, 소속감 등이 강하

지 않았다. 개원 7~8년 차까지만 해도 그랬다. ‘내게 필요한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위주의 방향을 택해왔다. 솔직히 고백하자

면 의사회에 대한 생각도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인간

적으로 좋아하고 따르던 성배 형이(김성배 서울시의사회 총무

이사) 의사회 활동을 하시는 거다. 제 살을 깎는 일을 통해 보람

을 느끼시는 열정적인 모습에 의사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사

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성배 형이 평소 친분이 있던 황규석 

강남구의사회장님께 나를 소개해주셨다. 처음 뵌 회장님과 임

원분들은 의사회에 대한 선입견을 180도 없애주셨다. 모두 순

수한 마음으로 의사회원의 권리, 나아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셨다. 처음에는 두렵고 적응하기 어려웠지

만, 여러 모임 때마다 의사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

울 게 참 많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소속감도 생겼고 구의사회 

총무이사로서 회원들을 위해 일해야겠다고 느낀다. 무엇보다 

의사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받는 혜택뿐만 아니라, 노력해

도 쉽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걸 잘 몰랐다. 아직 부족하지만 몰랐

던 것들을 알아가면서 내가 맡은 역할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현 의료계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겠다  

과거보다야 그렇지만, 아직 식견과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

한다. 그런데도 소견을 털어놓는다면, 의료 정책 결정에 있어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경청하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 의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의사가 노력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 있게 환자를 

진료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끔 노력해야 한다. 최근 정치적 이익이나 여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적인 의료 정책들은 국민의 건강과 현 의료

체계를 담보한, 책임감 없는 것들이라 안타깝다. 큰 고민 없이 

만들어내는 듯한 다양한 규제들과 이를 합리화하려는 언론플레

이 등도 문제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이 비슷

한 예다. 의료계는 이를 반대하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

시하는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반대하는 뉘앙스의 기사들을 접

할 때 답답하다. 우리 의사들의 접근법도 간혹 아쉽다. 우선 국

민건강이라는 대전제를 고민하고, 정책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

는 것이 앞서야 한다. 하지만 때때로 급한 마음에 우리 의사들

의 어려움을 먼저 호소하고, 의사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는 모습

이 보일 때 아쉽다. 

의사, 개원의로서 깨달은 바도 묻고 싶다 

어쩌면 앞서 이야기한 내용보다 더 무거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의사가 된 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과정과 변화를 경

험했다. 초년 차 의사일 때는 환자에게 무조건 친절하고, 경청

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덕분에 그런 행동들

이 어느 정도는 습관이 됐다. 그런데 최근 들어 70%의 환자는 

내 노력에 공감해주고 나를 따라와 주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

들도 있다는 걸 알았다. 때로는 ‘내가 과했나?’ 싶을 정도로 정

확한 니즈(요구)만 충족해드리면 만족하는 환자분들도 꽤 많

다. 그래서 환자분이 필요한 게 뭔지 먼저 들어보려고 한다. 친

절과 공감, 경청은 환자가 내게 얻고자 하는 게 뭔지 먼저 판단

한 후에 베풀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변하는 중이다. 그러

다 보면 새로운 진료 원칙이나 규칙 등이 자연스레 자리 잡지 

않을까. 

선배 위치에서 후배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나 

우리 시대와 다르게 후배들은 창의성과 생활력, 지적 능력 등

이 뛰어나다. 따라서 의사 사회가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디 시야를 더욱 넓히고, 장기적인 진로를 고민하고, 다양하게 

도전하길 바란다. 여러 분야에서 후배들이 활약하면 의사의 저

변이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대 초반, 군대에서 장교님이 좋아하는 사진과 좌우명을 관

물대에 붙여놓으라더라.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자’를 써 붙였

다.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하더라도 다 해볼 수 있는 나이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지? 싶다. 아마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된다

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은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다. 앞

으로는 조금 후회하더라도 안 가본 길, 안 해본 일에 도전하고 

싶다.  



6월 첫 일요일, 3000여 명의 서울시

민이 ‘걷기’를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깨

달으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시

간을 가졌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

일 오전 11시, 청계광장 및 청계천에

서 ‘제17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 시민

건강 축제’를 개최했다. 서울시의사의 

날 행사는 1906년 6월 3일 우리나라 

첫 의사면허가 7명의 의과대학 졸업생

들에게 발급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

난 2003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그동

안 의사의 날 행사는 기념특강이나 만

찬 등 주로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열

려왔다. 그러다 보니 ‘의료계만의 행사’

로 치부돼 온 측면도 있었다. 이에 서

울시의사회는 의료계의 내부적인 화합

과 결속을 도모하는 동시에 시민들에

게 올바른 건강지식도 전달하고, 서울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행사는 ‘시민건강 축제’로 준

비했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오늘

은 1년에 한 번 있는 서울시의사회의 생

일”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민

들의 건강을 위해 시민 가까이에서 올

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취지에 맞게 

뜻깊은 의사의 날을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처음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

다.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항상 1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 행사

의사들 걷다,  서울시민 3000명과 함께

서울시의사회 ‘제17회 서울시의사의날 시민건강축제’ 대성황

박홍준 회장, 청계천 페스티벌 큰의미… “다가가는 의사상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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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료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편 

시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전달하

는 등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단체

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의사

회도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시민건강축제를 계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사회로서 굳건히 자

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의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원회 소속인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나백주 서

울특별시청 시민건강국장도 행사에 참

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대회 코스는 왕복 4㎞ 거리로, 

청계광장에서 출발해 반환점인 배오개

다리를 지나 다시 청계광장으로 돌아오

는 코스로 진행됐다. 의사회는 ‘닥터헬

기 소생 캠페인’ 행사도 준비, 참가자 전

원이 ‘소생캠페인 빨간 풍선’을 터트리

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무대에서는 서

울시의사회 경문배 정책이사가 이끌

고 있는 록밴드(squidclam)와 매버릭

스(연세의대 춤 동아리)의 공연도 열렸

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세

포병리학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여자의

사회, 연세의료원 암센터, 대한개원내

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사회 등이 참

가, ‘건강부스 상담실’을 열어 혈압과 당

뇨, 비만 등 각종 건강 체크는 물론 상담

을 통해 올바른 건강지식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걷기대회 코스를 완

주한 시민들에게 두유와 에너지드링크 

등 각종 음료를 비롯해 휴대용 선풍기 

등 푸짐한 기념품을 전달했다. 또 추첨

을 통해 자전거(10대)와 체중계(30개) 

등 경품도 제공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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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지난 15일 밤 11시부터 마

포구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 관중용 의무실에 ‘2019 국제축

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남자 월드컵’ 거리 응원을 나

온 시민들을 위해 ‘의료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의료지원반에

는 박홍준 회장을 비롯해 박명하·홍성진 부회장, 김성배 총

무이사, 오승재·경문배 정책이사가 참여해 환자들을 돌봤다.

서울시의사회는 16일 새벽 3시까지 의료지원센터를 가동

하면서 약 10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고, 간단한 발목 부상이나 알레르기 환자 등이 대부분이

었다. 한편 환자 A 씨는 “시민들과 어울려 응원을 하려 경기

장에 왔는데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해 당황했다”며 의

료진에 감사를 표시했다. 환자 B 씨도 “발을 잘못 디뎌 다리

를 삐었다. 경기장 내 의료지원팀이 있다는 안내를 보고 찾아

왔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의료봉사를 나와 주신 의사들

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의료지원센터를 지킨 의료진들은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보

면서도, 센터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을 신경 쓰느라 한시도 긴

장을 늦추지 못했다. 의료진들은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의사’

의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새

로운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홍준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기회를 자주 갖지 못했지만, 최근 시민과 함께 하는 걷기 대

회를 비롯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가 ‘시

민과 함께 하는 의사회’라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다”고 설명했

다. 홍성진 부회장도 “새벽에 열리는 경기라 밤을 새우며 환

자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의료진

을 찾아준 환자들을 보니 뿌듯했다”고 했다. 김성배 총무이사

는 “시민들과 함께 응원하고 호흡한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 됐다”며 웃었다. 오승재 정책이사 역시 “우리의 

작은 도움이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어 감사하다”는 

소감을 말했다. 경문배 정책이사는 “월드컵 거리 응원의 열기

를 느끼는 동시에 봉사까지 할 수 있었다”며 “좋은 경험이었

다”고 했다.

홍미현 기자 

U-20 거리응원 의료지원 나선 서울시의사회
서울월드컵경기장 의무실 ‘지원센터’ 운영 큰 호응

시민 “갑작스러운 현장 사고에 의사 치료해 줘 감동”

┃박홍준 회장은 6월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의료계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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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의학교육, 미래를 향하여
정혜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교육국

창
의적인 의대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이번 5월 한국

의학교육학회에서 ‘창의와 가치 지향 의학교육’을 

주제로 3일간 제 35차 의학교육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대협 교육국 부원 네 명은 이에 대한 학생들

의 관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 위해 경

주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의학교육과 창의성은 저희가 흔히 연관 지어 생각

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때문에 이 주제를 접했을 때 창의성

이 무엇인지에서 시작해 의학교육 창의성의 필요성까지 발

표의 방향성을 잡는 데 팀원들 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

해 직접 학생들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전국 의대생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창의성에 대한 인식, 현재 교육제

도의 현황, 그리고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이에 따른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천 개의 답변을 분석하는 것이 막막했지만, 

막상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것은 여러 학교

와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이었습

니다. 그중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의학교육에 대한 고민 

여부와 앞으로 의학교육에서 창의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항 간 관계였습니다. 통계 분석을 해보

니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이 그렇

지 않은 학생들보다 창의성 증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현저히 높게 느꼈습니다. 이는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에 대

한 고민을 해보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를 지

니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과정만큼 혹은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의 각 4개의 파트 사이에는 질문과 디스커션이 진행

됐는데, 그중 창의적인 의사는 어떤 의사인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창의적인 의사가 필요하다

는 주장도 있었던 반면 진료는 철저히 증거에 기반돼야 하

지만 효과적인 진료법을 위한 창의적인 연구는 필요하다는 

관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둘은 다른 주장처럼 보였지

만 차츰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에 따라 생

기는 시각의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생각을 나눴을 때도, 학

생들은 창의성을 시간적 여유와 관련을 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학생들은 전형적인 답변이 아

닌, 자신의 생각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시 했

습니다. 이처럼 창의성에 대한 정의가 주관적이라는 점은 

디스커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개념에 뚜렷한 테두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창의 지향 

교육을 더욱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

을까요?

의학교육은 주입식 교육, 혹은 바꾸기 힘든 체계가 잡혀

있는 교육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회에 참여

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함께 고민하는 

교수님들과 국내외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생각을 나누며,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란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시

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대협 교육국에서 주체적 태도의 

중요성을 공유하자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이어나

가겠습니다.  

예비의사  미래를 말하다

JULY   39



“의사이자 과학자로서 
췌장 분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진영 서울의대 외과학교실

백척간두를 오롯이 혼자 걷는 고독감… 장 교수가 수

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다. 그럼에도 ‘다시 태어나도 

외과의사이길 바란다’고 그는 덤덤히 말한다. 진료와 

치료는 물론 끝없는 연구를 이어나가는 의사과학자를 

자처하면서, 국내외 췌장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저

변을 넓히고 있는 장 교수. 외과의사가 천직인 그와 이

야기 나눴다. 

서울시의사회가 주관하고 유한양행이 후원하는 유한의학상은 국

내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최고 권위의 의학상이다. 국내 의학자

들의 연구열 고취와 미래의 의학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번 수상자는 내과계, 

외과계, 지원과 분야 등 각 과를 고려했으며 대상에는 정재호 연세

의대 외과학교실 교수, 우수상에는 조익석 중앙의대 내과학교실 조

교수와 장진영 서울의대 외과학교실 교수가 선정됐다.

