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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만드는 전문의료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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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Seoul Medical Association Medical Corps
의료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 유지를 돕고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증진 도모

｜후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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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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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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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계좌｜신한은행 100-020-035444   예금주: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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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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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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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6.23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
(도봉구의사회 주관 재활의학과 진료)

2019.7.14.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
(마포구의사회 주관 이비인후과 진료)

2019.7.7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
(한국여자의사회 주관 단체사진)

2019.7.6 남대문쪽방지역 나눔진료
(내과 진료)

2019.6.23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
(도봉구의사회 주관 단체사진)

2019.7.7.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
(한국여자의사회 주관 산부인과 진료)

2019.6.30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
(구로구의사회 주관 단체사진)

2019.7.14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
(마포구의사회 주관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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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사는 건강한 삶을 향한 소통의 장입니다.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한 정보만을 담아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서울의사가 함께 합니다.

서울시의사회가 만들어 갑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02)2676-9751

의사신문 (02)2636-1056

도서출판 지누 (02)3272-2052

『서울의사』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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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사』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발행 MAGAZINE 『서울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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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획 · 편 집 도서출판 지누

대 표 박성주

편 집 부  실 장 김후정

편 집 부 김아람 / 조유리

최재민 / 박정혜

인 쇄 (주)갑우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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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 의 사

오징어잡이 배

 정의홍

주문진 밤바다

캄캄한 수평선 위를

등불을 켜 들고

어둠 내린 모래언덕을 넘는

낙타들의 행렬처럼

오징어잡이 배들이 

점점이 줄지어 있다

저 배들이 낚아 올리는 것

어디 오징어뿐이랴

소금에 절은 땀과

한밤을 지새우는 고달픔과

자식걱정 노모걱정

간혹 희망도 건져 올라오길 

간절히 소망하겠지만

어쩌랴

출렁이는 밤바다는 망망하고 

새벽은 아직 멀기만 한데

어찌하여 저 풍경 속

짭짤한 애잔함은 

물에 어리는 달빛처럼

아름답기 조차할까

정의홍(의학 박사, 안과 전문의) 

강원도 강릉 출생

서울의대 졸

2011년 ‘시와 시학’ 등단

2014년 귀향, 강릉솔빛안과의원 원장

<천국 아파트>, <북한산 바위> 등 시집 출간

한국시인협회 회원 

＊<서울의사>는 매달 한국의사시인회 선생님들의 시를 소개합니다. 

QR 코드를 통해 시인의사의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8   SEOUL DOCTOR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가결률 2위의 4선 의원

“의료계의  어려움  공감해…”

“그때그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국회보

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

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가결률 2위의 의원으로,  

그 비결은 성실함이라고 말한다. 오제

세 4선 국회의원을 만났다. 　

월간 <서울의사>는 현역 정치인들과 만남을 통해 

정치색을 떠나 각자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담

고자 한다. 건강하게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서

울시의사회와의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함께 갑시다



AUGUST   9

정치와의 깊은 인연

항상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4선 의원인 오 의원에게 정치 입문 동기를 묻자 너무도 자연스

럽게 정치를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오 의원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

업했다. 대학교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정치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온양시장, 대천시장, 청주부시장, 인천광역시 행정부

시장 등을 거쳐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이 됐다. 정치 입문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렇

게 오 의원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지금까지 걸어왔다. 그래서인

지 오 의원은 표정부터 여유로워 보인다. 택시를 타면 기사가 ‘목

사’나 ‘선생님 아니냐’고 묻곤 한다며 웃는다.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가결률 2위, 

성실함이 가져온 결과

오 의원은 법안 가결률 2위의 의원이다. 전체 국회의원 대상 

평균 가결률이 23.9%인데 비해 오 의원의 가결률은 53.1%로 2

배 넘게 차이가 난다. 오 의원은 성실함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말

한다.

“그때그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신의 일에 책임

을 다해야 한다… 제 인생 철학입니다.” 

오 의원은 시험도 한번 안 떨어져 본 소위 말하는 ‘모범생’이

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반장을 했고 전교 회장을 하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잠재의식 속에 있었다. 이

런 가르침은 공직자 출신인 아버님에게 배운 성실함이 기본이 

됐다. 의지가 굳고 통찰력이 있었던 부친은 오 의원이 일탈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그는 가훈은 따로 없었지만 아버님이 몸소 

실천하신 성실함이 가훈 이상이었다고 말한다. 

제정, 개정으로 새로운 복지 유도 

새마을금고, 신협 등 손꼽는 보람 

오 의원은 초선의원 때부터 남달랐다. 초선의원 때 보람된 대

표적인 성과로 2가지를 들었다. 외식업체의 부가가치세를 낮추

는 법안을 통과 시켜 외식업계의 부담을 덜었다. 

둘째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수표발행이었다. 서민 금융기관

인 두 곳이 수표를 발행하지 못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

마을금고와 신협이 수표를 발행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이 발전하

는 계기를 만들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3천만 원까지 과세하

지 않는다. 이후 새마을금고는 150조, 신협도 100조의 큰 성장

을 이뤘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환자안전법, 발달장애인법, 의료분쟁조정

법 등 복지 쪽 법안의 제정과 개정에 힘쓰고 있다.  

젊음, 그 자체가 축복이다 

젊은이들에게 하고픈 말이 많다

오 의원은 인생은 ‘일’과 ‘놀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젊은이들

에게 일도, 놀이도 열심히 하라고 강조한다. 

“인생은 순간순간이 마지막이고 순간순간이 인생입니다.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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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생이 아니고 현재가 인생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볼 때면 항상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 느낄 수 있는 행복

을 느끼라고요. 꿈도 있고 열정도 있고 욕구도 있으니, 그런 것

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요.” 

오 의원은 즐기고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 머

뭇거리지 말라고 조언한다.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하고, 많이 

생각하며 매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그것이 젊음의 특권이

고, 젊음의 축복이고, 젊음의 행복이라고 말한다.  

“젊음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그날 최고의 일과 최고의 행복을 만

들어내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된다는 것을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 알려주고 싶습니다. 멋진 인생이 되느냐, 무의

의 망설이는 인생이 되느냐는 그날그날에 달렸습니다.” 

오 의원은 또 인생은 기쁨과 고통이 함께 온다고 말한다. 

“인생은 즐거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도 받아들일 각오를 하게 되고 즐거움도 최고로 느낄 수 있

습니다. 즐거움과 고통은 같이 옵니다. 그러므로 너무 좋다고 해

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이며 너무 힘들다고 느껴

져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

정치인을 꿈꾸는 후배들이 많아지길 

“모든 사람은 정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치는 최고의 일이자 

직업입니다. 모든 직업을 관장할 수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사람

이 있는 곳에서 펼쳐지는 종합예술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뜻을 두고 최고의 정치인이 되

겠다는 뜻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 의원은 정치는 국가, 민족, 인류가 모인 것을 말하며 정치

를 통해서 국가와 인류를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말

한다.  

“정치를 혐오하거나 기피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을 사람입니

다. 정치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알게 모르게 정

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로 정치를 떠

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치에 관여할 수밖에 없습

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정치인인 셈입니다.”

오 의원은 정치인이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며 정치

인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일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했기에

일등을 못 하는 것이다

정치인 ‘오제세’로서의 목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

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국민이 

되고 대한민국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돼야 한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유능한 국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유능한 국가가 되게 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의 소망이라고 말한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일등국가가 돼야 한다는 꿈이 없었

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라는 생각

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

기에 일등을 못 한 것입니다. BTS(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는 그

것을 꿈꿨기에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세계 일등이 되겠다는 꿈

을 꿔야 합니다.” 

2천 년 동안 나라도 없이 생존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살아남고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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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노력이 유대인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다고 오 의원은 강조한다. 유대인의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최고를 만들었듯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자신

도, 사회도, 국가도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동생도 의사, 의료계의 어려움 공감

의료 수가 등을 공부한다  

오 의원은 동생이 의사여서 의료계의 어려움에 더 공감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계속 문제 되고 있는 의료 수가 등을 제대로 알고

자 공부하고 있다. 30대가 돼서야 사회에 나오는 의사들이 개원

부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오 의원은 지적한다. 

“국내 의사들의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의사들이 존경받고 명

예와 품위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

는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존경받으며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

건복지위원회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고향 청주…

조용한 양반의 도시 

오 의원은 1949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태어났다. 중학교까

지 청주에서 다녔다. 고향인 청주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직지’가 유명한데 본인에게는 고향인 만큼 특별한 자부

심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충청북도 가장 중심에 있는 도청소재지인 청주는 역사·문화·

교육의 도시이자 양반의 도시라고 소개한다. 오 의원은 지역구

인 청주를 매주 찾는다. 무심천이 흐르고 주왕산이 있는 청주는 

오 의원에게 든든하고 포근한 고향이다. 

“청주는 늘 가까이에 있는 고향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충청도

인의 정체성을 느끼고 삽니다.” 

노년의 꿈, 

다음 세대가 잘살게 하는 것

오 의원은 책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책에는 위대한 인류의 지

혜가 있다고 말한다. 후에 정계에서 은퇴하면 이런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교육에 힘쓰고 싶다고 말한다. 

“누구나 늙으면 죽게 됩니다. 세대는 이어지는 것이고 다음 세

대가 잘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경험한 것을 알려줘

야 합니다. 내가 배운 것을 전수하는 것이 후손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오 의원은 본인이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

고자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정치인이다.



“웃음과 건강을 되찾는 탁구 덕분에   
 병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요” 

탁구 말고도 여러 스포츠를 즐

기는 홍 원장은 만능 스포츠맨

이다.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는 

활발한 저술 활동을 꿈꿀 만큼 

글에 대한 애정이 깊고 재능 또

한 특별하다. 다방면의 재능이 

돋보이는 그는 현재 병원 경영

자로서의 능력과 리더십도 드러

내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 자신

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히 갈고 

닦으면서 병원 역시 멋지게 조

각해나갈 그와 이야기 나눴다. 

서 울 의 사

홍영준 원자력병원 원장

낭만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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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를 통해 낭만닥터의 

음성 인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탁구는 유난히 많이 웃는 스포츠예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권유하고 있습니다.” 

홍 원장은 의료계 탁구 실력자다. 지난 6월 열린 서울시의사

회장배 탁구대회에서 2부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운동이었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탁구를 즐기게 된 건 

2011년이다.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이듬해, 병원 체력단련실에 갔더

니 동료들이 똑딱거리며 탁구를 치고 있더군요. 저도 한번 참여

해봤는데 실력이 제일 좋았어요. (웃음) 후배 의사들이 정식 동

아리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그때부터 원내 탁구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자력병원 탁구 동아리 회원 수는 어느덧 30여 명이다. 평소 

소통하기 어려운 직원들이 탁구를 통해 모여 서로의 고통을 이

야기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홍 원장은 탁구를 건강한 조

직문화를 만드는 견인차로 활용 중이다. 이어 그는 병원에서 진

행된 1일 탁구교실 일화도 소개했다. 

“탁구 여왕 현정화 감독님께서 재능기부를 해주셨습니다. 당

시 수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함께했죠. 오랜 치료로 몸과 마음이 

약해진 암 투병 환자들이 활짝 웃을 수 있었어요. 이를 계기로 환

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답니다.”