빙산의 일각일 뿐, 아직 갈 길 멀다 

논문 ‘Progression of Pancreatic Branch Duct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Associates With Cyst Size’로 유

한의학상 우수상을 받은 장 교수. 소감을 묻자 일희일비하지 않

고 그저 시계추처럼 늘 비슷한 일상을 살고 있다며 웃는다. 진료, 

수술, 연구… 자신의 일상이 이미 숨처럼 익숙해진 탓에 특별할 

게 없다는 그이지만, 그의 하루하루는 분명 췌장 분야에 의미 있

는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특히 췌장은 사람 몸속 제일 깊숙한 곳에 있어서 진단과 치료

가 힘들다. 그래서 췌장암은 불치병이란 인식도 팽배하다. 이에 

장 교수는 근거 중심의 의학을 통한 올바른 진단․치료법을 만들

고 이를 통해 향상된 치료결과를 환자들에게 제공해 췌장암의 치

료 성적을 높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번 논문 또

한 그 일환 중 하나다.

“췌장암은 조기진단이 잘 안 되는 불치의 병이라는 인식이 만

연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조기진단이 가능한 췌장암 전 단계 질

환(전구병변)들이 알려지고 그 발견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저

희가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2.2%

의 환자가 췌장낭종(물혹)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80%가 췌장암

의 전구병변인 췌관내유두상점액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이 

질환은 WHO에서 명명돼 분류된 지 20년이 채 안 됩니다. 따라

서 아직 잘 모르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 췌장암의 전구병변으

로 종양이 성장하면서 췌장암으로 간다고는 알려졌지만 어떠한 

속도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본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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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 질환의 자연경과를 밝혀냄으로써 췌장암을 예방하고 치

료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인정받아 국제 치료

가이드라인에도 적용됐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역학조사를 보면 췌장암 발견율은 20년 전보

다 6배 증가했다. 서구화된 생활습관의 변화와 건강검진의 보편

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췌장암은 한국에서도 중요 

암으로 인식되고 있다. 췌장암의 치료가 매우 힘든 것은 사실이

나, 장 교수는 최근 췌장암의 치료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털어놓는다. 

“이번 연구는 췌장암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한 여러 연구 중 하

나입니다. 췌장암 전구병변의 경우 국가, 병원, 의사마다 치료방

침이 달라 세계췌장학회를 중심으로 국제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홍보하고 의사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에 8년 전부터 

우리나라 유일한 멤버로 참여 중이에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

들려면 관련 연구가 더 많아야 하죠.”

장 교수는 10년 이상 고생한 논문 하나를 끝냈을 뿐, 미지의 영

역을 더욱 탐구하고 개척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했다. 그가 큰 공

로를 인정받고도 다시 신발 끈을 바짝 묶는 이유다.

“앞으로도 의사이자 과학자로서 연구를 지속할 겁니다. 췌장암 

환자는 국내 기준으로 많아 봐야 1년에 6천명 정도예요. 그래서 

국내외적인 협업과 네트워크가 중요하죠.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르고 새로운 치료법을 선도해나가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외과의사가 되겠다 

장 교수가 췌장 분야를 선택한 건 학문적 호기심 때문이다. 흔

히 불치의 병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잘 알려진 것이 없

는 질환인 췌장암의 실체를 파악하고 탐험하는 데 재미를 느꼈다

고 그는 회상한다. 그 후로는 올바른 치료로 환자가 삶의 질을 유

지하고 오래 살 수 있게 돕는 것을 숙명처럼 여긴다. 췌장암은 질

환 자체가 엄중하다. 진행이 매우 빨라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없

을 때가 다반사다. 어느 누가 ‘당신의 인생은 끝났다’란 말을 쉽게 

꺼낼 수 있을까.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다행히 과거보다 치료 패러다임이 바

뀌어서 환자의 전신 상태가 허락되면 항암치료와 동반된 광범위 

절제 등의 적극적인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의 홍수 속에서 왜곡된 의학 상식을 믿고 따르는 환자들을 볼 땐 

안타까워요.”

20년 동안 췌장에 올인한 전문가의 말보다 포털 사이트 검색 

몇 번으로 습득한 지식을 옳다고 믿는 환자들을 보면 힘이 빠진

다는 장 교수. 연구에 대한 의지를 더욱 불태울 수밖에 없는 또 다

른 이유다.

“환자들에게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회나 전문

가들과 함께 대국민 홍보 방향의 책자도 준비하려고 해요. 환자

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간 정보보다 과학적 근거에 기

초한 전문의의 의견을 듣길 바랍니다.”

장 교수는 긴 시간 의학적 근거를 만들고, 제시하고, 공유해왔

다. 그가 만든 치료가이드라인과 악성도 예측지표 등은 이미 세

계적으로 검증돼 통용되고 있다. 그는 지도교수이자 큰 스승인 

김선회 교수에게 학문적인 열정을 본받았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제 윗세대 선생님들에게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해요. 췌장

이라는 길, 긴 장거리 계주를 뛴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

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바통을 넘겨줄 때 췌장 질환을 아는 

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일을 했다면 제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외과 의사가 되겠냐’는 마지막 질문에 그는 ‘의

사를 안 하면 모를까, 다시 태어나도 외과 의사가 되겠다’고 망설

임 없이 답한다.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순간의 연속이라 너

무나 고독하지만 기어코 외과 의사의 길을 다시 걷겠다는 장 교

수. ‘매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모토를 품고 전진할 

그의 행보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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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이라는 길,

긴 장거리 계주를 뛴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의사이자 과학자로서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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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 & AIMS: Most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patients with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s (IPMN)
vary in proposed surveillance intervals and durations—these
are usually determined based on expert opinions rather than
substantial evidence. The progression of and optimal surveil-
lance intervals for branch-duct IPMNs (BD-IPMN) has not been
widely studied. We evaluated the progression of BD-IPMN
under surveillance at a single center, and determined optimal
follow-up intervals and duration. METHODS: We performed a
retrospective analysis of 1369 patients with BD-IPMN see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n Korea from January 2001
through December 2016. We included only patients whose
imaging studies showed classical features of BD-IPMN, and
collected data from each patient over time periods of at least 3
years. We reviewed radiologic and pathologic findings, and
performed linear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s to estimate
cyst growth. RESULTS: The median annual growth rate of the
cyst was 0.8 mm over a median follow-up time of 61 months.
During surveillance, 46 patients (3.4%) underwent surgery
because of disease progression after a median follow-up time
(in this group) of 62 months. Worrisome features were
observed in 209 patients (15.3%) during surveillance,
including cyst size of 3 cm or more (n ¼ 109, 8.0%), cyst wall
thickening (n ¼ 51, 3.7%), main pancreatic duct dilatation
(n ¼ 77, 5.6%), and mural nodule (n ¼ 43, 3.1%). Along with
annual rate of cyst growth, incidences of main pancreatic duct
dilatation and mural nodules associated with the sizes of cysts
at detection (P < .001). CONCLUSIONS: In a retrospective
analysis of patients with BD-IPMN followed for more than 5
years, we found most cysts to be indolent, but some rapidly
grew and progressed. Surveillance protocols should therefore
be individualized based on initial cyst size and rate of growth.

Keywords: Pancreatic Cystic Neoplasm; Natural History;
Monitoring; Invasive Carcinoma.

The detection of pancreatic cysts has increased over
the last 2 decades because of a wide range of

screening methods and advances in imaging tests, such as
computed tomography (CT),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nd endoscopic ultrasound (EUS).1,2 With the

increasing identification of pancreatic cysts and recognition
of their malignant potential, whether to treat them with
upfront surgery or cautious surveillance has been the topic
of interest in numerous studies.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IPMN) is the
most frequently detected premalignant lesion that involves
the main pancreatic duct (MPD), branch duct, or both.
According to an observational study, IPMN is detected in
approximately 80% of patients with pancreatic cysts.3

Resection is recommended for main duct IPMN (MD-IPMN)
and mixed-type IPMN because of their high malignant po-
tential. However, studies suggest that cautious surveillance is
suitable for branch duct IPMN (BD-IPMN) with no high-risk
stigmata features.4 However, BD-IPMN requires continuous
follow-up after its initial diagnosis because of its reported
annual malignancy conversion rate of 2–3%.5,6

Sev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surveillance of IPMN are
available, including those from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ncreatology, European Experts Consensus, andAmerican
Gastroenterological Association. However, these protocols
significantly vary and are inconsistent in terms of follow-up
intervals and duration. According to the 2012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ncreatology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suspected BD-IPMN, patients with high-risk stigmata are
recommended to undergo surgery, and those who present
with worrisome features should undergo EUS. However, a
close surveillance of the cyst size forpatientswith non-specific
EUS findings and no worrisome features is recommended.4

However, the consensus guidelines and its recommen-
dations regarding surveillance are based on expert opinions,
and data that will support these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are limited. In addition, several recom-
mendations on surveillance are based on other benign
pancreatic cysts in addition to BD-IPMN, and the diagnosis
of high-grade dysplasia or IPMN-associated invasive carci-
noma is underestimated.7–9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uthors share co-first authorship.

Abbreviations used in this paper: CT, computed tomography; EUS,
endoscopic ultrasound; MD, main duct; MPD, main pancreatic duct;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PDAC, 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

Most current article

© 2018 by the AGA Institute
0016-5085/$36.00

https://doi.org/10.1053/j.gastro.2017.10.013

Gastroenterology 2018;154:576–584

CLINICAL
PANCREAS

CLINICAL—PANCREAS

Progression of Pancreatic Branch Duct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Associates With Cyst Size
Youngmin Han,1,* Hongeun Lee,1,* Jae Seung Kang,1 Jae Ri Kim,1 Hyeong Seok Kim,1

Jeong Min Lee,2 Kyoung-Bun Lee,3 Wooil Kwon,1 Sun-Whe Kim,1 and Jin-Young Jang1

1Department of Surgery and Cancer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2Department of Rad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nd 3Department of Pat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See Covering the Cover synopsis on page 457;
see editorial on page 475.

BACKGROUNDS & AIMS: Most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patients with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s (IPMN)
vary in proposed surveillance intervals and durations—these
are usually determined based on expert opinions rather than
substantial evidence. The progression of and optimal surveil-
lance intervals for branch-duct IPMNs (BD-IPMN) has not been
widely studied. We evaluated the progression of BD-IPMN
under surveillance at a single center, and determined optimal
follow-up intervals and duration. METHODS: We performed a
retrospective analysis of 1369 patients with BD-IPMN see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n Korea from January 2001
through December 2016. We included only patients whose
imaging studies showed classical features of BD-IPMN, and
collected data from each patient over time periods of at least 3
years. We reviewed radiologic and pathologic findings, and
performed linear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s to estimate
cyst growth. RESULTS: The median annual growth rate of the
cyst was 0.8 mm over a median follow-up time of 61 months.
During surveillance, 46 patients (3.4%) underwent surgery
because of disease progression after a median follow-up time
(in this group) of 62 months. Worrisome features were
observed in 209 patients (15.3%) during surveillance,
including cyst size of 3 cm or more (n ¼ 109, 8.0%), cyst wall
thickening (n ¼ 51, 3.7%), main pancreatic duct dilatation
(n ¼ 77, 5.6%), and mural nodule (n ¼ 43, 3.1%). Along with
annual rate of cyst growth, incidences of main pancreatic duct
dilatation and mural nodules associated with the sizes of cysts
at detection (P < .001). CONCLUSIONS: In a retrospective
analysis of patients with BD-IPMN followed for more than 5
years, we found most cysts to be indolent, but some rapidly
grew and progressed. Surveillance protocols should therefore
be individualized based on initial cyst size and rate of growth.

Keywords: Pancreatic Cystic Neoplasm; Natural History;
Monitoring; Invasive Carcinoma.