홍 원장은 짧은 시간에 충분한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탁구

를 언제나, 누구에게나 권유하고 있다. 사실 탁구는 익히 알려진 

장점이 꽤 많다. 기상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스포츠라 아

무 때나 즐길 수 있고, 부상 위험이 적고 접근성이 높다. 또 2인 

이상이 모여야 하므로 사회성 증진에도 안성맞춤이다. 그렇다면 

홍 원장이 생각하는 탁구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 예상치 못

한 답변이 나온다. 

“제일 많이 웃는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혹시 탁구장 가보셨나

요? 깔깔거리며 웃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훌륭한 플레이를 

하면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탁구공이 네트나 탁구

대 모서리에 맞는 실수를 범해도 웃음이 터져요. 예측 불가한 변

수들이 웃음 포인트가 돼요. 탁구만의 묘한 매력이죠.”

한참 동안 탁구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실컷 웃다 보면 정

신건강에도 도움 된다고 홍 원장은 말한다. 특히 대개 스포츠는 

즐기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탁구는 짧

은 시일 내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래서일까. 탁

구 세계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시작됐다. 

“탁구는 중장년층이 주로 즐기는 스포츠였는데, 최근에는 젊

은 친구들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젊은 유튜버들이 탁구 콘텐

츠를 여러 개 업로드하기도 하고, 대학마다 탁구 동아리의 명맥

이 다시 이어지고 있죠. 공공 영역에서도 탁구를 장려하면서 배

드민턴과 더불어 국민 스포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모아 탁구 붐이 다시 시작되길 바랍니다!”

“낭만 군의관 시절, 큰 자양분이 됐죠. 

언젠가는 의미 있는 책을 쓰고 싶어요.” 

홍 원장은 탁구 말고도 다양한 스포츠를 섭렵했다. 테니스, 골

프, 볼링, 스쿠버다이빙까지… 전부 잊지 못할 인생의 한 페이지

로 기록된 군의관 시절 배운 것들이다. 그는 <서울의사>의 ‘낭만

닥터’ 지면 명을 빗대어 그 당시 자신을 ‘낭만 군의관’으로 표현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고생하는 군인들과 군의관들에

게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군의관 시절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해군이다 보니 잠수 교육, 바다 수영, 스쿠버다이빙을 

배웠고 체력단련 시간마다 테니스, 볼링, 골프 등을 배웠어요. 

전투 수영을 마친 후 물이 뚝뚝 흐르는 채로 동료들과 곧장 테니

스를 치러 갔던 기억이 선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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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골프파와 테니스파로 나뉜 동료들 사이에서 홍 원장

은 테니스파였다. 탁구와 반대로 웃을 일이 없을 만큼 체력적

으로 힘들지만 네트를 놓고 겨루는 스포츠만의 장점이 좋다

며 웃는다. 

“일단 몸싸움이 없어서 안전하고, 비교적 신사적이라고 생각

해요. 또 다양한 기술을 연마하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어요. 테

니스는 요즘에도 가끔 아들과 함께 치곤 해요. 다행히 아직은 제

가 이기고 있습니다. (웃음)”

홍 원장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추억담을 듣다가 잠시 멈칫했

다. 만능 스포츠맨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군의관 시절부

터 글쓰기에도 재능을 보인 것. 그는 당시 독서 모임, 영어 에세

이 습작 등을 통해 글에 재미를 느꼈다고 고백한다. 그뿐만 아니

라 홍 원장은 인터넷이 활성화되기도 전 하이텔, 유니텔, 천리안 

등이 도래한 PC 통신 시절부터 칼럼을 썼다.  

“96~97년경 하이텔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해보라며 자리

를 줬어요. 정기적으로 글을 올리곤 했죠. 어느 날 아들이 ‘인

터넷에 떠도는 좋은 글이 있다’며 제게 보여줬는데 당시 제가 

올렸던 글이더군요. 현재 인터넷에서는 ‘작자 미상’으로 떠돌

더라고요. (웃음)”

지금도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홍 원장. 그동안 그는 여러 매체

에 칼럼을 기고했고, 도서 <과잉진단>의 번역을 맡아 의료 시스

템의 빛과 그림자를 일반 독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기꺼이 맡

았다. 정년 후 그의 꿈은 의료봉사를 포함한 저술 활동이기도 하

다. 글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묻어나는 지점이다. 

“충실히 지금의 삶을 마무리한 후에는 다른 삶을 찾고 싶어요. 

제가 쌓아온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회에서 순수한 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요. 의료봉사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정확한 지

식을 제대로 그리고 재밌게 전달하는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책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기자의 의

아한 반응에 홍 원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송성문 선생의 <성문종합영어> 머리말을 늘 떠올립니다. 범

람하는 책 속에 하잘것없는 것을 또 하나 보태 의식의 방향을 혼

란시키는 것은 죄악이라는 내용을요. 요즘 책이 정말 많이 쏟아

져 나오잖아요? 그저 그런 책들은 공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요. 지금은 아쉬운 대로 올바른 내용의 책을 번역해서 일반인들

에게 소개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기

회가 되면 의미 있는 저만의 책을 쓰고 싶습니다.”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우리는 답을 찾을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원자력병원의 수장이 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난 홍 원장이다. 

병원 경영자로서 보낸 지난 일상은 어땠을까. 그는 반년이 지난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며칠 안 지난 것 같다’며 웃는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지난날이 그려진다. 

“원자력병원은 과학기술부 소속의 공공병원입니다. 그에 걸맞

은 모습을 고민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과학기술특성화병원을 만

드는 데 중점을 뒀죠.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연구병원으로서의 

실제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 각종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고, 성

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홍 원장은 조직문화를 바꾸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

다. 소위 ‘공공’이 붙는 기관들의 대표적인 병폐들을 타파하고자 

한 것. 새로운 일이 시작됐을 때 피하기보다는 앞장서는 분위기

낭만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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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냉소적인 마인드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끌어내기 위해 

홍 원장은 리더십 철학의 방향을 새롭게 틀었다. 

“노력해서 기여한 바가 정확히 인정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

아야 합니다. 이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거고, 긍정적인 조직문

화로 선순환될 거예요. 작년에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요. <이

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라는 제목에 공감했습니다. 직원들의 마

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저 혼자 깃발을 들고 아무리 ‘전진합시

다!’라고 외쳐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공공병원에 적합한 리더십이라고 홍 원장은 말한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자발적인 공감대 형성을 이루면서 조금씩, 

지속성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또한 ‘원자

력병원은 국민암센터로 불리어도 모자람이 없다’며 병원장으로

서의 자부심을 보였다. 

“60~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원자력병원으로 몰

려왔어요. 최근에는 암 환자가 급증하면서 여러 암 센터가 생겼

는데요. 그 시작을 원자력병원 출신 의사들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원자력병원에서 역량을 갖춘 인재

들이 다시 탄생했죠. 암 전문가를 키워내는 토양을 분명히 갖추

고 있어요.”

홍 원장은 원자력병원만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아

울러 그는 큰 강점을 가진 방사선의학의 주력 부대를 한데 모은 

방사선진단치료센터(가칭)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밝히며,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높을 거라고 자신한다. 

무엇보다 병원의 존재 이유는 환자라고 강조하며, 병원장 이전

에 의사로서의 소신을 전한다. 

“식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병원은 환자가 있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되고 업무 과중에 시달리다 보면 초심을 잃게 되

는 순간이 있어요. 전 진단검사의학과라서 직접적으로 환자를 

대면할 일은 적었지만, 늘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노력

했습니다. ‘환자 샘플도 환자처럼 대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검

사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늘 주의 깊게 다뤄달라고 

주문했어요.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의사의 본질입니다.”

홍 원장은 후배, 동료 의사들을 격려하는 한편 의사의 기본을 

잘 지키길 당부한다. 이어 병원장으로서 환자의 입장을 더욱 배

려하는 원자력병원의 모습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한다. 향

후 그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마음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병원장 임기 시작 후로 SNS 프로필 메세지를 바꿨어요. 영

화 <인터스텔라>의 명대사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로요.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답을 찾을 거라는 의미죠. 저

를 포함한 병원 보직자들은 온갖 이슈와 문제들을 해결해나가

야 해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

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의미 있는 

저만의 책을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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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증후군! 

수면장애

고대하던 휴가의 달 8월이 왔다. 지루한 일상

에 단비 같은 휴가는 그간의 피로를 풀어준다. 

그러나 휴가 후, 작게는 신경성부터 크게는 일

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후유증이 찾아올 수 있

다. 오히려 피로를 더하는 휴가 증후군, 수면장

애에 대해 알아봤다.

Speci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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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일상, 불면증

불면증은 잠들기 어려운 입면 장애와 잠은 들지만 자주 깨

거나 너무 일찍 깨어나는 수면 유지 장애를 포함한다. 밤에 충

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수면 부족 상태가 돼 낮 동안 졸음, 피

로감, 의욕 상실 등을 초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삶의 질

을 떨어트린다.

대체로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 생기며, 환경 변화와 심

리적인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증상이 악화된다. 불면증 자체를 

지나치게 걱정하면 신경계가 긴장해 불면증이 지속되고 악화

될 수 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일시적으로 겪는 불면증은 여

행으로 인한 시차, 새로운 직장, 이사, 입원 등으로 규칙적인 생

활 리듬이 바뀔 때 일어난다. 이 경우 며칠이 지나면 좋아지지

만, 만성적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통증, 관절염, 두통, 호흡곤

란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우울하거나 불안한 심리적인 

문제도 불면증에 영향을 준다. 또, 수면제 복용 기간이 오래돼

도 수면 단계의 변화로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다. 각성제, 스테

로이드제, 항우울제, 교감신경 차단제 등의 약물이나 지나친 카

페인과 음주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코골이, 하지불안 

증후군, 주기적 사지운동증에 불면증이 동반될 수 있다.

수면 위생을 위한 10가지 수칙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인 잘못된 수면 습관을 수정하고 건

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

다. 수면 위생을 위한 10가지 수칙은 다음과 같다.

① 낮잠을 피한다.

② 잠자리에 눕는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

③  10분 이상 잠이 들지 않으면 일어나  

 단순 작업 혹은 독서한다.

④ 잠자리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⑤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히 한다.

⑥ 밤에 깨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는다.

⑦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되 늦은 시간에는 운동하지 않는다.

⑧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 따뜻한 물로 목욕한다.

⑨ 수면을 방해하는 담배, 카페인, 알코올 등을 피한다.

⑩  공복감도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기 전 따뜻한 우유 등을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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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원인, 기면증

기면증은 렘수면의 이상과 관련된 복잡한 신경계 질환으로 

주간 과다 졸림증이 주증상이다. 주간 과다 졸림증과 함께 수

면각성주기가 교란되고, 렘수면의 혼란으로 유발되는 증상들

이 동반된다. 크게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 자극이 있을 때 

몸의 힘이 갑자기 빠지는 허탈발작, 잠에 들거나 깰 때 몸을 움

직일 수 없는 수면마비, 잠에 들거나 깰 때 꿈이 현실로 이행돼 

보이는 입면기·줄면기 환각이 대표증상이다.

│렘수면이란?│

◦ 수면은 크게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구성된다. 렘수면은 수

면 중 꿈을 꾸며 정신적 피로를 풀고 비렘수면은 외부자극으로 

쉽게 깰 수 있는 1단계 잠부터 가장 깊은 4단계 수면으로 이뤄

지는데, 이때 낮에 쌓인 신체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다.

기면증의 다양한 원인과 증상

① 주간 과다 졸림증

밤에 충분히 잤음에도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오는 것

을 수면발작이라고 한다. 수면발작은 수초에서 수분 정도 지

속되며 앉아있거나 지루한 상황에서 흔히 발생한다. 수업이나 

회의 중에 조는 것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말하다가 갑자기 졸

음에 빠져들기도 하며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② 허탈발작

기면증 환자의 약 70%에게서 나타나며 흔히 크게 웃거나 

화낼 때 골격근의 힘이 갑자기 빠지는 현상이다. 수초에서 수

분 정도 지속되며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면 쓰러질 수 있고 부

분적으로 힘이 빠지며 무릎이 굽혀지거나 고개를 떨어트리거

나 턱을 벌리는 증상을 보인다.

③ 수면마비

소위 가위눌림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잠에 들거나 깰 때 

의식은 깨어 있는데 수의근이 잠시 마비돼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이다. 기면증 환자의 약 3분의 2에서 나타나지만, 기면증

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서도 볼 수 있다.

④ 환각

잠에서 깬 후에도 꿈이 지속되고 환각을 느끼는 증상이다. 

각성 꿈이라고도 불리며 환시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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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과 환촉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다.

기면증의 효과적인 치료제, 상용화 필요

계획적인 낮잠을 통해 주간 졸음을 경감시킨다. 아침에 기

상한 후 5시간 간격으로 10~20분 정도의 낮잠을 자는 것이 좋

다. 식이요법으로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기면 증

상이 나빠지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① 주간 과다 졸림증(EDS)

흥분제 또는 각성을 촉진하는 약을 투여한다. 아침에 한 번 

혹은 아침, 점심에 한 번 복용한다.

② 허탈발작

우울증에 쓰이는 약제들을 투여한다. 이미피라민을 중심으

로 삼환계 항우울제(TCA)가 가장 먼저 사용됐으나 입 마름, 

졸음, 인지 저하 등 항콜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선택적 세

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우울증보다 고용량을 투약한다. 최근 

기면증 치료제로 주목받는 약물은 옥시베이트 나트륨으로 주

간 과다 졸림증과 탈력발작 두 가지 증상에 모두 효과를 보여 

미국 경우 기면증의 일차적 치료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인두 기도가 좁아져 발생하는 수면무호흡증

수면무호흡의 90% 이상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다. 흔

히 관찰되는 연구개와 목젖의 비후, 편도선과 혀의 비대 등에 

의해 기도가 좁아져 공기가 인두 기도를 넘어가기 힘들 때 숨

을 크게 들이마셔도 확장되지 않으면 수면무호흡이 일어난다. 

즉, 수면무호흡은 인두 기도가 좁아지면서 기도 확장이 이뤄

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수면무호흡 치료… 규칙적인 운동과 삶의 질 향상

첫 째로 위험 인자를 제거한다. 일방적인 예방과 치료법으

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감소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이다. 수

면 시 바로 누워 자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 머리를 높이고 자는 

것이 좋다. 특히 취침 전 음주, 안정제 복용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금해야 한다. 두 번째로 약물치료가 있으나, 효과

는 불분명하다. 

마지막으로 기구요법이 있는데, 지속성 비강기도 양압술과 

구강 내 장치로 나뉜다. 지속성 비강기도 양압술은 무호흡 상

태를 감지해 무호흡이 생기면 밖에서 공기를 불어 넣는 방법

이다. 치료 효과가 좋고 중추성 수면무호흡에도 사용할 수 있

지만, 가격이 비싸고 자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등 불

편이 따른다. 수술을 받을 수 없거나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재

발한 환자와 중추성 무호흡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구강 내 

장치는 수면 시 구강에 착용해 아래턱을 앞으로 당겨 인두 기

도를 넓혀주는 장치와 후방으로 처진 혀를 당겨주는 장치 등 

종류가 다양하다. 기구요법은 수면 방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

에 전문가와 상의 후 적절한 기구를 선택해 보조적으로 이용

하는 것이 좋다. 

수술적 치료는 비강 수술, 인두부 수술 등이 개발돼 있다.

자료제공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주민과 유관단체와 함께 협력사업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임옥용 종로구보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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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종로구,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를 꿈꾸다 

종로구는 서울시 문화재의 30%를 소유하고 있다. 한양 도성

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기도 하다. 타구와 비교했을 때 명확

한 차별성이다. 임 소장은 진정한 건강도시는 문화도 풍성해야 

한다며 말문을 연다. 

“건강도시의 조건은 질환 관리뿐만 아닙니다. 도시계획, 도로

환경, 공기, 수질, 문화 등 생활환경까지 포함되죠. 특히 우리 선

조들의 문화는 산업화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사라졌는데요. 종

로구는 이를 지키고, 또 살리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건설을 위해 임 소장은 6가지 방향성을 

설명했다. 안전한 건강도시, 생동하는 문화예술도시, 공정한 청

렴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참여하는 자치도시, 꿈꾸는 교육도시

다. 이어 한 가지 사업이라도 근거야 있어야 하며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사업은 물론 특히 사회적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도 주

변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회적 건강이 깨집니다. 이를 회복

하려면 소통이 필요하죠. 소통은 곧 주민참여를 통해 이루어집

니다. 선진국은 주민참여가 활발하죠.” 

사회적 건강을 위해 종로구는 전통문화 살리기에 주력하며, 

여성누리단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건강도시과와 더불어 ‘운동하는 종로 만들기’ 사업을 바탕으

로 보건소는 고혈압·당뇨·대사증후군 관리, 웰니스센터 운영, 

국가건강검진, 국가암검진, 구강건강관리사업, 예방접종, 금연

사업, 감염병 관리 등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치매 관리와 자살 

예방을 통해 정신적 건강을, 주민 참여와 문화 살리기 등을 통해 

사회적 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의 방향성 제시, 

보건소장의 큰 역할 중 하나 

임 소장은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방향성과 철학을 제시하는 일

이야말로 보건소장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의 체계화, 

조직화, 시스템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국가보건사업이 발달

한다고 믿는다. 그는 이러한 행정이 곧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말

한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체계화와 조직화, 시스템화되면 구민들

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습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홍보 

및 시행은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직원들 역시 일

이 효율화되면 부담이 감소하겠죠. 보건소도 구민도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또 그래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겁니다.” 

임 소장은 ‘공개’와 ‘공유’의 개념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의사

회는 물론 유관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구민 건강을 지키겠다고도 덧붙였다. 궁극적으로는 ‘사람도시, 명품도시 종로’를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종로’라는 목표를 현실화해나가겠다는 임 소장. 그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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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임 소장은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지역

사회 건강조사에 혈압 측정 추가를 추진, 시행했다. 정확한 대표

지수를 표준화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 대변화가 일어

난 건강검진의 빈틈을 지적했다. 특히 조기진단이 중요한 치매의 

대상 기준이 66세부터라는 점을 꼬집었다. 보건사업의 대상 기준

은 60세부터니, 치매 조기진단 역시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한 건강검진 내용 수정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시했다. 

“모든 건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요. 이외 5대 암으로 통용되던 암 검진사업의 경우도 아예 남

성 4대 암, 여성 6대 암으로 구분했어요. 검사 시작부터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는데 굳이 합쳐서 일컬을 필요가 있나요?” 

사소한 일 하나부터 효율을 위해 고민하는 임 소장은 공공보

건의료를 위해 뚝심 있는 사명을 가지겠다고 전한다. 미력하지

만 국가 시스템을 조금씩 바꾸겠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의사회와 서로 부족함 메꾸고 

보건소의 중점 사업도 지속하겠다 

의사회와 매달 만나며 협력사업을 논의한다는 임 소장. 현재 

의사회와 함께 만성질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는 보건소

와 의사회가 서로 빈틈을 메우고, 힘을 합쳐 허점 없는 사업을 시

행할 수 있길 희망한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5~18세 대상의 선진국형 불

소도포 지원사업, 초중고를 구분해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금연

클리닉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이끌 방침이다. 

“취약한 감염병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일 겁니다. 특히 결핵 퇴

치의 경우 작년 기준 10만 명당 90명으로 11% 감소시켰지만, 

2022년까지는 40명으로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또 소방서, 경찰

서, 정신건강센터, 응급실 등 통합기관 연계시스템을 활용해 자

살 없는 종로구를 만들겠습니다.” 

그가 심혈을 기울이는 또 하나의 중점 사업은 노쇠예방사업이

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간격을 줄이기 위함이다. 임 소장은 

‘활력 넘치는 종로구’를 만들겠다며 미소 짓는다. 

“<서울의사> 지면을 통해 함께 고생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웃음) 앞으로도 보건소의 수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렴, 친절이

라는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항상 감사하며 제 본분을 다하도

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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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의 최근 행보

보건소장의 역할은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방향성과 철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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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와 의사회는 도움을 주는 관계…
회원 참여에 마지막까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유창용 종로구의사회 회장

종로구의사회에 15년 몸담은 유 회장은 

현재 회장직을 수행하며 바쁜 일상을 보

내고 있다. 병원 운영과 의사회 업무를 

병행하면서 환자들과 회원들에게 도움

을 주고,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일환으로 보건소와의 협력이 중요하

다고 그는 말한다. 현실에 충실하며 어

떤 일이든 열심히, 즐겁게 임하고 있는 

유 회장을 만났다. 

회원 참여에 힘쓴 1년 반

유 회장은 15년 동안 의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에 성실히 임했다. 회장직을 수행하면

서는 ‘회원 참여’를 중점 사업 1순위로 두

고 역량을 모았다. 

“연수강좌 내실화에 힘썼습니다. 또 젊

은 의사들의 참여를 중시하며 올해 상반기

에 젊은 의사 모임을 처음 열었죠. 이 밖에

도 반 모임, 골프와 등산 동호회, 원로 모임 

간담회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의 참여를 독

려 중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구의사회와 함께 와

인 모임을 진행했다. 유 회장은 앞으로도 

새롭고 유익한 모임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

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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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직은 보완할 점이 많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

을 내실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 나간다면 종로구의사회의 

역량이 한데 모일 거라고 믿습니다.” 

유 회장은 회원들이 속한 병원의 직원들과 함께하는 모임도 구

상 중이다. 이를테면 영화 관람이나 등산 등을 통해서다. 또 나아

가 종로구의사회의 역량이 축적되면 주민들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주민 대상 건강강좌나 관내 학생 대상 장학사업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구상 중이지만, 언젠가 실행에 옮길 수 

있겠죠. 임기 시작부터 회원 참여를 1순위로 두고 달려왔습니다. 

남은 임기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유 회장은 회원들에게 ‘구의사회는 의사협회의 근간이

자, 모든 의사들의 단합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전했다. 일선에서 

주민들에게 의사들의 입장을 홍보하고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

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그가 회원 참여를 중요시하는 가장 

큰 이유다. 

“구의사회 참여부터 시작해야 큰 힘이 모입니다. 이를 통해 현 

의료계에 대한 여러 해법과 의견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현 의료

계가 점차 개선될 것입니다.”

의사회와 보건소, 존재 목적 같다 

청와대와 정부 중앙청사가 밀집된 종로구는 ‘정치 1번지’로 통

한다. 이 밖에도 깊은 전통과 역사가 깃들어 있어 서울의 중심 역

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결성된 종로구의사회는 

60~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단한 기세를 자랑했다. 회원 수만 

300여 명이었다고 유 회장은 설명했다. 