The detection of pancreatic cysts has increased over
the last 2 decades because of a wide range of

screening methods and advances in imaging tests, such as
computed tomography (CT),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nd endoscopic ultrasound (EUS).1,2 With the

increasing identification of pancreatic cysts and recognition
of their malignant potential, whether to treat them with
upfront surgery or cautious surveillance has been the topic
of interest in numerous studies.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IPMN) is the
most frequently detected premalignant lesion that involves
the main pancreatic duct (MPD), branch duct, or both.
According to an observational study, IPMN is detected in
approximately 80% of patients with pancreatic cysts.3

Resection is recommended for main duct IPMN (MD-IPMN)
and mixed-type IPMN because of their high malignant po-
tential. However, studies suggest that cautious surveillance is
suitable for branch duct IPMN (BD-IPMN) with no high-risk
stigmata features.4 However, BD-IPMN requires continuous
follow-up after its initial diagnosis because of its reported
annual malignancy conversion rate of 2–3%.5,6

Sev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surveillance of IPMN are
available, including those from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ncreatology, European Experts Consensus, andAmerican
Gastroenterological Association. However, these protocols
significantly vary and are inconsistent in terms of follow-up
intervals and duration. According to the 2012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ncreatology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suspected BD-IPMN, patients with high-risk stigmata are
recommended to undergo surgery, and those who present
with worrisome features should undergo EUS. However, a
close surveillance of the cyst size forpatientswith non-specific
EUS findings and no worrisome features is recommended.4

However, the consensus guidelines and its recommen-
dations regarding surveillance are based on expert opinions,
and data that will support these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are limited. In addition, several recom-
mendations on surveillance are based on other benign
pancreatic cysts in addition to BD-IPMN, and the diagnosis
of high-grade dysplasia or IPMN-associated invasive carci-
noma is underestimated.7–9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uthors share co-first authorship.

Abbreviations used in this paper: CT, computed tomography; EUS,
endoscopic ultrasound; MD, main duct; MPD, main pancreatic duct;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PDAC, 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

Most current article

© 2018 by the AGA Institute
0016-5085/$36.00

https://doi.org/10.1053/j.gastro.2017.10.013

Gastroenterology 2018;154:576–584

CLINICAL
PANCREAS

특집_유한의학상 수상자



JULY   43

All variables are expressed in median and mean values, with
standard deviations, ranges, or percentages when appropriate.
Categorical variables and continuous variables were compared
using chi-square tests and t-tests, respectively. Linear regres-
sion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to estimate the
changes in cyst and MPD sizes. A P-value <.05 was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Patient Demographics

A total of 10,083 patients with suspicious BD-IPMN were
identified (Figure 1). Among these patients, 4564 were
excluded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4505 patients
have cysts that are extremely small to characterize or lack
specific radiologic features, such as definite pancreatic ductal
communication or pleomorphic and clubbing, 14 patients
had PDAC, 13 patients had mucinous cystic neoplasm, 8
patients had solid pseudopapillary neoplasm, 15 patients
had neuroendocrine tumors, 4 patients had renal cell carci-
noma metastasis, and 5 patients had pseudocysts. A total of
5519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IPMN. However, those
with follow-up periods of less than 3 years, without CT or
MRI, and MD-IPMN were further excluded.

In total, 1369 patients with a mean age of 62.5 years
were included (Table 1), of which 719 were men (52.5%)
and 650 were women (47.5%). Median follow-up duration
was 61 months. Mean initial cyst size was 12.8 mm and
MPD was 1.8 mm. At the final follow-up examination, the
mean cyst size was 17.0 mm and MPD was 2.4 mm.

We detected a total of 280 worrisome features in 209
patients during surveillance. At the end of surveillance, 109
(8.0%) cysts � 3 cm, 51 (3.7%) with thickened cyst walls,
77 (5.6%) MPDs of 5–9 mm, and 43 (3.1%) mural nodules
were identified.

Cyst Growth and Manifestation of Worrisome
Features

The median annual rate of cyst growth was 0.8 mm
(Figure 2). A total of 1310 patients had no combined
worrisome features at initial diagnosis, whereas 150
patients had newly developed 194 worrisome features
during surveillance. Seventy-five cases of cysts larger than
3 cm, 42 cases of MPDs of 5–9 mm, 42 cases of cyst wall
thickening, and 35 cases of mural nodules were observed in
these patients. On the other hand, 59 patients presented
with 69 worrisome features at initial diagnosis with 31
cases of cysts larger than 3 cm, 26 cases of MPDs of 5–9 mm,

Figure 1. A total of 10,083
patients with suspicious
IPMN were identified, and
only 1369 eligible patients
were identified for follow-
up after a careful exclu-
sion. IPMN,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PDAC, pancre-
atic ductal adenocarci-
noma; MCN, mucinous
cystic neoplasm; SPN,
solid pseudopapillary
neoplasm; NET, neuroen-
docrine tumor; RCC, renal
cell carcinoma; USG, ul-
trasonography; MPD, main
pancreatic 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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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 the natural history of BD-IPMN to achieve an
optimal surveillance protocol on cyst growth and worrisome
features that develop during follow-up.

Materials and Methods
Patient Selection and Data Collection

We retrospectively reviewed clinicopathologic findings and
radiologic images through a thorough search of electronic
medical records that were screened using codes defined by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0 (ICD-10).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pancreatic cyst (K862)
and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D017, D136,
D377, and C259) were evaluated. Moreover, those with
pancreatic cystic lesions as seen on imaging studies were also
included in the study. Radiologic and pathologic data were
reviewed by an experienced board-certified radiologist (L.J.M.)
and pathologist (L.K.B.) with more than 15 years of experience
who specialize in hepatobiliary and pancreatic imaging and
pathology, respectively. All pathologic reports were reviewed
and revised according to the Verona consensus meeting.10,11

We identified 10,083 patients who were suspected with
IPM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January 2001
to December 2016, and those with concomitant 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 (PDAC) were excluded beforehand. In
addition, 4566 patients with uncertain diagnoses, 3630 patients
with follow-up periods of less than 3 years, 473 patients with
only ultrasound follow-up images, and another 47 patients with
MD-IPMN based on radiologic findings were not included in the
study. Lastly, a total of 1369 patients with BD-IPMN were
included and evaluated (Figure 1).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hich waived the
requirement of an informed consent (IRB no. 1704-102-846).

Radiologic Evaluation and Follow-up
CT, MRI, EUS, and endoscopic retrograde chol-

angiopancreatography were carried out for the diagnosis and
follow-up of patients with BD-IPMN. Initial diagnoses were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CT scans because it was consid-
ered as the standard modality for diagnosis. Furthermore, CT
was carried for the measurement of cyst size during follow-up.
CT or MRI were performed during surveillance to observe any
changes in the patients’ cystic features or to identify malignant
transformation or progression. EUS was also performed to
detect suspicious mural nodules or cyst wall thickening in
patients who were at high risk for high-grade dysplasia or
invasive carcinoma.

Based on the results of CT scans, we used a Multidetector CT
with LightSpeed Ultra (GE Healthcare, Milwaukee, WI), Sensa-
tion 16 (Siemens Medical Solutions, Erlangen, Germany), or
Brilliance 64 (Philips Medical Systems, Cleveland, OH) to obtain
3-mm triple-phase contrast-enhanced axial and coronal images.
Late arterial and portal venous phases were reviewed using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workstation (PACS
workstation and m-view, Marotech Ltd., Seoul, South Korea).

A patient with BD-IPMN was diagnosed when typical
features were observed, including pleomorphic shape, clubbed
or finger-like appearance, and definite pancreatic ductal
communication of the cyst on CT, MRI, or EUS.12,13 Cyst size
was defined as the major axis diameter on axial or coronal
view. For multiple lesions, we mainly focused on the largest
cyst during follow-up. Mural nodules were defined as hyper-
dense nodules that protruded into the dilated branch duct that
enhanced after the use of contrast agents during CT or as
hypoechoic blood flow-supplied protrusions on EUS. The size
criteria were not used to evaluate the presence of mural
nodules. Cyst wall thickening was defined as cyst walls thicker
than 2 mm. All images were reviewed twice by a radiologist and
a surgeon who were blinded to the final pathology. When
discrepancies on radiologic findings were observed, the
parameters were measured after an extensive discussion
between the radiologist and surgeon.

After obtaining data from follow-up images, we used the
following parameters in the analysis: initial and final absolute
cyst sizes defined as the maximal diameter and absolute dif-
ferences in cyst sizes and growth rates (absolute size
difference/follow-up period). In addition, we calculated the
time it takes for the cyst to increase its initial size by 150%
([initial cyst size/2] � absolute cyst growth rate; ie, half the
doubling time) and grow > 3 cm ([30 mm - initial cyst size] �
absolute cyst growth rate).14

According to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olicy,
patients diagnosed with BD-IPMN should undergo radiologic
follow-up every 3–6 months during the first year, with
lengthened intervals of 9–12 months if no progression or evi-
dence of high-grade dysplasia or invasive carcinoma was
observed. Moreover, patients should undergo surgery during
surveillance if their cyst size increased, they developed symp-
toms, such as pancreatitis or obstructive jaundice, or when
other factors associated with invasiveness, such as mural
nodules, are observed during follow-up imaging.

Statistical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R software version

3.1.2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EDITOR’S NOTES

BACKGROUND AND CONTEXT

Because of the lack of reports on the natural history of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IPMN) of the
pancreas, guidelines regarding optimal surveillance of
branch duct (BD)-IPMN vary in their suggested intervals
and durations, and most are primarily based on experts’
opinions.

NEW FINDINGS

The number of worrisome features increases relative to
the size of the cyst at detection. While most BD-IPMNs
appear dormant, some show extraordinary growth and
malignant features that develop over a short period of
time. The authors suggest optimal surveillance intervals
based on the natural history of BD-IPMN.

LIMITATIONS

This study is somewhat limited by its retrospective design.

IMPACT

Nonoperative surveillance is suitable for patients with BD-
IPMN detected incidentally. Follow-up duration and
surveillance interval should be customized based on the
size and growth rate of the cyst at detection, considering
cost effectiveness and detection of malignant IP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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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ases of cyst wall thickening, and 5 cases of mural nodules.
After the follow-up, 17 patients of these 59 patients further
developed (3, 9, 2, and 3, respectively) worrisome features.
Therefore, at initial diagnosis, 59 patients manifested 69
worrisome features, whereas at final surveillance, a total of
209 patients had newly developed or additionally
manifested 280 worrisome features (Figure 1).

Surgery
All patients included in this study underwent surveil-

lance for at least 3 years. Patients underwent resection if
they presented with symptoms, high incremental cyst
growth, or other signs of invasiveness. A total of 46 patients
underwent surgical resection after a median surveillance
period of 62 months, of which 13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high-grade dysplasia (n ¼ 5, 10.9%) or IPMN-
associated invasive carcinoma (n ¼ 8, 17.4%), which ac-
counts for 28.3% of patients in the resection group but only
0.9% of the entire BD-IPMN cohort. Among the 33 (71.7%)
patients who underwent resection, all were diagnosed with
low-grade dysplasia.

Morphologic Changes in the Cysts in Terms
of Initial Size

The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4 groups according
to their initial cyst sizes: group 1,<10mm (n¼ 501); group 2,
10 mm–<20 mm (n¼ 712); group 3, 20 mm–<30 mm (n¼
125); and group 4, �30 mm (n ¼ 31; Table 2). Their
respectivemedian annual growth rates (calculated relative to
initial cyst size) were 0.7 mm, 0.8 mm, 1.1 mm, and 1.2 mm.

The annual growth rates differed among all 4 groups
(P ¼ .046). In addition, the incidence of newly developed

worrisome features significantly differed (P < .001). Of the
167 cases of newly developed or progressed worrisome
features in the cohort, 24 (4.8%), 71 (10.0%), 61 (48.8%),
and 11 (35.5%) were observed in groups 1, 2, 3, and 4,
respectively. Median time taken for the worrisome feature
to develop was 54 months, 55 months, and 23 months in
groups 1, 2, and 3, respectively.