“의사도 많지 않았던 시절에 300명이면 굉장한 규모였죠. 그러

나 지금은 다른 지역이 발전하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또 재개발로 인해 젊은 개원의들이 늘어나는 추세죠. 세대가 바

뀌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를 돌아다녀 보면 아직 구

석구석 옛 모습이 느껴지는 곳들이 있지만, 서서히 더 변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의사회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보건소의 존재 목적과 

같다.

“종로구의사회와 종로구보건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

니다. 주민 건강을 위해 존재한다는 목적이 같기 때문이죠. 우리

는 환자 진료에 중점을, 보건소는 예방과 만성질환 교육 등에 중

점을 두며 서로의 역할을 잘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은 매일 진료에 매진하느라 행정이나 법률 

지식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에 보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보건소는 행정 전문가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지난

달에는 보건소 측에서 의사들이 행정적으로 놓치기 쉬운 사항들

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의사회에 배부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긴밀한 파트

너십을 유지해나갈 것입니다.”

신뢰를 중시하며 열심히, 즐겁게 살겠다

개원한 지 20여 년이 지난 유 회장에게 가장 중요한 진료철칙

은 바로 ‘신뢰’다. 환자를 처음 봤을 때부터 문진, 검사, 설명, 처

방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는다. 환자에게 도움 돼

야 자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원,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웃음) 개원의들은 국민 건

강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병원 유지에도 신경써야 해요. 환자 진

료뿐만 아니라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죠. 그 과정에서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오래 일할 수 있고 스스로에게

도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환자 진료에 있어서는 예의를 지키

고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는 베테랑 의사에게도 때때로 고충을 안

긴다. 유 회장은 과거에 비해 의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져서 

안타깝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반감도 높아진 것 같

아요. 의약분업 이후부터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환자에게 지속적

으로 신뢰를 주고, 의사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일

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 회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구의사회장으로서 마지막까지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그 과정에서 일희일비하지 않

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현재에 충실하면서

도 열심히, 즐겁게 나아갈 그의 행보를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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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

여한솔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삶, 무척 고단할 것 같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웃음) 그러나 생명을 다루

는 사람으로써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처음 응급의학과 선

생님들을 봤을 땐 감탄했다. 응급실에 발을 디디는 환자들을 

빠른 판단력으로 적절하게 처치하고, 필요한 경우 적재적소 과

와 협응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어떤 상황에도 침착하게 판

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 이 과를 전공을 선택

했다. 단 한 번도 이 선택을 후회한 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현재 수련받는 이대목동병원의 교수님들과 가족 같은 

의국 선배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응급의학과 의사

가 될 것이다.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그 소감과 소개를 듣고 싶다

특별한 소감은 없다.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

한전공의노동조합은 누구보다 의료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전공

의의 입장을 자각한다. 그것을 뒷받침으로 국민건강권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

련병원,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계의 부조리한 상황과 제도에 대

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은 어떠한가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각 수련병원과 보건복지부가 반

드시 지켜야 할 최소의 규정인 ‘전공의법’ 미준수다. 겉으로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정 

과들을 중심으로 수련시간규정에 대해 수련병원은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일선의 전공의들은 밤을 지새우

며 의료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수련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대체인력 고용 

등 수련병원 자체 내 노동력 확보를 해야 한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인력 확보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의료체계 개혁

이 필요하다.

응급실은 재빠른 판단과 대처로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그곳에는 누구보다도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순간순간을 살

아가는 전공의들이 있다. 학생이자 의사인 이들은 늘 열악한 수련환경을 극복해 커다란 나무처럼 든든한 의사가 된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여한솔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봤다.



그에 따른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첫 번째로 수련병원으로 밀려드는 환자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성하고 확보해야 한다. 의

료전달체계를 개편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두 번째로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수련환경

평가위원회 구성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부당한 수

련환경을 제보했을 때 시정되는 내용이 없고 도리어 전공의에

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익명제보를 통한 전공의 

신변보장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전공의들의 턱없는 임금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산

적해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전공의의 수련시간규정이 우선적

으로 해결돼야 한다.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은 곧 환자의 안

전과 직결된다. 그것이 이 문제를 끊임없이 언급하는 이유다.

모든 문제점을 누군가의 과오라고 탓할 수 없다. 왜곡된 의료

체계를 늘 끌어오고 있음에도 당국의 정책결정에 무관심했던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끊임없는 관심과 손길만이 전공

의와 의사들의 삶 그리고 환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의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의사의 길은 끝없는 고난이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의사가 된 

후까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 우

리나라의 열악한 의료체계에 분통을 터트리며 끊임없이 고통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히 치료받고 병원 문을 나서는 환자의 웃음을 보

며 뿌듯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이 느껴

지는 직업이다. 늘 천금보다 귀한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겸손함

과 감사한 마음을 겸비하길 바란다.

소중한 생명을 다루기에 제 몸까지 상해가면서 적당한 대가

없이 일하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다.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향후 목표가 있는가

응급의학과야말로 불합리한 의료시스템의 폐해를 절실하게 

느끼는 과다. 최근 쟁점이 된 응급의학과 내 의료진 폭행사건뿐

만 아니라, 경증부터 중증까지 미어터지는 응급실, 잘못 책정된 

응급관리료 할당 등…. 추후에 응급실 내부의 수많은 현장 실상

을 담아 정책으로, 또 이러한 현실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강연을 통해 설득하고 싶다. 환자와 의료진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민에게 전달하고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

‘해야 함은 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임마누엘 칸트가 언급한 

문장이다. 의대를 다닐 때부터 늘 되뇌며 살아왔다. 앞으로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의사로서의 밑거름을 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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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이 느껴지는 직업이다. 

늘 천금보다 귀한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겸손함과 

감사한 마음을 겸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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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곳, 

모든 일에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건식  경희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긴 보직 생활을 마치셨습니다 

이후 달라진 점이 있으신지요? 

8년 이상 보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부족해서 

진료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진료에 신경

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외래와 수술방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환자와 함께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죠. 어느덧 

정년이 2년 정도 남았는데, 서서히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

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은퇴 후에는 해외나 국내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병원장으로서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신다면 

우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암병원도 지었습니다. 

특히 조교수부터 연구실을 제공해줬죠. 사실 그들은 집에 있

는 시간보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깁니다. 몸과 마음이 편해

야 병원에 애착도 갖고, 연구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했습니

다. 보직 생활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그리

고 의료인력 확충에 가장 역점을 뒀습니다. 의료는 결국 사람

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좋은 인력을 확충하는 일은 매우 중

요하죠. 병원의 모든 분이 힘써주셔서 각종 평가에서 좋은 평

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는지요? 

메르스 사태가 기억에 남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죠. 당시 우리 병원에 의심 환자가 있는데, 

하필 임종을 앞둔 고령의 환자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입

장에서는 기존의 환자도 지켜야 하므로 의심 환자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드린 후, 협조를 받아 비상으로 만든 격리실

로 이동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곳에서 임종을 맞으

김 교수는 올해 4월 경희대병원장 임기를 마친 후, 환자와 함께하는 일상을 다시 찾았다. 어느 때보다 편안한 마음으

로 외래와 수술방을 오가면서 은퇴 후 제2의 인생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마취통증학과 의사로서, 대학병원의 수장으

로서 보내온 지난 시간… 그가 깨닫고 느낀 바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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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후 여러 생

각이 교차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혹은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기

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지금도 확

진 환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기존의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고 매뉴얼이 없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환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자들이나 학생들에게 항상 ‘측은지심’을 가지라고 조언합

니다. 제 진료과는 환자가 몰려드는 과가 아니라서 더욱 환자

와 소통을 많이 하려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경희대병원 자체

가 진료 시간이 긴 편입니다.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병원장 시절 회의 이외에도 서로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직

접 소통이 필요할 때 외래 라운딩을 자주 했습니다. 교수님들

이 외래를 보실 때 환자분이 나오면 잠깐 들어가서 대화를 나

누곤 했죠. 그런데 때때로 2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꽤 있었

습니다. 교수님들이 환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설명

도 오래 해주시더군요.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찾는 이유가 무

엇일까?’ 궁금했는데 ‘역시 교수님들 덕분이구나!’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죠. (웃음) 

 

현 의료계에 대한 견해도 궁금합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

전달체계가 빨리 확립돼야 합니다. 빅5 병원에만 환자들이 몰

리면 결과적으로 환자가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에서 공공 기능의 역할을 많

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공의 수련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나라에서는 현재 

전공의의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부

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나라의 병원에서 전공의는 수

련과 교육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의는 병원에서 채

용하고, 전공의 수련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면 보다 효율적인 

환경으로 선순환될 것입니다. 또한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이 안타깝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소수의 부도덕한 사람들

이 있는데 유독 의사에게만 냉정한 잣대를 두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가 과도기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점도 있겠지만, 

이슈를 위한 몰아가기식의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되길 바랍

니다. 

의료계 리더들에게 조언해주신다면 

정부 정책에 항상 긴장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쫓아가

기만 하지 말고, 선제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의사는 본연의 

일을 해야 합니다. 진료나 치료 외의 것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환경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료계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면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이 위태로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리더

들이 긍정적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잘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병원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곳이에요. 모든 일은 사람과 관계합니다. 안 되

는 일도 소통을 통해 실타래를 풀면 잘 이루어지더군요. 

마지막으로 향후 목표나 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는 의료봉사 말고도 그간 가족에게 소홀했던 것을 

갚고 싶습니다. 또 돈이나 성공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생

각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1순위 조건이죠. (웃음) 그리고 은

퇴 전까지 마취통증의학과 의국 분위기를 잘 이끌고 싶습니

다. 제가 무엇을 공헌하고 싶다기보다는, 제 젊은 시절을 전부 

보낸 곳이잖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곳 중 하나죠. 의국 분위

기를 활기차게, 학문적으로 이끄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로지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길” 

오승재  양천구의사회 총무이사(서서울정형외과의원 원장)

개원과 의사회 활동으로 바쁜 일상이겠다 

진료 후 대부분의 저녁 일과는 회의, 세미나 등으로 이어져서 

분주한 일주일을 보내고 있다. 주말에도 여러 행사 참여가 있어

서 긴장된 생활의 연속이다. 특별한 일과가 있다면 아침 수영이

다. 근처 스포츠센터의 출입문 개방과 동시에 수영장 첫 번째 

입수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 이후 가벼운 사우나를 거쳐 상쾌

한 하루를 시작한다. 점심시간에는 가끔 러닝을 통해 근육에 긴

장을 부여하기도 한다. 

양천구의사회 일을 시작한 계기가 있나 

타구에 있다가 양천구로 이전 개원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회를 찾았고, 당시 인연으로 구의사회 집행부와 친분을 쌓았다. 