The incidence of MPD dilatation and diameter also
significantly varied with the initial cyst size (P < .001). The

Table 1.Patient Demographics

Variables

Age (mean ± SD), y 62.5 ± 9.6
Sex (M/F), n (%) 719 (52.5)/650 (47.5)
Location, n (%)

Head 626 (45.7)
Body-tail 743 (54.3)

Follow-up [median (range)], mo 61 (36–189)
Serum CEA (mean ± SD), ng/mL 1.9 ± 1.3
Serum CA 19-9 (mean ± SD), U/mL 21.2 ± 118.5

Initial Final

Cyst diameter (mean ± SD), mm 12.8 ± 6.5 17.0 ± 9.2
Main pancreatic duct (mean ± SD), mm 1.8 ± 1.0 2.4 ± 1.8
Worrisome feature development, n (%)

Cyst size > 3 cm 31 (2.3) 109 (8.0)
Cyst wall thickening 7 (0.5) 51 (3.7)
MPD 5–9 mm 26 (1.9) 77 (5.6)
Mural nodule 5 (0.4) 43 (3.1)

Multiplicity 241 (17.6) 326 (23.8)

CA19-9, carbohydrate antigen 19-9; CEA, carcinoembryonic
antigen; F, female; M, male; MPD, main pancreatic duct;
SD, standard deviation.

Figure 2. The median annual cyst growth rate was 0.8 mm,
and rapidly growing cysts were observed according to the
initial cyst size at detection. (A) Depiction of the changes in
cyst size and (B) of cyst growth rate according to the initial
cys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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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D diameters of groups 1, 2, 3, and 4 were 1.7 ± 0.9 mm,
1.9 ± 1.0 mm, 2.0 ± 0.9 mm, and 3.0 ± 1.8 mm, respectively.
The incidence of cyst wall thickening differed with cyst size:
group 1, none; group 2, 3 patients (0.4%); group 3, 2
patients (1.6%); and group 4, 1 patient (3.2%) (P < .001).
The incidence of mural nodules also remarkably differed:
group 1, none; group 2, 2 patients (0.3%); group 3, 2
patients (1.6%); and group 4, 1 patient (3.2%) (P < .001).

Conclusively, larger cysts, particularly those larger than
2 cm, showed significantly faster annual growth rates and
likelihood of MPD dilatation and cyst wall thickening
(P < .001). Furthermore, patients with initially larger cysts
developed more worrisome features during surveillance
and over shorter periods of time (Figure 3). Worrisome
features were observed in 1.4%, 2.4%, 4.0%, and 22.4% of
patients in groups 1, 2, 3, and 4, respectively. After the
follow-up, worrisome features developed in 6.2%, 11.8%,
51.2%, and 77.4% of patients accordingly. The number of
patients with cysts >3 cm and cysts initially >3 cm is not
presented in the total number of worrisome features
observed.

Discussion
Tolerable outcomes were observed in BD-IPMN patients

with a 5-year survival rate of 81% and disease-specific
survival (DSS) of 90% who present with worrisome fea-
tures or high stigmata treated with nonsurgical monitoring.
Patients with worrisome features showed better 5-year
disease-specific survival than those with high-risk stigmata
(96% vs 60%).15 Our results indicate that patients with
high-risk stigmata should undergo surgery, whereas careful

surveillance may be appropriate for patients with worri-
some features, particularly in elderly patients with shorter
life expectancies.

Although our results are in accordance with those of
other reports that found tolerable disease-specific survival
and persistent but low overall malignancy risk in patients
with BD-IPMN to verify the importance of close surveillance,
most studies suggested that surveillance protocols are

Table 2.Difference in Cyst Feature According to Initial Cyst Size at Detection

Group 1
(<10 mm)

Group 2
(10�–<20 mm)

Group 3
(20�–<30 mm)

Group 4
(�30 mm)

P
value

Total patient number, n (%) 501 (36.6) 712 (52.0) 125 (9.1) 31 (2.3)
Cyst size (mean ± SD), mm 7.1 ± 1.8 14.0 ± 2.7 23.6 ± 2.7 35.4 ± 7.3
Location, n (%) <.001

Head 181 (36.1) 348 (48.9) 78 (62.4) 19 (61.3)
Body & tail 320 (63.9) 364 (51.1) 47 (376) 12 (38.7)

Type, n (%) <.001
BD 493 (98.4) 697 (97.9) 123 (98.4) 23. (74.2)
Mixed 8 (1.6) 15 (2.1) 2 (1.6) 8 (25.8)

Annual growth rate, mm/y 0.8 ± 1.1 0.7 ± 1.1 1.1 ± 1.5 1.2 ± 2.1 .046
MPD dilatation, n (%) 7 (1.4) 12 (1.7) 2 (1.6) 5 (16.1) <.001
MPD diameter, mm 1.7 ± 0.9 1.9 ± 1.0 2.0 ± 0.9 3.0 ± 1.8 <.001
Wall thickening, n (%) 0 (0.0) 3 (0.4) 3 (2.4) 1 (3.2) <.001
Mural nodule, n (%) 0 (0.0) 2 (0.3) 2 (1.6) 1 (3.2) <.001
Lymphadenopathy, n (%) 1 (0.2) 2 (0.3) 0 (0.0) 0 (0.0) .924
Suspected malignancy in cytology, n (%) 1 (0.2) 2 (0.3) 1 (0.8) 0 (0.0) .005
Worrisome feature development, n (%) 24 (4.8) 71 (10.0) 61 (48.8) 11 (35.5) <.001
Time to worrisome feature

development, mo (median)
54 55 23

Serum CEA (mean ± SD), ng/mL 2.0 ± 1.1 1.9 ± 1.4 1.9 ± 1.3 2.8 ± 2.3 .270
Serum CA 19-9 (mean ± SD), U/mL 17.9 ± 50.0 24.4 ± 157.2 14.8 ± 15.6 23.5 ± 44.4 .804

BD, branch duct; CA19-9, carbohydrate antigen 19-9; CEA, carcinoembryonic antigen; MPD, main pancreatic duct;
SD, standard deviation.

Figure 3. Changes in cystic features and worrisome features
increase according to the initial cyst size. The number of
patients with cysts >3 and those who were initially diagnosed
with cysts >3 cm is not presented in this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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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 expenses significantly vary. MRI is 4–5 times
more expensive than CT. Therefore, cost-effective diagnostic
imaging modalities may depend on national policies on
medical expense and actual cost. EUS is an alternative
diagnostic modality in patients with cysts who need
frequent surveillance or detailed assessments.28,29 Based on

the surveillance protocol recommended in this study,
patients with cyst sizes >2 cm can undergo MRI or EUS.
Because these patients need frequent check-ups, MRI or EUS
is recommended to reduce radiation hazards.

In this study, CT or MRI was used during follow-up,
whereas MRI was utilized to help physicians visualize the

Table 3.Optimal Surveillance Interval Based on Growth Rate and Cyst Size

Group 1
(<10 mm)

Group 2
(�10–<20 mm)

Group 3
(�20–<30 mm)

Group 4
(�30 mm)

Total patient number, n (%) 501 (36.6) 712 (52.0) 125 (9.1) 31 (2.3)
Cyst size, mm 7.1 ± 1.8 14.0 ± 2.7 23.6 ± 2.7 35.4 ± 7.3
Growth rate, mm/y 0.8 ± 1.1 0.7 ± 1.1 1.1 ± 1.5 1.2 ± 2.1

Maximal growth rate 13.8 8.7 7.7 10.4
95% CI 2.9 2.9 4.0 5.3

Doubling time, y 25.6 43.1 127 46.6
Shortest doubling time 0.5 1.6 3.1 3.4
95% CI 2.5 4.9 5.9 6.6

50% increasing time, y 12.8 21.5 64 23.3
Shortest 50% increase 0.3 0.8 1.5 1.7
95% CI 1.2 2.4 2.9 3.3

Time taken to exceed 3 cm 81.8 48.4 49.4
Shortest time, y 1.7 1.8 0.8
95% CI 8.0 5.6 1.6

Recommended follow-up interval 6 month / 2 year 6 month twice / 2 year 6 month twice / 1 year Every 6 months

CI, confidence interval.

Figure 4. A new surveil-
lance protocol was
devised for BD-IPMN
patients without high-risk
stigmata or worrisome
features based on the
initial cyst size and growth
rate. The selection of
diagnostic modality and
follow-up period should be
based on the cyst size at
detection.

582 Han et al Gastroenterology Vol. 154, No. 3

CLINICAL
PANCREAS

diagnostic expenses significantly vary. MRI is 4–5 times
more expensive than CT. Therefore, cost-effective diagnostic
imaging modalities may depend on national policies on
medical expense and actual cost. EUS is an alternative
diagnostic modality in patients with cysts who need
frequent surveillance or detailed assessments.28,29 Based on

the surveillance protocol recommended in this study,
patients with cyst sizes >2 cm can undergo MRI or EUS.
Because these patients need frequent check-ups, MRI or EUS
is recommended to reduce radiation hazards.

In this study, CT or MRI was used during follow-up,
whereas MRI was utilized to help physicians visualize the

Table 3.Optimal Surveillance Interval Based on Growth Rate and Cyst Size

Group 1
(<10 mm)

Group 2
(�10–<20 mm)

Group 3
(�20–<30 mm)

Group 4
(�30 mm)

Total patient number, n (%) 501 (36.6) 712 (52.0) 125 (9.1) 31 (2.3)
Cyst size, mm 7.1 ± 1.8 14.0 ± 2.7 23.6 ± 2.7 35.4 ± 7.3
Growth rate, mm/y 0.8 ± 1.1 0.7 ± 1.1 1.1 ± 1.5 1.2 ± 2.1

Maximal growth rate 13.8 8.7 7.7 10.4
95% CI 2.9 2.9 4.0 5.3

Doubling time, y 25.6 43.1 127 46.6
Shortest doubling time 0.5 1.6 3.1 3.4
95% CI 2.5 4.9 5.9 6.6

50% increasing time, y 12.8 21.5 64 23.3
Shortest 50% increase 0.3 0.8 1.5 1.7
95% CI 1.2 2.4 2.9 3.3

Time taken to exceed 3 cm 81.8 48.4 49.4
Shortest time, y 1.7 1.8 0.8
95% CI 8.0 5.6 1.6

Recommended follow-up interval 6 month / 2 year 6 month twice / 2 year 6 month twice / 1 year Every 6 months

CI, confidence interval.

Figure 4. A new surveil-
lance protocol was
devised for BD-IPMN
patients without high-risk
stigmata or worrisome
features based on the
initial cyst size and growth
rate. The selection of
diagnostic modality and
follow-up period should be
based on the cyst size at
detection.

582 Han et al Gastroenterology Vol. 154, No. 3

CLINICAL
PANCREAS



장애인과 故 장영희 교수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이자 수필가였던 故 장영희 교수는 

목발 없이 걸어 다닐 수조차 없었던 장애인이셨다. 당신께서 펴

내신 수필집들은 수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장애인의 사전

적 의미는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장영희 교수에 대한 아래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애잔하게 

한다.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앓아 두 다리 모두 불편했던 장

영희 교수가 대학 입시를 본 건 1970년대 초였다. 지금보다 편견

이 더 심했던 그때, 아버지인 영문학자 장왕록 박사가 대학을 돌

며 딸을 시험 치르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대부분 거절했지만, 서

강대 외국인 교수가 ‘시험을 머리로 보지, 다리로 보느냐’고 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이후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모교인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가 2001년 유방

암, 2004년 척추암 전이, 2008년 간암 전이를 거쳐 2009년도에 

57세의 나이로 사망하셨다. 장영희 교수가 장애인으로 역경 끝

에 대학 입학을 한 1970년대 이후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

라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그나마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선

진국에 비할 바는 아니다.

2009년 발간된 故 장영희 교수의 유고 수필집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은 읽고 또 읽어도 좋은 책이다. 

 “꼭 네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로키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다고 한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너

무나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무릎

을 꿇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한 채 서 있단다. 눈보라가 얼마나 심

한지 이 나무들은 생존을 위해 그야말로 무릎 꿇고 사는 삶을 배

워야 했던 것이지. 그런데 민숙아,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든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온갖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나름대

로 거기 순응하는 법을 배우며 제각기 삶을 연주하고 있는 건지

도 모른다. 민숙아. 너는 이제 곧 네 몫의 행복으로 더욱더 아름

다운 선율을 연주하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고…이것이 아까 네 뒷모습에 대고 내가 하는 

싶었던 말이었다. 민숙아, 사랑한다.”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의 연속에 낙담하는 제자 민숙에게 

저자인 장영희 교수가 쓴 글이다. 각자 인간의 삶이 어찌 평탄할 

수만 있겠는가. 모진 눈보라를 겪어 무릎 꿇은 형상을 한 나무들

이 명품 바이올린으로 다시 태어나듯 우리도 명품 삶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삶도 참고, 이겨내야 한다.

 장애인 딸을 키웠던 작가 펄 벅은 ‘딸이 없었다면 나는 분명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을 것’이

라고 했다. 어떤 한 장애인은 ‘외국에서는 길을 갈 때는 나를 한 

번만 쳐다보고 마는데, 한국에서 길을 지날 때 한 번 쳐다보고, 

다시 한번 쳐다보고, 되돌아와서 다시 한번 또 보고 간다’고 했

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예비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

글 | 백대현(서초구 방배성모정형외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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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에 대해 어떤 편견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들에 대한 

태도, 의식, 대우 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만 한다고 생

각한다.

 “내가 살아보니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

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얼마나 바

보 같은 짓인 줄 알겠다는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밑지는 적이 없다. 내가 남의 말만 듣고 월급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한 것은 몽땅 다 망했지만, 무심히 또는 의

도적으로 한 작은 선행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

에 고마움으로 남아 있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 걸

리고 그와 사귀는 것은 한 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

이 있다. 그러니 남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포장

된 투자는 없다.” 

“결국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인간의 패기도, 열정도 아니

고, 용기도 아니고 인간의 선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나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

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

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는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

은 그 내용물이라는 것이다. 명품 핸드백에도 시시한 잡동사니

가 가득 들어 있을 수 있고, 비닐봉지에도 금덩어리가 담겨 있을 

수 있다.”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안

에 나쁜 생각이 있어도 3%의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말고,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며 선하

게 살며, 겉보다는 내용이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故 

장영희 교수의 말씀이시다. 장영희 교수의 어머니는 비 오는 날

에도 큰 우산을 쓰고 그를 등에 업고 다녀, 그가 빼먹지 않고 학

교에 다니는 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우리들은 생

이 얼마 안 남았을 때야 비로소 부모님들에게 ‘나는 내 부모님의 

자식이어서 그동안 너무 행복했어요’라고 말하곤 한다. 지금부

터 평상시에 ‘나는 너희들의 부모라서 지금 행복하다’라던가, ‘나

는 부모님들이 나의 부모님들이어서 지금 무척 행복해요’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故 장영희 교수의 에세이 몇 권들은 중년인 지금의 나의 독서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2016

년 5월에 <바람 부는 날이 날기 연습하기 좋은 날>이란 제목의 

에세이 책을 출간하였다. 지금도 하늘 나라에서 천사들과 수많

은 영혼들이 읽을 감동적인 에세이를 쓰고 계실 故 장영희 교수

에게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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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느낀 중환자실 
그리고 중환자의학

저는 곧 중환자 세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입니다. 제가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한 데 큰 계

기가 된 미국 중환자실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2016년 8월에 한 달간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

리블랜드 클리닉 본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클리블랜드 클리닉 마취통증의학과에 한 달간 마취통증의학과가 관여하는 

모든 곳을 둘러보고 견학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여러 Hosting physician을 소개받아 저에겐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2주 차부터 Hosting Physician으로 Clinic의 SICU를 담당하시는 Dr. Gardezzi 교수님을 따라서 ICU에 머무

르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고 제겐 특별한 스케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ICU A, B, C, D 앞의 회의실에 많은 의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곳은 커다란 모니터에 환자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많은 레지던트, 인턴, 스텝, 책임 간호사, 호흡기 치료사들이 모이게 됩니다. 밤사이의 이벤트들과 환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브리핑을 하는 것은 한국의 중환자실과 다름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보다 더 

열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스텝들에게 졸린 와중에도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레지던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각 스텝들의 스케줄이 맞춰서 중환자실 회진을 돌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은 A, B, C, D 모두 

커버하는 스텝이 그날그날 달랐으며 주치의와 팀 자체가 달랐습니다. 제가 세브란스 중환자실에서 경험했던 환자 한명, 한

명을 두고 여러 가지 이슈를 두고서 토론하면서 한 환자에게서 15분 이상씩 쓰는 심도 있는 회진의 방식과 유사하였습니

다. 차이가 있다면 호흡기 치료사가 있다는 것이고, 간호사 한 명이 한 명의 환자만 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때 기억에 남

던 환자와 케이스가 몇 명 있었습니다. 기관삽관이 어렵고, 마스크 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되어 자일로카인을 쓰고 

기관지 내시경 유도하 각성 삽관을 했던 환자, 소생이 힘든 인도 환자인데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 가족을 초대했던 환자, 소

장 이식을 시행 받은 이후 끊임없이 감염과 싸우는 1년간 입원해있던 환자를 비롯해서 한국과 비슷하지만 조금씩은 다른 

중환자실의 문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상적이었던 것은 많은 Sepsis 환자들 곁에 심초음파가 항상 비치되어있었고, 시시각각 중환자실 전담의들이 실시

간 심초음파로 심장 수축력과 심장 내 혈액 볼륨 양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수액 투여와 승압제의 종류와 용량을 결정하였습니

다. 또한 수술 이후의 환자들은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중환자실 내에서 이동해서 앉기, 걸어 다니기 등을 수행하며 병실로 가

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중환자실을 보는 전담의 스텝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이때 제가 만난 많은 중환자 

전담의 스텝들의 성향에 따라 환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지시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던 것은 중환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과 연구들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입구엔 TV가 있어서 각각의 스텝

오탁규  서울의대 마취통증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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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중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에 대한 소개가 계속 나오고 있었으며, 환자들이 자발

적으로 참여할 경우 얻게 되는 이득과 위험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서 스스로 환자들이 연구를 

보고 선택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레지던트들과 학생들에게 환자를 리뷰

하고 각자 발표하고, 치료 방향까지 제시하도록 하는 교육 분위기를 통해서 스스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급 상황에서 대한 신속 반응 팀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병원에서 코

드 블루 방송이 울리고 나서 1분도 안 돼서 달려오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들 사이엔 마취과 의사도 있고 내과 의사도 있

고, 이비인후과 의사도 있었습니다. 즉 가지고 있는 가방엔 LMA와 기관절개술 세트를 포함한 기도 확보를 위한 도구들이 

전부 있었고 일사불란하게 환자를 보고, 한 명의 간호사는 전담하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기록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 본 케이스에서는 인투베이션 3번을 실패하고 LMA를 넣은 상태에서 이비인후과 의사가 기관절개술을 했지만, 결국 사

망하였습니다. 여기까진 그러려니 했지만 3일 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회의실, 마취통증의학과의 모

든 전공의, 20여명의 스텝, 파트별 과장, 회장까지 모이고 수십 명의 마취 간호사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사망한 환자의 

주치의, 펠로우, 스텝, 이비인후과 의사까지 불려와서 죽은 환자에 대한 케이스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다수의 해명과 신

랄한 비판과 토론의 분위기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많은 이들이 초 단위로 벌어진 그때의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했는

지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솔직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었습니다. 내가 환자를 보는 것의 에비던스를 모두에게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하고 

이것이 중환자실이란 특수한 공간 속에서 판단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중환자 스텝들은 과

감하게 그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특히 제 호스팅 의사였던 교수님께선 중환자실에서 모든 일은 조직화되고 세분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셨고 이를 협업을 통해서 조율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중환자 전담의가 꼭 필요하다는 주

장을 하셨습니다. 

중환자 의학의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실에서 자는 환자들만 보는 것과 다르게, 회복과 퇴원이라는 하

나의 목표를 가지고, 또는 통증 감소와 편안함이라는 부차적인 이유를 가지고 환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임상의사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중환자의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위 글은 The 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실 수기 공모전 the 아픈 ‘가작’ 수상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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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ECC(2008)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 (Dominique Perrault, b.1953)  글│황보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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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 이화여대 ECC 전경(사진 출처 www.perraultarchitec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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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화여대 야경(사진 출처 http://share.ewha.ac.kr/)

프
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 b.1953)가 설계한 이화여자대

학교 복합캠퍼스(이하 ECC: Ewha Campud Complex)는 지난 10여년간 서울 

시내에 건축된 주요건축물 가운데 가장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 중 하나다. (사

진 1, 2) 대개 건축물의 평가는 외관에 드러나는 형태를 통한 조형미와 건물에 요구되는 

프로그램(기능)의 수용, 그리고 장소성과 공간감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감성적인 요소들

에 좌우된다. 페로가 설계한 이화여대 ECC는 외관의 형태가 부재한 상태로 장소성과 프

로그램(기능) 그리고 공간의 감성적 표현을 통해 건축의 존재감을 부각시킨 매력적인 작

품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 얼마나 높고 크게 지어지느냐 하는 요소가 일반적인 기

대치라면, 이 경우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느냐 하는 점이 평가의 포인트

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화여대가 제공한 건축부지는 대지 위에 특정한 프로그램

을 수행하는 건물을 짓거나 올리는 조건이 아니라 대지 속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하

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지형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대지를 입체적으로 기획하는 작업

인데, 페로는 그의 출세작인 파리 세느 강변의 국립도서관(BNF, 1989-95) 설계에서 유

사한 방식을 선보인 바 있다. (사진 3)

이화여자대학교의 신촌 캠퍼스는 협소한 대학부지를 고려한 오랜 숙원사업으로 학내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두고 고민해 왔다. 활용도가 낮은 운동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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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전환하되 이화여대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하여 고층건물을 세우는 대신 지하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고층 

건물을 세우기 어려운 탓에 주차장을 비롯한 은행, 서점, 식당 등 각종 편의 서비스 시설은 물론 연구·교육·행정을 비롯한 모든 공간

이 지하에 수용되도록 의도했다. 도서관과 컴퓨터실 그리고 100명에서 200명을 수용하는 각종 강의실과 행정시설은 각각의 요구조건

에 적절하게 공간이 배분되고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도록 했다. (사진 4, 5) 덕분에 지상에는 일체의 시설 없이 넓은 정원이 마련

되고 공간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모두 매력적인 친환경 캠퍼스가 자연스레 연출되었다. 기초 스케치와 배치도에는 주변 환경과의 맥락

과 더불어 조경계획까지 세심하게 표현되어 있다. (사진 6, 7) 

ECC는 지하공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치 계곡과 같은 길고 깊은 접근로를 설치하여 캠퍼스 내외의 시선과 간섭을 차단했다. 

접근로는 계단과 경사로를 마주 보며 배치하고 방문객의 시선이 이화여대 구관으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했다. 강철과 유리를 주요 재

료로 사용했으며, 길게 연속된 지하공간 측면이 시각적으로 지루해지거나 단조로워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디테일을 만들었다. 낮에는 

깊은 지하공간이지만 동시에 전면 유리패널을 통하여 외부 자연광의 유입을 극대화한 결과 어둡거나 습한 지하의 느낌은 완전 배제했

으며, 오히려 일몰 이후에는 실내외를 시각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조명을 통하여 역동적인 대학 캠퍼스의 모습을 보여준다. 강철과 유

리로 된 계곡의 기다란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면 두 재료가 어우러져 자아내는 하모니 덕에 마치 견고한 크리스털 성벽을 따라 걸어가

사진 3 | 프랑스 국립도서관(사진 출처 www.perraultarchitecture.com)

사진 4 | 이화여대 ECC 평면도(사진 출처 www.perraultarchitecture.com) 사진 5 | 이화여대 ECC 입면도(사진 출처 www.perraultarchitecture.com)

서울의•건축•명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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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듯한 강렬하고도 우아한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사진 8)

           

ECC의 건축은 2005년 국제건축현상공모전을 거쳐 도미니크 페로의 작품안이 선정된 이후 약 3년 여의 공사를 거쳐 2008년 완공되

었다. 이후 ECC는 서울시 건축상과 그린 디자인상(Good Green Design Award)을 수상하는 등 서울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자리를 잡

았다. 하지만, 이 복합건축물의 건축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캠퍼스 환경 훼손에 대한 막연한 우려에서부터 지하공간 개발

에 대해 대학의 이미지 훼손 그리고 공사비 회수를 위해 ECC에 각종 고급 사업장이 들어서면 학생들의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목

소리도 있었다. 도발적이고 과감한 외국인 건축가의 공격적인 설계로 인해 역사적 캠퍼스 내에 어색한 긴장감이 발생하거나 자본의 

침입에 의해 구성원 간 위화감이 생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었다. 