자연스럽게 법제이사, 총무이사 등을 맡아왔다. 현재는 양천구

의사회 외에도 서울시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육상연

맹 등 여러 곳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외업무

를 알게 됐고,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었다. 나아가 나를 세상 밖

으로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딛게 만들었다. 관심과 긍정으로 작은 

일을 시작했을 뿐인데, 바쁜 일과에 익숙해지면서 더 나은 자아

실현의 계기가 됐다.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의사회 활동을 통해 느낀 것이 있나 

아무래도 의료계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 사실 아직 의료계

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현실에 주어진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

는 좁은 식견이지만, 현 의료계에 대해 말하자면 우선 아쉬움이 

앞선다.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면 더 포용하고 배려해야 한

다. 상대성 원리가 앞선 이 사회 속에서도 대개 의료인은 참 의

료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다른 시선으로 

본다. 이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소수의 오류를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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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의료계 대외 활동에도 충실히 임하고 있는 오 이사. 그는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

며 어디서든 필요한 존재로 살아간다. 그리고 오로지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자신이 조금이나

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인터뷰 말미, 그는 훗날 자신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도 인술의 가치를 널리 퍼트리고 싶다는 

꿈을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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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적인 행태로 인식하는 선입견을 어찌하면 좋을지 답답하

다. 마음의 상처가 될까 두려움이 앞서서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정을 잃어가는 의료계 현실이 가슴 아프다. 순수한 마음으

로 참 의료룰 생각하고 인술을 펼치고자 하는 의료인의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의료계를 봐주길 바란

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희망한다. 

인술을 펴기 어려운 환경의 후배들에게 하고픈 말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개인주의와 자본주의가 점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후배들

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심신의 아픔을 

달래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다. 인내와 배려로 진심을 

다해 최선의 인술을 베푸는 것이 의사,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

다. 나는 의료인 본연의 책임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생활을 하

면 마음에 큰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후배들도 그런 

믿음을 가슴에 품길 바란다. 그러면 환자, 의료인 사이에 믿음

과 신뢰가 더 쌓일 것이고 결국 서로가 삶에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의사로서 언제 가장 행복한가 

2000년 초반부터 개원의 생활을 시작했다. 10여년 동안은 

365일 중 361일 무휴진료를 해왔다. 이는 내 생에 가장 보람 있

고, 의미가 큰 소중한 경험이자 추억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때

가 그립다. 행복했기 때문에 그 정겨운 분위기를 잊을 수 없다. 

지금도 나는 업무상을 제외하고 휴가라는 단어에 거리감을 느껴

서 휴진을 안하는 버릇이 생겼다. 불가피한 상황에는 꼭 대진의

를 둔다. 이러한 꾸준함에 마음 한 편으로 흐뭇함을 느낀다. 

환자를 볼 때 특별한 철칙이 있나 

환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면서도 내 원만한 삶을 위해서는 감

정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

며, 상대와 소통할 수 있는 심적인 평정을 유지하면서 모든 감

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항상 중용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

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열어 환자를 포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 진료실의 하

루는 보람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아름다운 의

사의 일상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슴에 늘 새기고 있다. 가끔 환

자에게 질환을 이해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일과 비

유해 설명한다. 일반인 시각으로 성심껏 설명해주면 환자도 

공감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럴 때 기쁘고 보람 있다. 

(웃음) 때때로 환자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고 나와 직원들

에게 김치, 반찬 등 먹거리를 가져다준다. 정감 있는 표현이지

만 조금 미안하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의 내가 있음에 다시 감

사하다.

평소 꿈꾸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 학문 연구보다 1차진료 현장에 뛰어든 세대

다. 따라서 신의료발전이나 학문연구보다는 일선 의료체계 현

장 속에서 올바른 의료전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약한 지식으

로나마 이바지하고 싶다. 또 필요한 환자를 잘 안내하는 길잡이

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의료사

각지대나 낙후된 지역에서 더 많은 진료를 하고 싶다. 과거 봉

사활동을 통해 조건 없는, 오로지 환자에게만 집중하는 진료를 

한 적이 있다. 참 행복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과 의술을 필

요로하는 도서지역에서 생활해보고픈 계획도 있다. 여유 있는 

곳에서 한가롭게 운동하고, 성능 좋은 스피커를 통해 큰소리로 

음악을 감상하며 즐기는 일상을 꿈꾸고 있다. (웃음)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친 말이 있다면 

아버지는 올곧고, 강직하며, 베푸는 교육자셨다. 나는 아버지

가 생전에 강조하셨던 ‘홍익인간’이라는 문구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 또 그렇게 생활하려고 노력해왔다. 의사를 권유하셨던 아

버지는 그 직전 유명을 달리하셨지만 나는 늘 아버지를 그리워

하고 있다.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드리워진 삶을 열망한다. 참 

교육자셨던 아버지가 내 롤모델이자 인생의 모토다. 영원히 아

버지를 간직하고 존경하며 그 뜻에 따라 살겠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님의 단식 농

성은 오늘날 대한민국 의료가 처한 고

통과 고난의 현실을 환유한다.” 마이크

를 잡은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차분

하고도 결기어린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

다. 5일 아침 7시, 서울시 용산구 이촌

동 옛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관 앞

마당. 서울시의사회 사상 처음으로 ‘노

천 비상상임이사회’(56차)가 열렸다. 지

난 2일 시작된 최대집 의협회장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 그럼

에도 서울시의사회의 업무는 평소처럼 

굳건하게 이어가야 하기에 마련한 자리

였다. 박홍준 회장은 말을 이었다.

“최 회장님이 겪는 아픔은 문재인 케

어로 인해 벌어진 우리 의료의 일그러

짐을,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인들이 

짊어진 고통스럽고도 무거운 짐을 상징

한다. 이 자리는 최대집 의협 회장님에

게 서울시의사회가 표하는 경의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의료

의 현실 속에서도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에게 바

치는 헌사이기도 하다.” 박 회장의 태도

와 어법은 결연했다. 

“파업이나 투쟁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만 감히 부탁드리고자 한다. 대한민국

의 의사 선생님들이 제발 최대집 의협 

회장님의 단식 농성장에 단 한 번이라

‘동지애’ 위해, 서울시醫 노천 비상상임이사회 개최
“단식은 대한민국 의료가 처한 고통과 고난의 현실 환유”

최대집 회장, 투쟁의 열기 돋우는 박홍준 회장에 감사

“최 회장에게 드리는 경의는 대한민국 전체 의사들에게 바치는 헌사(獻辭)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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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찾아와주실 것을 말이다. 지금 이 순

간, 우리는 대한민국 의사로 하나 돼야 

한다.”

단식 농성 나흘째인 최대집 의협 회

장이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으로부터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문케어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

의 의료가 최악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

아도 될 정도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

장 필요한 것은 의료계의 단결이다.” 그

는 입에서 마이크를 잠시 뗀 뒤 말을 이

었다. “제가 단식하는 것은 정치 행위가 

절대로 아니다. 대(對) 정부 투쟁도 아

니다. 저는 의료 개혁을 위해, 국민이 최

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 싸울 뿐

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박홍준 서울

시의사회 회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지난 2일 열린 의협 노천 상임이사회

는 물론, 비상 천막 의협 집행부를 농성

장에 설치한 것이나, 매일 밤 심야 비상 

대책회의를 열어 투쟁의 열기를 국민과 

전국의 의사 선생님들에게 알리자고 한 

것도 다 박 회장님의 아이디어였다. 다

시 한 번 감사드린다.”

두 사람의 발언은 10분 정도였다. 그

러나 울림은 웅숭깊기만 했다. 상임이

사회 시작은 평소 오전 7시. 이날은 오

전 6시 30분쯤 이사진 10여 명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마음은 모두 하나였

다. 의협 상임이사들이 매일 한 명씩 번

갈아가며 최대집 회장의 단식농성장을 

지킨다. 4일 밤~5일 새벽 ‘당번’은 정성

균 의협 총무이사였지만, 심야 비상대

책회의에 참석했던 박종혁 의협 대변인

도 가세했다. 

정성균 의협 총무이사는 안부를 묻

는 서울시 상임이사진에게 “한 번 사는 

인생이다.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 고초를 겪는 것은 오히려 영광스

럽기만 하다”고 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투쟁의 열기를 확산시키고, 의사 선생

님들의 동지애를 높이기 위해 ‘의사 국

토 대장정단을 만들자’는 의견이 4일 밤 

의협 심야 비상대책회의에서 나왔다”며 

“시도회장단에서 허락하신다면 곧 추진

할 것”이라고 했다. 단식 농성 중인 최

대집 의협 회장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

내며 약간은 무거운 분위기에서 모임이 

시작됐지만, 막상 상임이사회는 평소

처럼 냉정하고도 치밀한 토의로 이어졌

다. 이사회는 한 시간 만인 오전 8시에 

마쳤다.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

진과 최대집 의협 회장, 정성균 의협 총

무이사, 박종혁 대변인이 기념 촬영을 

했다. 오른손을 불끈 쥐고 이들이 함께 

외친 구호는 “국민을 위하여!”였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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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사회취약계층 의료봉사를 위한 골프

대회를 열어 사상 최대 인원 참가와 후원을 이끌어냈다. 6월 

30일(일) 개최한 ‘제33회 서울시의사회장배 서울시의사회의

료봉사단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에 141명이 참가했

고, 34명의 신규 회원들이 앞으로 봉사단을 정기 후원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지난 2003

년부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계층들을 위해 봉사하

고 있다. 매주 일요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둘째 주) 토요일에는 노숙인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나

눔진료’를 하고 있다. 2005년에는 반다아체 쓰나미 현장을, 

2008년에는 태안 기름유출 현장을 찾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원정봉사’도 나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대한의사협회, 한국

여자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한화생명, 중식당 만복림 등

이 대회를 공식 후원함으로써 숭고한 뜻에 동참했다. 조필자 

의료봉사단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저는 비록 골프를 칠 

줄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후원에 동참해 달라는 말씀

을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며 “대회가 끝나고 후원

회 가입 신청서에 한 분도 빠짐없이 서명해 달라”고 호소했

다. 각종 정부정책과 규제 등으로 우울한 소식만 들리는 요

즘, 이번 대회를 통해 단합을 이끌어냄으로써 문제 해결의 단

초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도 모아졌다.

김교웅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많은 회원들이 참

가한 것은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살려 회원들의 협조를 구해 문제 해결의 계

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사회 홍

성진 부회장은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해 ‘역대 최대 후원’을 

이끌어낸 배경에는 그간 집행부가 열정적인 회무를 펼침으로

써 형성된 회원들 간 강한 신뢰와 믿음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고, 김성배 총무이사는 “회원들이 스포츠를 통해 격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흐뭇함을 나타냈다. 박

홍준 회장은 “34대 집행부는 앞으로 더욱 회원들이 만족하는 

회무를 펼쳐 서울시의사회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고 전문가

가 바로 서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

다”고 밝혔다.

배준열 기자 

서울시 의사들, “사랑의 샷”으로 의료봉사 후원
서울시醫 골프대회에 역대 최대 인원 참석 ‘성황’… 34명 후원회 신규 가입

34대 집행부 회무에 대한 신뢰 방증… 25개구 의사회원들 빠짐없이 참가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7월 22일,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계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34   SEOUL DOCTOR

서울시의사회 뉴스 NEWS



AUGUST    35

작가│황지민 

연세의대 졸업

‘만화 그리는 의대생’으로 이름을 알렸고 

다양한 매체에 만화를 연재한 바 있다.  

2017년에는 본과 1·2학년 생활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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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황지민 작가의 ‘감염이 좋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연구의 끈을 놓지 않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조익성 중앙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조 교수는 연구는 의사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믿는

다. 그 소신은 학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결

과로써 인정받았다. 순환기내과 의사로서 자신의 일

을 즐기고 사랑하는 그는 앞으로도 동료들과 환자들

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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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과 부담감이 동시에…

상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연구에 몰두할 것

조 교수는 ‘무증상 성인에서 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상동

맥 CT 조영술의 임상적 가치에 대한 연구 결과(Prognostic value 

of coronary computed tomographic angiography findings 

in asymptomatic individuals: a 6-year follow-up from the 

prospective multicentre international CONFIRM study)’란 제

목으로 유한의학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펠로우 때부터 연구했던 

주제로 논문의 의미를 인정받은 그는 항상 연구의 멘토가 되어준 

장혁재 교수(연세의대)와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중앙대

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조 교수는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의

사로서의 소신을 연구를 통해 증명했다. 

“무증상 성인은 관상동맥석회화지수 평가만으로도 향후심혈

관계사건 진단과 예측이 가능하며, 관상동맥CT를 추가로 시행해

도 이득이 별로 없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는 심혈관계 위험

도 평가를 목적으로 방사선 피폭량이 많고 조영제를 사용하는 관

상동맥 CT 조영술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죠. 

연구를 통해 무증상 성인이 심혈관질환을 검진할 때 관상동맥 

CT 조영술 시행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했고, 불필요

한 검사로 인한 합병증 발병 위험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

다는 점에서 기쁩니다.” 

수상을 기대하지 못했다는 조 교수는 감사함 반, 부담감 반의 

심정이다. 그러나 유한의학상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으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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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열심히 연구하겠다는 다짐을 표했다. 

사실 그가 대학병원에 남고 싶었던 이유는 학문적인 의지 때문

이다. 의학에는 비법(祕法)이란 없으므로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자신의 치료법을 개선하고, 새로운 생각이 있다면 이를 연구를 

통해 증명하고 동료에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그는 굳게 믿는다.

“연구는 의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 연구를 통

해 동료들에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번 연구가 사회와 학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보

람 있어요. 앞으로도 제 연구와 노력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몰라서 도전한 순환기내과, 

알면 알수록 두려움은 사라진다 

조 교수가 순환기내과를 택한 이유는 심장이란 장기 자체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에 호기심과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다. 또 학생 

때 실습을 돌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과였기에 그저 순수하게 

알고 싶었다고 덧붙인다. 

“계속 움직이는 심장이란 장기 자체가 재밌게 느껴지기도 했지

만, 문제가 생기면 환자의 생명에 즉시 영향을 준다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이란 무지에서 오고, 알면 알수록 두려

움은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특히 전공의 때 

심장에 문제가 생겨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던 환자를 치료해서 살

려내는 순환기내과 선생님들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웃음)” 

그렇게 조 교수는 어린 시절부터 막연히 꿈꿨던 의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갔다. 지금은 심장 영상 판독을 통해 ‘도움을 주는 

의사가 되자’는 꿈을 실현하고 있다. 

“의료진, 특히 시술 파트 선생님들과 환자와의 소통이 중요해

요. 제가 판독한 소견이 시술 시 도움 됐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 있어요. 환자에게도 도움이 됐을 테니까요.” 

하지만 늘 보람을 느끼는 건 아니다. 워낙 바쁜 일상 탓에 가족

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 때때로 미안함과 아쉬움이 한꺼번

에 밀려온다는 조 교수. 무엇보다 비침습적 시술의 증가로 영상 

판독을 시술 전 분석 및 시술 중 유도가 더욱 중요해진 요즘, 분석 

방법 및 결과의 한계를 느낄 때 그는 속상함을 느낀다. 

“제가 분석하고 예측한 방향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있지만 

좌절하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었을까?’ 고민하

다 보면 오히려 새로운 방향의 연구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젊은 연구자의 역할 고민할 것

심장 영상 판독은 어려운 분야 중 하나다. 구조물도 작을뿐더

러 움직임이 끊임없고, 혈역학과도 융합해 문제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 조 교수는 ‘어떻게 보면 영상 검사의 끝판왕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웃는다.  

“어렵지만 그래서 재미있고 매력적이에요. 연구 분야도 무궁무

진해서 흥미롭습니다. 의대생들에게도 도전해서 평생 해볼만한 

과라고 얘기해주고 싶을 정도로요. (웃음) 앞으로도 심장 영상 연

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번 논문을 계기로 무증상 성인에서의 

심장 영상검사를 활용한 심혈관계 사건 예방에 대해서도 더 연구

해보고 싶어요.”

이어 그는 젊은 연구자로서 선배들이 개척한 길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꾸준히 고민하겠다는 의지를 전한다. 

“펠로우 때 미국에서 1년 동안 연수를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가 이제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면에서 세계

적으로 연구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

다. 전부 훌륭한 선배님들께서 개척해주신 거죠. 그래서 부담도 

큰 것같습니다. 이런 좋은 기반 위에서 혁신적인 연구들을 어떻

게 수행해 나갈지가 고민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젊은 연구자들

의 비슷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퇴보 아닌 발전을 위해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

을 제시해나갈 조 교수. 그 진정성 있는 고민이 조만간 또 한 번 

좋은 소식으로 세상에 전해질지도 모르겠다. 순환기내과 의사로

서의 그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AUGUST   37

의학에는 비법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증명해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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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and coronary segment location. Using the C-statistic and likelihood ratio tests, we evaluated th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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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deaths occurred.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RF alone (C-statistic 0.64), CCTA findings including coronary
stenosis severity, plaque composition, and coronary segment location demonstrated improved incremental prog-
nostic utility beyond traditional RF alone (C-statistics range 0.71–0.73, all P<0.05; incremental v2 range 20.7–25.5,
all P<0.001). However, no added prognostic benefit was offered by CCTA findings when added to a base model
containing both traditional RF and CACS (C-statistics P>0.05, for all).

...................................................................................................................................................................................................
Conclusions Coronary computed tomographic angiography improved prognostication of 6-year all-cause mortality beyond a set

of conventional RF alone, although, no further incremental value was offered by CCTA when CCTA findings were
added to a model incorporating RF and C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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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In asymptomatic individuals, coronary athero-phenotyping using
imaging modalities such as coronary artery calcium scoring (CACS)
has been widely used and numerous studies have documented that
CACS provides powerful prognostic information across various age
groups, gender, baseline risk factors (RFs), and ethnicities.1–3

Considering coronary computed tomographic angiography (CCTA)
could provide more detailed coronary atherosclerotic information [i.e.
degree of luminal stenosis, plaque composition, and location of coron-
ary segment location including non-calcified plaques (NCPs)], it has
been proposed that CCTA might afford additional prognostic benefit
over CACS, as well as traditional risk stratification system in asymp-
tomatic populations. Despite this, recent data from a large multicentre
international registry revealed that CCTA has negligible benefit for car-
diovascular risk stratification in asymptomatic populations.4 Yet, given
the relatively short-term follow-up duration of the latter study, along
with the lack of CCTA information such as plaque composition and
plaque location, it remains to be clarified whether CCTA adds further
prognostic value beyond CACS and traditional RFs, especially when
considering more sophisticated plaque and degree of stenosis informa-
tion across a more long-term follow-up study.

In light of the preceding discussion, we sought to evaluate whether
comprehensive assessment of coronary atherosclerosis by CCTA
that included degree of stenosis, plaque composition, and coronary
segment location, would stratify future risk of all-cause mortality of
asymptomatic individuals, and second, whether the addition of the
aforementioned CCTA measures augmented prognostication of all-
cause death beyond a set of traditional RF and CACS.

Methods

Design overview, setting, and participants
We previously described the initial study design and rationale of the initial
CONFIRM (COronary CT Angiography EvaluatioN For Clinical
Outcomes: An InteRnational Multicenter) registry elsewhere.5 In brief, the
CONFIRM registry was designed to assess the capability of CCTA findings
to predict all-cause mortality in patients referred for CCTA. Foremost,
study follow-up has been extended and the CONFIRM long term follow-
up registry completed, which included study sites that prolonged their
follow-up duration of more than 3 years. Thus, overall, 17 181 patients

who underwent CCTA at 17 centres in nine countries (e.g. Austria,
Canada, Germany, Israel, Italy, Portugal, South Korea, Switzerland, and
USA) were enrolled between February 2003 and May 2011 as part of the
long-term follow-up registry. Inclusion criteria were age 18 years or older,
an evaluation by CCTA scanner with 64-detector rows or greater, and
the presence of interpretable CCTA. For the current study, we excluded
patients according to the following exclusion criteria: the presence of
chest pain or dyspnoea (n=13 590), the absence of CACS data (n=2133)
or CCTA stenosis information (n=6), the absence of age or gender
information (n=1), or individuals with revascularization within index
period from CCTA (< 90 days) or prior history of CAD (n=225). Eleven
patients with missing baseline Framingham risk scores (FRS) were analysed
for baseline characteristics but not included in the predictive analysis.
Hence, the analytic sample comprised 1226 subjects. All study participants
provided written informed consent and each of the study sites’ institu-
tional review boards approved the study protocol.

Clinical data collection
Prior to scanning procedures, we prospectively collected information re-
garding the presence of traditional cardiac RFs in each study participant.
We employed standardized data collection methods in each participating
study site.6 Systemic arterial hypertension was defined as a documented
history of high blood pressure or treatment with anti-hypertensive medi-
cations. Diabetes mellitus was defined as known untreated diabetes and/
or use of insulin or oral hypoglycaemic agents. We defined dyslipidaemia
as known but untreated dyslipidaemia or current treatment with lipid-
lowering medications. A positive current smoking history was defined as
current smoking or cessation of smoking within 3months of investigation.
Family history of coronary artery disease (CAD) was determined by pa-
tient query. Symptom presentation was classified into asymptomatic and
symptomatic and symptomatic individuals were further classified into typ-
ical chest pain, atypical chest pain, non-cardiac pain, or dyspnoea. From
these data, we calculated FRS based on the calculation method by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Expert Panel 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Cholesterol in Adults (Adult
Treatment Panel III) (NCEP ATP III).7

Image acquisition and analysis
Coronary computed tomographic angiography and CACS measures
were uniformly acquired using multi-detector row computed tomog-
raphy (CT) scanners consisting of 64-rows or greater. Coronary artery
calcium scoring were measured using the scoring system (in units) de-
veloped by Agatston et al.,8 and participants were categorized in 0,
1–100, 101–400, and >400. In the analysis, the absolute CACS was