10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당시의 그런 염려가 거의 다 해소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현재 ECC 주변은 대학 캠퍼스에서 기대

되는 정숙함과 평온함이 유지되고 있다. 원래 의도한 대로 공간확충도 실현되어 효율적인 캠퍼스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일반인의 방

문을 허용함에 따라 이화여대 ECC는 서울을 대표하는 품격있는 건축물로 사랑받고 있다.     

사진 6 | 이화여대 ECC 배치도(사진 출처 www.perraultarchitecture.com) 사진 7 | 이화여대 ECC 스케치(사진 출처 www.perraultarchitecture.com)

사진 8 | 이화여대 ECC 야경(사진 출처 www.perraultarchitec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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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편집위원 추천 맛집

서울시 마포구, 꽃과 나무로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맛집

이 있다. 지나가던 이도 뒤돌아보게 만드는 참식당은 1995년부

터 25년의 세월 동안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 참식당은 가격

이 천차만별인 대구 중에서 값비싼 동해의 대구를 들여왔다. 동

해의 대구는 서해보다 두 배 이상의 가격이지만, 더욱 힘이 있

고 산도가 좋으며 알이 차 있다. 연잎으로 육수를 내 대구의 간과 

살, 고니를 넣어 시원하게 끓여낸 대구탕은 이 집의 자랑거리다. 

대구탕은 우선 마그네슘과 비타민D가 많은 간을 먼저 먹고, 생

선살과 고니는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맛을 내기 위해 천천히 먹

는 것이 좋다. 특히 고니는 알고니가 아닌 생고니로, 더욱 부드

럽고 고소한 맛을 자아내 식감의 재미를 주고, 생선살의 껍데기

는 콜라겐이 풍부해 거르지 않고 살과 함께 먹는 것이 피부 건강

을 돕는다. 직접 담근 반찬들은 오랜 시간 숙성시켜 살아있는 유

산균을 생성하고, 대구탕과 더불어 먹기 손색없는 진한 맛을 보

인다. 깍두기와 배추김치, 대구 아가미 젓갈까지… 건강한 한끼 

식사다.  

참식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 말한다. 손맛을 느끼지 

못하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범람하는 시대에 끝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운영할 것이라 다짐한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선한 

재료와 정성이 담긴 음식, 그리고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맞이할 

것이다. 그 이름처럼 정직하고 참된 ‘참식당’에서 올여름 건강을 

지켜줄 대구탕을 만나보자.     

위       치  마포구 토정로 309(용강동)

영       업  오전 10시~오후 10시(휴식시간 오후 3시~5시)

전       화 02-706-2432

가       격 대구정식 3만 8천원

      생 대구탕 2만 3천원

      생대구지리 2만 3천원

      생대구뽈찜 (대) 7만 8천원

                  (중) 6만 8천원

최상의 재료로 최상의 음식을 대접하는

‘참식당’

추천

맛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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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많은 단골과 함께 지내온 ‘옛

골’. 단골들은 들어서면서부터 호쾌하게 외친다. ‘묵은지 꽁치찌

개 하나, 계란말이 하나 주세요!’ 옛골의 인기 메뉴는 꽁치찌개

와 계란말이다. 바로 수확한 배추로 직접 담근 묵은지와 고소한 

꽁치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자아낸다. 한 마디로 ‘밥을 부르는 

맛’. 한국인의 밥심이 살아나는 국물이 이 집의 묘미다. 매콤하

고 쫄깃한 오징어 젓갈부터 시원하게 익은 깍두기, 구수하고 감

칠맛이 나는 시래기 그리고 아삭하고 새콤달콤한 오이 반찬까지 

직접 만든 반찬들이 풍부하게 찌개의 풍미를 더해 지금의 명성

을 이뤄냈다. 특히 부드럽고 포근한 식감과 깔끔하게 입맛을 잡

아주는 계란말이는 찌개와 함께 주문하는 별미 메뉴다.

입소문으로 유명세를 탄 옛골은 손님들과 직원들이 가족처럼 

친근하고 따스하다. 옛골은 청결하고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 정

직하게 운영하고, 손님과 즐거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것이 

성공 비결 아닐까. 옛골은 앞으로도 감사함을 잃지 않으며 진실

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위       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24길 12

영       업  오전 8시~오후 9시 30분

전       화 02-561-0591

메       뉴 묵은지 꽁치찌개 1만 8천원

      김치찌개 1만 4천원

      된장찌개 1만 4천원

      계란말이 7천원

정직함으로 승부하는

‘옛골’

추천

맛집1



조국의 역사를 지닌 

국립현충원

50여년 동안 인위적인 훼손을 금지하며 철저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아름다운 국립현충원은 많은 국가유공자들의 혼을 품은 국립

묘지다. 조국의 역사를 빛낸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이 안장된 국립묘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했다.

국립현충원

국립현충원은 <국립묘지령> 첫 조항에서 군인․군무원으로

서 사망한 사람과 국가에 유공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을 영구

히 추앙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하에 둔 묘지다.

국립현충원은 174.8m 공작봉을 중심으로 산이 완만한 경

사를 이뤄 병풍처럼 펼쳐져 묘역을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경

관을 자랑한다. 다른 도시림에 비해 양호한 식생구조를 보여 

도시림 식생관리의 모델이 되며, 특히 식생관리의 문제점인 

아카시아림 비율이 10%로 매우 낮아 안정된 상태다. 서식하

는 동물류는 조류와 포유류로서 천연기념물과 많은 동물의 

생태계가 이뤄져 있다.

주요 묘역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총 56묘역은 국가원수묘역부터 시작

해 임시정부요인묘소, 애국지사묘역, 무후선열제단, 국가유

공자묘역, 장군묘역, 장병묘역, 경찰묘역, 외국인묘역으로 나

뉠 수 있다. 6.25 전쟁 후 발생한 많은 전사 장병 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군인 위주로 이뤄졌던 군묘지 안장 업무가 1965년 

재정립됐다. 애국지사, 경찰관 및 향토예비군까지 대상이 확

대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삶을 희생하고 국가발

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이들을 안장할 수 있게 됐다. 그 

충의와 위훈을 후손들에게 영구히 보존, 계승시키는 겨레의 

성역으로 국립묘지 위상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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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국립현충원은 충혼당, 위패봉안관, 봉안식장, 참배․추모시

설, 현충선양시설, 조형․휴게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충혼당

은 1985년 묘역이 만장되면서 서울에 안장되길 희망하거나 

장소가 없는 대전현충원에 안장하는 유족들의 불편함을 개선

하기 위해 2003년 말부터 공사에 착수해 2006년부터 운영하

고 있다. 자유롭게 제례동에서 제례행사 및 종교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자례동 7실과 휴게동이 설치돼 있다. 또한 위패봉

안관은 중앙에 영현승천상을 세워 헌화할 수 있는 공간이 마

련돼 있다. 천정에는 영령들의 안식과 승천을 기리는 천국의 

모습이 부조돼 있다.

국립현충원은 그저 아름다운 공간이 아닌 조국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충의로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혼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7월, 이곳 국립현충원에서 조국을 향한 

애국심을 가져보자.   

● 운   영 현충원 개방 시간(연중무휴)

      정문동문통문(5개소): 오전 6시~오후 6시

      업무 시설 개방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관리사무소, 민원실, 충혼당, 사진전시관 등)

      전시관 휴관: 동절기(11월~2월)의 토요일 및 휴일

● 주   소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문의 02-4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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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치과계의 사건이지만 ‘유디치과’ 사건을 모르는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 의료기관이 같은 상호를 쓰고 공동

광고 등 마케팅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병원은, 그 허용 여부에 따라 의료계와 치과계를 불문하고 엄청난 지각변

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핵폭탄’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유디치과는 개당 200만원을 웃돌던 임플란트를 개당 80만원 선에 공급하는 저가 임플란트 시술을 무기로 

급속하게 지점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치과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젊은 치과의사들을 중심으로 

‘덤핑 공세로 환자를 끌어모은 뒤 질 낮은 시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2게다가 네트워크병원은 의료민영화 논란까지 유발했는데,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을 영리병원으로 가는 징

검다리로 보는 입장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을 허용하면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기업형 진료를 확산시킬 것으로 우

려했습니다.

사무장병원과 
네트워크병원 
- 대법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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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시 야당에서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이른바 1인1개소법을 발의했고, 의료계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해당 개정안은 2011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3 2013년 모 병원 A 원장은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인1개소법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A 

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네트워크병원을 운영하는 B 원장은 1인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당했는데,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들

을 아직 심리 중입니다.

4헌법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와는 별개로, 대법원에도 많은 1인1개소법 관련 소송이 계류돼 있습니다. 대표

적으로 ①네트워크병원장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 ②네트워크병원에 고용된 

봉직의가 네트워크병원장과 연대해 자신에게도 내려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 등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돈에 대한 소송들입니다. 세상사 분쟁의 종착점은 결국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법적 분쟁들은 ‘네트워

크병원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해 설립

돼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네트워크병원에

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없고 지

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부당이득으

로 환수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

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해석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지난 5

월 말, 관련 소송들에 대한 판결을 통해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

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했습니

다. 이번 판결은 정책당국에 네트워크

병원에 관한 중대한 방향 전환을 우회

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

서는 네트워크병원에 관한 현행법, 이

번 판결, 향후 예상을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5의료법은 1명의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 즉 개설자와 운영자가 동일한 의료인인 경

우만을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적법 의료기관들을 분류하면, ①비의료

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사무장병원), ②1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중복개설

병원),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명의차용병원)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 중복개설병원은 ‘노골적인 네트워크병원’, 명의차용병원은 ‘숨은 네트워크병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위 3가지 모두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각의 처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사무장병원은 1)실질적 개

설·운영자인 사무장에 대해는 5년 이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2)그에 고용된 명의상 개설·운영자인 의료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둘째 노골적인 네트워크병원인 중복개설병원은 1)네트워크병원장은 5년 이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지만, 2)그에 고용된 봉직의에 대해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셋째 숨은 네트워크병원인 명의

차용병원은 네트워크병원장과 봉직의 모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6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입법자가 위 3가지 비적법 의료기관 관련자의 처벌에 차이를 두었다는 점, 그리고 의

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는 점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에 근거해 대법원이 

판시한 결론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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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전성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

교육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①중복개설병원, 명의차용병원 역시 의료인에 의해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적법한 의료기관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

다고 할 수는 없다. ②또한 거기에 고용된 봉직의가 제공하는 ‘진료행위’도 적법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진료행위와 

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그렇다면 어떤 의료기관이 중복 또는 명의 차용돼 개설되었다는 사정만을 가

지고 그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④따라서 중복개설병원, 명

의차용병원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이 내린 결론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대해는 의료법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으냐. 그러니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은 의료법으로 규제해라. 그리고 그와 별개로, 의사가 시행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라. 의사가 진료한 것은 똑같은데 돈은 줘야지.’

7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네트워크병원임이 적발된 경우에도 그곳에서 고용돼 일하던 명의상 원장인 

봉직의들에게 실질적 원장과 연대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제기되거나, 네트워

크병원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나 지급정지처분이 내려져 병원이 순식간에 파산 위기에 몰리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번 판결과 무관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 및 처벌, 그리고 노골적인 네트워크병원인 중복개설병원의 병원

장에 대한 처벌은 계속 이뤄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가끔은 불만스러운 판결을 내리기도 하지만, 법원은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고민하는 

조직이고 이번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 네트워크병원 관련 정책의 큰 변

화가 예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응에 대해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달의 어플

서울시의사회 회원이 추천하는 

최고의 다이어트 선생님            
눔코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란 우스갯소리가 생길 정도로 그 길은 험난

하다. 특히 홀로 걷는 ‘다이어터’들은 주말의 유혹과 정체기, 폭식 등

의 유혹에 노출돼있다. 눔코치는 그런 다이어터들을 체계적으로 도와

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행동 심리학을 기반으로 

생활 습관을 고쳐주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문 의료진

과 영양사, 운동 트레이너들이 효과적으로 행동을 변화할 수 있는 커

리큘럼을 만들고, 감량을 돕는 1:1 채팅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전 

세계 4,50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목표체중을 

이루면서 여러 미국 유명 언론사에서 보도돼, 그 효과를 입증 받았다.

눔코치는 첫 번째로 식사 기록 서비스를 통해 섭취한 음식이 체중

관리에 좋은지 ‘빨노초 신호등 시스템’을 통해 알려준다. 나에게 필요

한 하루 칼로리와 양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식사 기록을 통해 이후 

식사의 칼로리 설정까지 도와준다. 또한 매일 혈당과 혈압을 기록하

고 운동 기록을 통해 자신의 신체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자동 탑재된 만보기 기능이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걸음 수를 측정해, 하루 걸음을 기록하고 그래

프를 통해 분석하고 한눈에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눔코치는 매일 건강관리를 위한 미션과 정보성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이어트 혹은 당뇨관리를 목적으로 설정하면 나

에게 맞는 커리큘럼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료 서비스인 ‘생

활습관 교정 프로그램’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전문가의 1:1 

코칭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친절한 상담으로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극

복할 수 있다.  

◼ 눔코치 사용 방법 ◼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눔코치’ 검색 

후 다운로드 → 애플리케이션 실행 후 눔코치 회원으로 

가입 →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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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설아 서울시의사회 재무이사

 운동량은 기본이고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를 모를 경우 음식물 종류만 입력하면 칼로리까지 계산해줘서 매우 편리하다. 

┃홍순원 서울시의사회 학술이사

 무료 버전도 좋지만, 유료버전을 강추합니다. 삶을 바꿉니다 ̂ ^

사용 후기



❶ 눔코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❸  식사 기록, 만보기 기능, 운동 기

록 및 혈당 기록을 통해 내 상태

를 확인한다

❷  회원가입 후 희망 감량 kg, 다이어

트 강도와 성별, 나이, 체중, 키를 

입력한다

❹ 전문가의 1:1 코칭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❶

❸

❷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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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인간> 알베르 카뮈, 열린책들

<최초의 인간>은 부조리와 반항을 얘기한 실존주의 작가 알레르 카뮈(Albert Camus)가 쓴 미

완의 작품이자 자전적 소설이다. 카뮈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지 3년이 지난 1960년에 남프랑스

에서 파리로 향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다. 카뮈가 탔던 자동차 사고의 충격으로 튕겨나간 검

은 색 가방 속에는 파리로 출발하기 바로 직전까지 몰두했던 육필 원고가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미완의 작품이 바로 <최초의 인

간>이다. 사고 후 <최초의 인간>의 출간은 여러 이유로 좌절됐고 카뮈 사후 34년이 지난 1994년이 되서야 비로소 출간될 수 있었

다. 미완성된 채로 남겨진 원고 정리에만 2년 반이 걸렸다고 하니 실제 출간 작업은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품의 제목 ‘최초의 인간’은 누구이며 무슨 의미일까? 이에 대해 번역자 이화영은 번역 후기(최초의 인간, 열린책들)

에서 ‘그러나 그가 찾아낸 것은 아버지의 철저한 부재와 어머니의 침묵뿐이었다. 그것은 가난과 무지, 기억 상실과 무관심의 세계

였다. 예컨대 그것은 무의 세계였다. 이리하여 그는 자신이 텅 비어있는 무의 세계와 마주한 <최초의 인간>임을 발견한다.’고 했

고 카뮈 역시 ‘그가 오랜 세월의 어둠을 뚫고 걸어가는 그 망각의 땅에서는 저마다가 다 최초의 인간이었다.’고 했다. 말하자면 주

문학 속에서 
커피 향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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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fee



인공 자크 코르므리가 곧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아왔던 카뮈이자 최초의 인간인 것이다. 즉 이 세계에 던져진 우리, 곧 인간 모두가 

최초의 인간이다. 

“20년을 같이 살고 난 끝에 그 사람은 자기 아내가 제과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야. 그래 아내의 거동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그녀가 일주일에 여러 번씩 거길 찾아가서 커피 과자를 잔뜩 먹고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네. 사실이야. 아내가 단 것을 

싫어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커피 과자를 아주 좋아했던 거지.”(최초의 인간, 열린책들, 39p)

묘지에 묻혀있는 아버지의 삶에 관해 알고 싶은 코르므르에게 ‘말랑’은 20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음에도 한 인간을 알 수 없는 것

이라면 죽은 지 40년이 지난 아버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더더욱 없다고 자신의 에피소드로 에둘러 말한다. 그런데 말랑의 아내

는 대체 왜 커피 과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20년이나 숨겼을까?

인간은 자의가 아닌 단지 호명으로 이 세계에 던져

진 피투성(被投性)의 존재다. 그러므로 사실 인간이 애

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

이 없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실존의 삶을 살아야 한

다고 말하지만 실존적 삶은 자유로운 만큼 선택과 책

임에 대한 불안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느 정도의 자율적 자기 구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르

트르는 현실에 관계하며 일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으로 앙가주망을 실천했고 카뮈는 부조리(不條理)

를 직시하고 대응하는 것에 온 전력을 다했다. 그런 만

큼, 실존 철학이 비록 시대에 뒤떨어진 한물 간 사유라고 조롱받기도 하나 솔직히 실존주의자들만큼 명료하게 자기 서사를 실제

의 삶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없었다.

특히 카뮈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칸트의 정언명령 같은 도덕법칙을 이행하는 이성적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동이 반

드시 논리적일 수는 없다. 세계가 부조리로 가득한 이유다. 카뮈는 이런 부조리한 세계에 대응하는 방식을 반항이라고 불렀다. ‘시

지프의 신화’에서처럼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지는 부조리함을 알면서도 사태를 인정하고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행위가 바로 실

존적 반항이다. 

말랑의 아내가 커피 과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숨긴 이유가 혹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로지 혼자 먹

는 것.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그녀가 세계에 반항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몇 번이나 읽었음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커피 과자가 얼마나 맛있었기에 20년 동안이나 남편 몰래 혼자 먹었냐는 것이다. 또 

커피 과자가 단순히 커피 맛을 낸 과자인지 아니면 반죽에 직접 커피를 넣어 구워 만든 과자인지도 궁금하다. 하기야 이 세상에 

커피에 곁들이는 과자치고 맛없는 과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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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스윙에서 
힘의 올바른 진행 방향

강재원 KPGA 프로(jtbc골프 소속)

Golf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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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들은 일반적으로 강하게 힘을 준다. 하지만 힘을 주는 

만큼 비거리가 나가는지 골프를 몇 번 쳐본 플레이어들은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되묻는다. 힘을 준 만큼 힘이 전달되지 

않아, 비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힘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론적으로도 힘을 준 만큼 힘의 전달이 안 된다면 줄 필요가 없

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고,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부분이다.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당연한 이론이 실제로 힘을 주

는 방법과 방향을 이해하고 사용해야 할 때 쉽게 적용되지 않기 때

문이다. 

예를 들면 공을 던지는 야구에 비유해보자. 공을 강하게 던지려

고 힘을 잔뜩 주면, 정작 공을 멀게 혹은 강하게 던질 수 없다. 또한 

학창시절 체력장 때 여학생들은 5~7m를 던질 수 있는 힘이 있지

만, 막상 던지면 바로 앞인 1~2m밖에 못 던지는 경우가 흔하다. 이

를 연상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힘을 잘못 사용하면 힘을 

주지 않는 것보다 전달력이 약해질 수 있다. 필자는 힘을 쓰는 것을 

무조건 찬성한다. 하지만 힘을 잘못 사용하면 사용하는 것보다 못

할 수 있으니 힘의 진행 방향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추어들은 대부분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하기 전이나 

누구나 골프에서의 비거리를 꿈꾼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비

거리는 극히 드물다.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힘을 잘 써야 하

는데, 그 전에 반드시 힘의 진행 방향에 대해 알아야 한다. 비거

리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골프에서의 힘 진행 방

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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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려고 할 때 힘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힘을 사용하면 다

운스윙 궤도가 아웃→인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또한 골

프클럽헤드 스피드 면에서도 감속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 

다운스윙 궤도가 아웃→인으로 나오는 현상은 골프클럽헤

드가 골프클럽에서 가장 무거운데, 다운스윙 시작 전에 힘을 

주면 골프클럽헤드가 지면으로 먼저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

면 다운스윙 궤도가 아웃→인으로 나온다. 또한 필자는 힘을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던 스피드의 가속성에 대해 말하고 싶

다.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나 시작 전에 힘을 사용하면 골프클

럽헤드의 스피드는 조금 상승할지 모르겠으나, 결국 감속된 

상태로 골프공을 가격할 것이다. 이는 마치 자동차 운전 중 

브레이크를 밟을 때와 비슷하다. 다시 말해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을 하기 전이나 시작할 때 힘을 강하게 주면 힘의 전달력

은 약해진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제일 큰 차이점은 백스윙에서 다운스

윙의 전환 동작 때 나타난다. 프로들은 다운스윙 전환 동작 

시의 스피드가 골프스윙을 하는 중 가장 느리다. 그래서 얼핏 

잘못 보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내려오기 전에 멈추었다

가 다시 내려오는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를 해석하자면 

멈추었다가 다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골프스윙 중에 스피

드가 가장 느린 부분이라서 멈추는 동작처럼 보이는 것이다. 

반대로 아마추어들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될 때 

스피드가 가장 빠르다. 이는 결국 골프공의 비거리를 멀리 보

내기 위한 힘의 작용인데, 어쩌면 당연한 본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본능을 통해 힘의 작용

을 더욱 강하게 하고 힘의 

진행 방향에서 사용하는 훈

련이 필요하다. 

골프클럽헤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느끼고 이해하는 게 중

요하고, 그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힘을 사용하면 스피드가 가속돼서 

골프공을 타격할 것이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진자의 운동

이나 시계추의 원리를 이용해서 내려오는 무게의 연장선에

서 각자의 힘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비거리 효과를 늘

릴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효과적인 힘의 방향은 다운스

윙 시 어깨 위, 몸 오른쪽 부분이 아니다. 내려오

는 과정의 연장선, 즉 몸 왼쪽 부분의 힘을 사용

하는 것이 느껴져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골프

클럽 움직임과 힘의 진행 방향을 더 올바르게 

만들 것이며, 가속으로 골프공을 타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비거리는 당연히 늘어

날 것이다. 필자는 부디 독자들이 잃어버

린 20야드를 찾길 바란다.  



평화시장은 팔을 다 벌려도 안을 수 없는 커다란 건물 

3층으로 이뤄져 있는 의류도매시장이다. 트렌드를 이

끌며 개성을 추구하는 평화시장은 모자면 모자, 청바

지면 청바지까지, 다양한 품목들을 몇 천가지 안고 있

다. 오늘, 패션의 원조인 평화시장을 거닐어본다.

주소  서울 중구 청계천로 274

 찾아오는 길

 1호선 4호선 동대문역 8번 출구

 2호선 4호선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13, 14번 출구

 1호선 종로5가 6번 출구

패션의 시작,
      패션의 원조!

시.장.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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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시장, 오랜 역사와 현재

 평화시장은 한국전쟁 당시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피난민들이 옷을 만들거나 미군복을 염색, 탈색해 판매하던 것으로 시작됐다. 시

장의 이름인 ‘평화’는 평화통일을 기리는 실향민들의 염원에 따라 붙여졌으며 전쟁 후 노점상들이 몰려들면서 상권이 형성됐다. 1958

년 일대의 대화재로 판자촌은 사라지고 1962년부터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현재는 한국 패션을 이끄는 대표적인 의류생산도매 시장

으로 자리 잡았다. 평화시장은 총 3층으로 돼 있으며 층마다 가, 나, 다, 라, 마동이 존재해 길을 잃기 십상이다.