Prognostic value of CCTA findings in asymptomatic individuals 935

D
o

w
n

lo
a

d
e

d
 fro

m
 h

ttp
s://a

ca
d

e
m

ic.o
u

p
.co

m
/e

u
rh

e
a

rtj/a
rticle

-a
b

stra
ct/3

9
/1

1
/9

3
4

/4
8

1
5

7
2

7
 b

y C
h

u
n

g
-A

n
g

 U
n

iv. H
o

sp
ita

l u
se

r o
n

 2
8

 F
e

b
ru

a
ry 2

0
1

9

특집_유한의학상 수상자

Prognostic value of coronary computed

tomographic angiography findings in

asymptomatic individuals: a 6-year follow-up

from the prospectivemulticentre international

CONFIRM study

Iksung Cho1,2,3, Subhi J. Al’Aref1, Adam Berger4, Brı́ain Ó Hartaigh1,

Heidi Gransar5, Valentina Valenti1, Fay Y. Lin1, Stephan Achenbach5,

Daniel S. Berman6, Matthew J. Budoff7, Tracy Q. Callister8, Mouaz H. Al-Mallah9,

Filippo Cademartiri10, Kavitha Chinnaiyan11, Benjamin J.W. Chow12,

Augustin DeLago13, Todd C. Villines14, Martin Hadamitzky15, Joerg Hausleiter16,

Jonathon Leipsic17, Leslee J. Shaw4, Philipp A. Kaufmann18, Gudrun Feuchtner19,

Yong-Jin Kim20, Erica Maffei10, Gilbert Raff11, Gianluca Pontone21, Daniele

Andreini21, Hugo Marques22, Ronen Rubinshtein23, Hyuk-Jae Chang2, and

James K. Min1*

1Department of Radiology, Dalio Institute of Cardiovascular Imaging, NewYork-Presbyterian Hospital,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413 East 69th Street, Suite 108, New York,
NY 10021, USA; 2Division of Cardiology, Severance Cardiovascular Hospital, Severance Biomedical Science Institut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Seoul, South Korea; 3Division of Cardi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Chung-Ang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4Division of Cardiology, Emory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tlanta, GA, USA; 5Department of Imaging, Cedars Sinai Medical Center, Los Angeles, CA, USA; 6Department of
Medicine, University of Erlangen, Erlangen, Germany; 7Department of Medicine, Harbor UCLA Medical Center, Los Angeles, CA, USA; 8Tennessee Heart and Vascular Institute,
Hendersonville, TN, USA; 9King Saud bin Abdulaziz University for Health Sciences, King Abdullah International Medical Research Center, King AbdulAziz Cardiac Center,
Ministry of National Guard, Health Affairs, Riyadh, Saudi Arabia; 10Department of Radiology, Montreal Heart Institute, Montreal, Quebec, Canada; 11William Beaumont Hospital,
Royal Oaks, MI, USA; 12Department of Medicine and Radiology, University of Ottawa, Ottawa, Ontario, Canada; 13Capitol Cardiology Associates, Albany, NY, USA;
14Department of Medicine, Walter Reed Medical Center, Washington, DC, USA; 15Division of Cardiology, Deutsches Herzzentrum Munchen, Munich, Germany; 16Medizinische
Klinik I der Ludwig-Maximilians-Universität München, Munich, Germany; 17Department of Medicine and Radi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18University Hospital, Zurich, Switzerland; 19Department of Radiology, Medical University of Innsbruck, Innsbruck, Austria; 20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South Korea; 21Department of Clinical Sciences and Community Health, University of Milan, Centro Cardiologico Monzino, IRCCS Milan, Milan, Italy; 22UNICA, Cardiac CT and
MRI Unit, Hospital da Luz, Lisbon, Portugal; and 23Department of Cardiology at the Lady Davis Carmel Medical Center, The Ruth and Bruce Rappaport School of Medicine,
Technion-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 Haifa, Israel

Received 15 November 2016; revised 14 September 2017; editorial decision 14 December 2017; accepted 18 December 2017; online publish-ahead-of-print 20 January 2018

See page 942 for the editorial comment on this article (doi: 10.1093/eurheartj/ehx801)

Aim The long-term prognostic benefit of coronary computed tomographic angiography (CCTA) findings of coronary
artery disease (CAD) in asymptomatic populations is unknown.

...................................................................................................................................................................................................
Methods
and results

From the prospective multicentre international CONFIRM long-term study, we evaluated asymptomatic subjects
without known CAD who underwent both coronary artery calcium scoring (CACS) and CCTA (n=1226).
Coronary computed tomographic angiography findings included the severity of coronary artery stenosis, plaque
composition, and coronary segment location. Using the C-statistic and likelihood ratio tests, we evaluated the in-
cremental prognostic utility of CCTA findings over a base model that included a panel of traditional risk factors
(RFs) as well as CACS to predict long-term all-cause mortality. During a mean follow-up of 5.9 ± 1.2 years,

* Corresponding author. Tel: þ1 646 962 6192, Fax: þ1 646 962 0129, Email: jkm2001@med.cornell.edu

Published by Oxford University Press on behalf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2018. This work is written by US Government employees and is in the public domain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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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nal stenosis, the adjusted hazards for all-cause death increased pro-
portionally on the background of CAD extent for any non-obstructive
(1–49% stenosis) stenosis (HR 3.16; 95% CI 1.64–6.12; P<0.001), ob-
structive (>_50% stenosis) one-vessel stenosis (HR 5.78, 95% CI 2.73–
12.23; P<0.001), obstructive two-vessel stenosis (HR 6.65, 95% CI
2.31–19.16; P<0.001), and obstructive three-vessel stenosis or left
main stenosis (HR 8.48, 95% CI 3.28–21.92; P<0.001).

Moreover, coronary plaque composition assessment models
including the presence of non-calcified ormixed plaque, as well as cal-
cified plaque, heightened the risk of all-cause death in both unad-
justed and adjusted models. For instance, the presence of
non-calcified or mixed plaque in a single segment (HR 2.34, 95% CI
1.23–4.48; P=0.010) and multi-segments (HR 2.50, 95% CI 1.48–
4.21; P=0.001) were shown to increase the risk of all-cause death as
compared with individuals without any plaque, even after adjustment
of traditional RF. Further, the presence of calcified plaque in multiple

segments increased risk of death after adjustment of baseline RFs
(HR 2.21, 95% CI 1.32–3.69; P=0.003).

Incremental value of coronary computed
tomographic angiography for prediction
of all-cause death
As reported in Table 3, adding CACS over a traditional risk stratifica-
tion model that used FRS significantly improved prediction of all-
cause mortality (e.g. incremental v2 20.4, P<0.001). Inclusion of
CCTA information including the degree of luminal stenosis and pla-
que composition also improved prediction of all-cause death beyond
the traditional RF model (all, P for incremental v2 <0.001). However,
compared with the model that included both traditional RF and
CACS, addition of CCTA information did not lead to a significant in-
crease in prediction for all-cause mortality (all P>0.05), with the ex-
ception of number of vessels with stenosis >_50% (v2 9.69, P=0.046),
which provided only a modest significant increase.
The incremental benefit of CCTA was also evaluated using the C-

statistic as described in Table 4. The added benefit of CCTA informa-
tion including degree of luminal stenosis and plaque composition was
significant when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RF model. However,
no incremental benefit of any of the CCTA variables over traditional
RFs and CACS (all P>0.05) for prognostication was observed.

Discussion

In this international multi-centre study with long-term follow-up dur-
ation, we set out to determine whether comprehensive CAD assess-
ment by CCTA improved risk prediction for future mortality over a
traditional RF model and also when CACS was considered in asymp-
tomatic population. The principle finding was that the incremental
risk-predictive benefit of comprehensive CAD information by
CCTA, including degree and extent of plaque, coronary segment lo-
cation, and plaque composition, over traditional RFs and CACS
model was negligible in asymptomatic population across a long-term
follow-up. Such a finding is in agreement with the 2013 European

....................................................................................................................................................................................................................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resence or absence of coronary artery luminal stenosis by coronary
computed tomographic angiography

Variables Total

(n5 1226)

No stenosis

(n5 587)

Any stenosis

(n5 639)

P-value

Age (years) 58.0 ± 12.4 53.1 ± 12.0 62.6 ± 10.8 <0.001

Gender (male) 813 (66.3) 339 (57.8) 474 (74.2) <0.001

Hypertension 709 (58.3) 276 (47.4) 433 (68.3) <0.001

Diabetes 123 (10.1) 42 (7.2) 81 (12.8) 0.001

Current smoking 196 (16.1) 78 (13.4) 118 (18.6) 0.010

BMI (kg/m2) 26.8 ± 4.6 26.4 ± 4.5 27.3 ± 4.6 <0.001

Dyslipidaemia 674 (55.3) 240 (41.2) 434 (68.1) <0.001

Aspirin use (%) 344 (31.7) 101 (19.8) 243 (42.3) <0.001

Beta-blocker use (%) 290 (26.8) 143 (28.1) 147 (25.6) 0.357

Statin use (%) 376 (34.4) 94 (18.3) 282 (48.6) <0.001

Continuous values are meanþ SD and categorical values are number and percentage (%).
BMI, body mass index.

.................................................................................................

Table 2 Risk of all-cause mortality according to
Framingham risk score and coronary artery calcium
score categories

Model No. of deaths/

subjects

HR

(95% CI)

P-value

Framingham risk score

Low (<10%) 26/681 1.00 NA

Intermediate

(10–20%)

27/363 2.05 (1.19–3.51) 0.009

High (>20%) 25/171 3.87 (2.21–6.78) <0.001

CACS

0 15/602 1.00 NA

1–100 23/276 3.68 (1.92–7.05) <0.001

101–400 13/188 3.04 (1.45–6.40) 0.003

>400 27/160 7.88 (4.19–14.83) <0.001

CACS, coronary artery calcium scoring; CI, confidence interval; HR, hazard ratio;
NA,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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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nal stenosis, the adjusted hazards for all-cause death increased pro-
portionally on the background of CAD extent for any non-obstructive
(1–49% stenosis) stenosis (HR 3.16; 95% CI 1.64–6.12; P<0.001), ob-
structive (>_50% stenosis) one-vessel stenosis (HR 5.78, 95% CI 2.73–
12.23; P<0.001), obstructive two-vessel stenosis (HR 6.65, 95% CI
2.31–19.16; P<0.001), and obstructive three-vessel stenosis or left
main stenosis (HR 8.48, 95% CI 3.28–21.92; P<0.001).

Moreover, coronary plaque composition assessment models
including the presence of non-calcified ormixed plaque, as well as cal-
cified plaque, heightened the risk of all-cause death in both unad-
justed and adjusted models. For instance, the presence of
non-calcified or mixed plaque in a single segment (HR 2.34, 95% CI
1.23–4.48; P=0.010) and multi-segments (HR 2.50, 95% CI 1.48–
4.21; P=0.001) were shown to increase the risk of all-cause death as
compared with individuals without any plaque, even after adjustment
of traditional RF. Further, the presence of calcified plaque in multiple

segments increased risk of death after adjustment of baseline RFs
(HR 2.21, 95% CI 1.32–3.69; P=0.003).

Incremental value of coronary computed
tomographic angiography for prediction
of all-cause death
As reported in Table 3, adding CACS over a traditional risk stratifica-
tion model that used FRS significantly improved prediction of all-
cause mortality (e.g. incremental v2 20.4, P<0.001). Inclusion of
CCTA information including the degree of luminal stenosis and pla-
que composition also improved prediction of all-cause death beyond
the traditional RF model (all, P for incremental v2 <0.001). However,
compared with the model that included both traditional RF and
CACS, addition of CCTA information did not lead to a significant in-
crease in prediction for all-cause mortality (all P>0.05), with the ex-
ception of number of vessels with stenosis >_50% (v2 9.69, P=0.046),
which provided only a modest significant increase.
The incremental benefit of CCTA was also evaluated using the C-

statistic as described in Table 4. The added benefit of CCTA informa-
tion including degree of luminal stenosis and plaque composition was
significant when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RF model. However,
no incremental benefit of any of the CCTA variables over traditional
RFs and CACS (all P>0.05) for prognostication was observed.