세련되고 깔끔한 평화시장의 외경은 마치 백화점 같기도 하다. 층마다 약 500~550개의 매장이 있어 한 층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진이 빠진다. 그때를 대비해 곳곳에는 매점과 만남의 장소가 존재한다. 이곳은 양쪽으로 의자가 나열돼 있고, 자판기 등이 있어 휴식

을 취하기 좋다. 친구들과 쇼핑을 하다가 갈라졌을 때, 여기서 다시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책방골목

평화시장으로 향하는 걸음을 붙잡는 것은 책 냄새가 물씬 나는 책방골목이다. 소설부

터 전문도서까지 다양한 장르의 책을 보유한 서점들이 줄지어 있다. 책을 사랑하는 이

들이 모이는 이곳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서점’이다. 어릴 적 달빛에 의지해 읽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책 구경 삼매경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 통일상가

평화시장 중간에는 뻥 뚫린 길이 있다. 그곳을 가로지르면 통일 상가가 보인다. 모든 

의류의 시작인 통일 상가는 다양한 의류 부자재를 판매한다. 단추부터 시작해 의류에 

관련된 모든 부자재가 모여 있다.

/ 전태일 동상

평화시장 앞에는 전태일 동상이 서 있다. 그는 한국의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인물로, 열

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 운동 발전을 위해 앞섰던 평화시장의 봉제공장 노동자였

다. 1970년 11월,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한 그의 죽음은 아직도 노

동자들의 편에 서서 힘이 돼주고 있다. 동상의 주변인 청계천 길바닥에는 그를 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글귀가 적혀 있어 심금을 울린다.

/ 청계천

오랜 세월과 역사를 담고 있는 청계천은 길이 약 10km의 하천이다. 아름다운 풍경과 여러 

시장이 둘러싸고 있어 축제가 자주 열리는 서울의 ‘핫플레이스’다. 젊은이들의 데이트코스

이자, 가벼운 산보를 즐길 수 있는 청계천 둘레길을 걸으면 자연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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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위대한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프

란시스코 고야. 그는 18~19세기에 활동한 성공한 수석 궁정화가이자, 

근대적인 시작을 처음으로 화폭에 담아낸 화가로 평가받는다. 권력층

에 순순히 따라야 했음에도 시대의 격동기에서 표현의 자유를 갈구했

던 화가 고야를 만나본다. 

‘예술’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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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예술가 고야 

왕족과 귀족들의 사랑과 후원을 듬뿍 받으며 성장한 프란시스코 고야. 그

는 화려한 부와 권력까지 화폭에 묘사해내 카를로스 4세의 수석 궁정화가

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그는 안정된 삶에 만족하지 않고 자유로운 예술혼

을 표출하길 원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전쟁이 시작된 후부터 격동의 시기

를 겪으며, 그의 세계관은 점차 변화한다. 바로크 양식의 풍자적 연작판화  

<카프리초스>, 나폴레옹 군대의 만행을 담은 연작판화 <전쟁의 참화>가 이

를 증명한다. 특히 판화에 있어서 뛰어난 감각을 드러냈다. 화가이자 판화가

였던 그는 판화 속에 자신이 고찰한 시대상에 감정을 녹여냈다. 전쟁을 피해 

떠난 곳에서 고야는 심한 병을 앓아 청력을 잃기도 했다. 그 때문이었을까. 

고야는 말년에 들어서 어둡고 괴기스러운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런 

그의 작품들은 에두아르 마네, 파블로 피카소 등에게 영향을 줬다고 전해진

다. 가장 전통적인 예술과 근대적 예술, 시대 풍자까지 화폭에 담은 그의 작

품은 스페인 미술사에 위대한 유산으로 남았다. 

<카를로스 4세의 가족> 

카를로스 4세의 명으로 그린 왕실 가족 초상화다. 그가 남긴 500여 점에 

가까운 초상화 중 가장 유명하다. 한 벽면을 꽉 채우는 크기만으로도 압도적

이다. 특히 이 작품은 다른 작품과는 달리 왕족의 얼굴에 무능함과 어리석

음을 녹였다고 평가받는다. 뛰어난 예술적 감각으로 왕족에 대한 비판을 알 

듯, 모를 듯 표현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 <벌거벗은 마하>, 아래 <옷을 입은 마하> 

누드화를 금지했던 스페인. 고야는 궁정화가 신분으로 최초의 누드화를 

그린다. 이 일로 뜨거운 감자가 된 그는 종교재판정에 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벌거벗은 마하와 똑같은 모습의 여성에게 옷을 입힌 그림, <옷을 입은 

마하>를 그려 세간의 분노를 삭였다. 안정적인 궁정화가로서의 삶보다는 예

술의 자유에 도전했던 고야의 면모가 드러나는 작품이다. 

<1808년 5월 3일>

1808년 5월 3일은 스페인의 가장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역사 중 하나다. 

무능한 카를로스 4세와 왕비는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었다. 당연히 기울어갈 

수밖에 없었던 스페인 정국. 한때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였으나, 1808년 프

랑스의 나폴레옹에게 점령당한다. 역사의 숱한 민중들처럼 스페인에서도 봉

기가 일어났지만 무참히 짓밟혔고, 학살당했다. 당시의 순간을 기록한 고야

의 작품이다.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은

스페인 미술사에 

위대한 유산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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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발레단이 제작하는 발레 <지젤>이 오는 7월 19일부

터 21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충무아트센

터의 발레시리즈는 유니버설발레단과 2014년부터 <잠자는 숲

속의 미녀>,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여 온 가족이 관람하기에 손색없는 공연으로 매해 사랑받

고 있다.

유니버설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지젤>은 

1985년 국내 초연부터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에 이어 이듬해 

그리스, 독일, 스위스 등에서도 흥행해 작품성을 입증했다.

<지젤>은 귀족 신분의 알브레히트와 평범한 시골소녀 지젤의 

이뤄질 수 없는 사랑과 배신, 삶과 죽음을 넘어선 숭고한 사랑을 

주제로 19세기의 초자연적 사랑을 그린다. 1막에서는 순수한 사

랑을 꿈꾸는 지젤이 사랑과 배신으로 인해 광란에 치닫는 비극

적인 모습을 그린다. 2막에서는 영혼 윌리가 된 후에도 죽음의 

경계를 넘어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자 하는 지젤이 그려져 1막과 

2막의 극적으로 대비되는 연기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2막에서 

푸른 달빛 아래 순백의 튜튜를 입은 24명의 윌리들이 그리는 아

름답고 정교한 군무가 환상적이다.

지젤 역에는 ‘믿고 보는 간판스타’ 수석 무용수 강미선이 맡았

으며, 알브레히트 역에는 콘스탄틴 노보셀로프가 맡아 호흡을 

맞춰 뛰어난 감정연기와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

이다. 또한 한층 깊어진 연기력으로 유니버설발레단 대표 주역 

무용수로 자리매김한 홍향기와 베테랑 무용수 이동탁이 만들어

낼 앙상블에도 주목된다. 거기에 한상이와 간토지 오콤비얀바, 

최지원과 마밍이 함께해 극에 무게를 더한다. 이번 7월에는 사

랑하는 사람에게 <지젤>을 통해 낭만적인 여름을 선사하자.

│기간   7월 19~21일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시간    평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2시, 7시

│가격    VIP석 9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문의   충무아트센터 02-2230-6601

순수한 달의 노래가 흐르는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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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부활과 불멸을 꿈꾼 우주론자들의 상상력과 실험정신

을 전시한 <안톤 비도클: 모두를 위한 불멸>이 7월 21일까지 국

립현대미술관 서울 6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안톤 비도클은 뉴욕과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스크바 

출신 작가이자 영화감독이며, 세계적인 온라인 예술정보 플랫폼 

‘e-flux’의 창립자이자 편집자다. 이번 전시에서는 러시아 우주

론을 주제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작한 ‘러시아 우주론’ 영

상 시리즈를 3부작으로 소개한다.

<안톤 비도클: 모두를 위한 불멸>의 주제인 러시아 우주론은 

19세기 러시아 사상가 니콜라이 페도로프의 철학자, 과학자, 혁

명가에 의해 개진됐다. 러시아 우주론자들은 인간과 우주가 불

가분함을 주장하며 인간이 우주와 함께 진화하며 죽음을 극복하

고 불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봤다. 러시아 우주론은 최근

까지 자본주의와 서구적 합리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에 대한 

철학적 대안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영상 1부작 <이것이 우주다>(2014)는 러시아 우주론을 정초

한 니콜라이 페도로프가 남긴 저술과 논문 등을 바탕으로 그가 

추구한 유토피아가 무엇인지 추적한다. 2016년 광주비엔날레에

서 ‘눈 예술상’을 수상하며 영상미와 사운드, 우주론에 대한 실험

정신을 인정받은 2부작 <공산주의 혁명은 태양에 의해 일어났다

>(2015)는 태양의 표면 변화에 따라 인류에 큰 변화가 주기적으

로 일어난다는 알렉산더 치제프스키의 우주론을 소개한다. 마지

막 <모두를 위한 부활과 불멸!>(2017)은 우주론의 핵심 개념인 

부활의 장소로서 박물관을 고찰한다. 안톤 비도클의 러시아 우

주론은 무모하게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에게 필요한 지점임을 시사한다.

AUGUST  77

•기간   7월 21일까지 

•시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6전시실 상하층

•장소   오전 10시~오후 6시

•가격   4천원 

•문의   국립현대미술관 02-3701-9500

인류의 부활과 불멸을 꿈꾸는

<안톤 비도클: 모두를 위한 불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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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연 EMK의 오리지널 뮤지

컬 세 번째 작품 <엑스칼리버>가 오는 8월 4일까지 공연을 선보

인다. <엑스칼리버는> 2014년 3월 스위스 극장에서 첫선을 보인 

작품이며, 이후 공연 판권을 확보해 보다 장대하고 극적인 스토

리 구성과 섬세한 캐릭터 구성을 위해 뮤지컬 넘버를 약 60%가

량 새롭게 작곡해 추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월드 프리미어로 첫

선을 보이는 곳이 한국인만큼, 고대 영국의 신화 속 인물의 이야

기에 아시아의 보편적 관객의 정서를 반영하는 엔딩을 비롯한 전

반적인 스토리 라인을 대폭 수정했다.

<엑스칼리버>는 색슨족의 침략에 맞서 혼란스러운 고대 영국

을 지켜낸 신화 속 영웅 아더왕의 전설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

석한 작품이다. 평범한 한 사람이 빛나는 제왕으로 거듭나는 여

정을 통해 뜨거운 감동과 신선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엑스

칼리버>는 중세의 목가적인 소리부터 어두운 고딕풍의 락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극에 무게감을 더한다. 또 최첨단 무대 기

술과 특수효과를 사용해 근대 과학이 없던, 마법과 마술이 공존

하던 고대 영국을 놀라운 시각적 효과와 아름답고 신비로운 영상

을 통해 자아낸다.

주인공 아더의 역할에는 카이와 김준수, 도겸이 왕의 운명을 

타고나 빛나는 카리스마와 존재감을 지닌 청년을 묘사한다. 아더

의 친구이자 뛰어난 기량을 가진 기사인 랜슬럿 역에는 엄기준과 

이지훈, 박강현이 강렬하면서도 다정한 연기를 보여준다. 또한 

아더의 이복누이로 후계자 자리를 찬탈하려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모르가나 역에는 신영숙과 장은아가 복잡한 감정선을 심도 

있게 풀어낸다. 마법사이자 예언가인 멀린 역에는 김준현과 손준

호가 맡았고, 마지막으로 용감하고 총명한 기네비어 역에는 김

소향과 민경아가 맡아 극의 완성도를 올려주며 그 외에도 아더의 

양아버지 엑터 역에 조원희와 이종문, 색슨족 군대를 이끄는 이

교도 신자 울프스탄 역에는 이상준이 낙점돼 빈틈없는 캐스팅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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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제왕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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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만드는 

월간 서울의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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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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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1. 서울의사 7월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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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4일(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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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Y 2 0 1 9

EVENT

                 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매거진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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