Discussion

In this international multi-centre study with long-term follow-up dur-
ation, we set out to determine whether comprehensive CAD assess-
ment by CCTA improved risk prediction for future mortality over a
traditional RF model and also when CACS was considered in asymp-
tomatic population. The principle finding was that the incremental
risk-predictive benefit of comprehensive CAD information by
CCTA, including degree and extent of plaque, coronary segment lo-
cation, and plaque composition, over traditional RFs and CACS
model was negligible in asymptomatic population across a long-term
follow-up. Such a finding is in agreement with the 2013 European

....................................................................................................................................................................................................................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resence or absence of coronary artery luminal stenosis by coronary
computed tomographic angiography

Variables Total

(n5 1226)

No stenosis

(n5 587)

Any stenosis

(n5 639)

P-value

Age (years) 58.0 ± 12.4 53.1 ± 12.0 62.6 ± 10.8 <0.001

Gender (male) 813 (66.3) 339 (57.8) 474 (74.2) <0.001

Hypertension 709 (58.3) 276 (47.4) 433 (68.3) <0.001

Diabetes 123 (10.1) 42 (7.2) 81 (12.8) 0.001

Current smoking 196 (16.1) 78 (13.4) 118 (18.6) 0.010

BMI (kg/m2) 26.8 ± 4.6 26.4 ± 4.5 27.3 ± 4.6 <0.001

Dyslipidaemia 674 (55.3) 240 (41.2) 434 (68.1) <0.001

Aspirin use (%) 344 (31.7) 101 (19.8) 243 (42.3) <0.001

Beta-blocker use (%) 290 (26.8) 143 (28.1) 147 (25.6) 0.357

Statin use (%) 376 (34.4) 94 (18.3) 282 (48.6) <0.001

Continuous values are meanþ SD and categorical values are number and percentage (%).
BMI, body mass index.

.................................................................................................

Table 2 Risk of all-cause mortality according to
Framingham risk score and coronary artery calcium
score categories

Model No. of deaths/

subjects

HR

(95% CI)

P-value

Framingham risk score

Low (<10%) 26/681 1.00 NA

Intermediate

(10–20%)

27/363 2.05 (1.19–3.51) 0.009

High (>20%) 25/171 3.87 (2.21–6.78) <0.001

CACS

0 15/602 1.00 NA

1–100 23/276 3.68 (1.92–7.05) <0.001

101–400 13/188 3.04 (1.45–6.40) 0.003

>400 27/160 7.88 (4.19–14.83) <0.001

CACS, coronary artery calcium scoring; CI, confidence interval; HR, hazard ratio;
NA,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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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isk of all-cause mortality according coronary computed tomographic angiography findings using unadjusted model and adjusted models
for traditional risk factors. CI, confidence interval; CP, calcified plaque; HR, hazard ratio; N, number; NCP, non calcified plaque; MP, mixed plaque;
VD, vessel disease.

.....................................................................................................................................

....................................................................................................................................................................................................................

Table 3 Comparison of performance of coronary computed tomographic angiography over traditional risk factors
alone and traditional risk factor plus coronary artery calcium scoring in predicting long-term risk of all-cause mortality
using likelihood ratio tests

Models LR incremental v2

Compared with

traditional RF alone

P-value Compared with

CACS1 traditional RF

P-value

Baseline models

Traditional RF NA NA NA NA

Traditional RFþCACS 20.40 <0.001 NA NA

Adding degree of stenosis Information by CCTA

No. of segments with any stenosis 26.05 <0.001 5.65 0.059

No. of segments with stenosis >_50% 25.43 <0.001 5.03 0.080

No. of vessels with stenosis >_50% 30.09 <0.001 9.69 0.046

Adding plaque characterization Information by CCTA

No. of segments with calcified plaques 20.70 <0.001 0.30 0.860

No. of segments with NCP or mixed plaque 23.26 <0.001 2.86 0.240

Adding plaque location information by CCTA

No. of proximal segment with any stenosis 25.52 <0.001 5.12 0.080

No. of proximal segment with stenosis >_50% 25.50 <0.001 5.10 0.080

CACS, coronary artery calcium scoring; CCTA, coronary CT angiography; LR, likelihood ratio; NCP, non-calcified plaque; NA, not applicable; RF, risk factors (covariates in the
Framingham risk score such as age, gender, smoking status, total cholesterol,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blood pressure and treatment for hypertension).

938 I. Cho et al.

D
ow

nloaded from
 https://academ

ic.oup.com
/eurheartj/article-abstract/39/11/934/4815727 by C

hung-A
ng U

niv. H
ospital user on 28 February 2019

Figure 1 Risk of all-cause mortality according coronary computed tomographic angiography findings using unadjusted model and adjusted models
for traditional risk factors. CI, confidence interval; CP, calcified plaque; HR, hazard ratio; N, number; NCP, non calcified plaque; MP, mixed plaque;
VD, vesse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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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e and traditional risk factor plus coronary artery calcium scoring in predicting long-term risk of all-cause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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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LR incremental v2

Compar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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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 Compared with

CACS1 traditional RF

P-value

Baseline models

Traditional RF NA NA NA NA

Traditional RFþCACS 20.40 <0.001 NA NA

Adding degree of stenosis Information by CCTA

No. of segments with any stenosis 26.05 <0.001 5.65 0.059

No. of segments with stenosis >_50% 25.43 <0.001 5.03 0.080

No. of vessels with stenosis >_50% 30.09 <0.001 9.69 0.046

Adding plaque characterization Information by CCTA

No. of segments with calcified plaques 20.70 <0.001 0.30 0.860

No. of segments with NCP or mixed plaque 23.26 <0.001 2.86 0.240

Adding plaque location information by CCTA

No. of proximal segment with any stenosis 25.52 <0.001 5.12 0.080

No. of proximal segment with stenosis >_50% 25.50 <0.001 5.10 0.080

CACS, coronary artery calcium scoring; CCTA, coronary CT angiography; LR, likelihood ratio; NCP, non-calcified plaque; NA, not applicable; RF, risk factors (covariates in the
Framingham risk score such as age, gender, smoking status, total cholesterol,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blood pressure and treatment for hyper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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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stable CAD and the 2016 European
guidelines on Cardiovascular Disease Prevention in Clinical Practice,
which give CACS a Class IIb label (level of evidence B) for use as a
risk modifier in the assessment of cardiovascular risk and a Class III
label (level of evidence C) for CCTA for use as a screening test in
asymptomatic individuals.14,15

We previously demonstrated that CCTA afforded little to no bene-
fit for prediction of fatal outcomes over a traditional RF and CACS
model in an asymptomatic population across a short-term follow-up
duration.4 Since, several studies have analysed the prognostic benefit of
CCTA in other asymptomatic populations.16,17 Rodriguez et al.18 dem-
onstrated that diabetes, cholesterol level, and systolic blood pressure
were related to NCP burden by CCTA, which cannot be distinguished
by CACS, in an asymptomatic population at low-to-moderate risk. Lee
et al.16 also reported that CCTA offered added prognostic benefit over
exercise testing in another asymptomatic population. More recently,
Plank et al.17 reported that high prevalence of CAD in a high-risk
asymptomatic population and CACS=0 did not exclude significant
non-calcified coronary atherosclerosis. However, none of these
studied observed that CCTA provided incremental benefit above and
beyond traditional RF and CACS in an asymptomatic population.
Further, a recent prospective randomized trial reinforced the lack of
evidence of CAD screening by CCTA in asymptotic populations.19 In
that trial, although the study sample represented an asymptomatic dia-
betic population considered being at high risk, a CAD screening strat-
egy by CCTA failed to lower fatal and non-fatal outcomes.

The chief cause why CCTA appeared to lack additional prognostic
utility over the base model that included CACS, most likely owes to
the contention that CACS is a robust marker of global coronary ath-
erosclerotic burden. Although recent studies using CCTA demon-
strated that patients with high-risk features such as NCP or positive
remodelling experienced higher incidence of acute coronary syn-
drome, the total atherosclerotic plaque burden was not accounted

for as a confounder.20 Further, these studies enrolled symptomatic
cohorts while there has been no evidence to suggest that high-risk
plaque features were prognostically important in asymptomatic
population.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at the added benefit of as-
sessing plaque composition and location over total atherosclerotic
burden detected by CACS was not clinically beneficial in asymptom-
atic individuals.
Indeed, CACS is well known to provide superior discrimination

and reclassification beyond other useful markers, such as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brachial flow-mediated dilation, ankle-
brachial index, or C-reactive protein.21 Further still, the prognostic
benefit of CACS has been validated in numerous large-scale pro-
spective multicentre studies utilizing several heterogeneous popula-
tions who were followed long-term.1–3 Recently, a novel risk
equation system for predicting 10-year CAD, which integrated trad-
itional RFs and CACS, has been developed using data belonging to
the Multi-Ethnic Study of Atherosclerosis (MESA) cohort.22 The pur-
pose of this convenient scoring system is to facilitate the integrated
use of CACSwith traditional RF in clinical practice.
However, a major limitation of CACS is the lack of data for man-

agement or down-stream testing strategies according to CACS.23

Although it is quite clear that a zero CACS warrantied very good
prognosis in a long-term follow-up duration,24 there is no consensus
of treatment or downstream screening strategies for patients with
CACS >0. More recently, we established that CCTA might induce
some benefit over traditional RFs and CACS, specifically in those
with intermediate CACS (i.e. between 100 and 400).25 Most cor-
rectly reclassified subjects by CCTA were those with a non-event
(e.g. 0.70 vs. 0.05 for non-event vs. event, respectively). To this end,
CCTA should perhaps be considered for downstream study, particu-
larly in patients presenting with intermediate CACS, in order to re-
classify those with low risk for the purpose of avoiding unnecessary
treatment or clinical decisions. Though clearly, forthcoming studies

....................................................................................................................................................................................................................

Table 4 C-Statistics for evaluation of added benefit of coronary computed tomographic angiography findings over
traditional risk factors alone and combined model of traditional risk factors plus coronary artery calcium scoring in
predicting long-term all-cause mortality

Model C-statistics P compared with

traditional RF

P compared with

traditional RF1CACS

Baseline models

Traditional RF 0.641 NA NA

Traditional RFþCACS 0.711 0.030 NA

Adding degree of stenosis Information by CCTA

No. of segments with any stenosis 0.723 0.009 0.305

No. of segments with stenosis >_50% 0.728 0.013 0.075

No. of vessels with stenosis >_50% 0.734 0.008 0.117

Adding plaque characterization Information by CCTA

No. of segments with calcified plaques 0.709 0.033 0.597

n of segments with NCP or mixed plaque 0.721 0.013 0.286

Adding plaque location information by CCTA

No. of proximal segment with any stenosis 0.727 0.012 0.071

No. of proximal segment with stenosis>_50% 0.724 0.015 0.117

CACS, coronary artery calcium scoring; CCTA, coronary CT angiography; NCP, non-calcified plaque; NA, not applicable; RF, risk factors (detailed in footnote of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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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들이 개척해주신 

좋은 기반 위에서 혁신적인 

연구들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고민입니다. 

퇴보 아닌 발전을 위해,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제시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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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동창회장을 만나다

“균질화된 교육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홍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부회장

최근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실습을 소화하면서 시험 준비와 의대협 일을 

하고 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의대협 일이 만

만치 않아 학기 초에는 무척 버거웠다. 근래에는 

안정돼 새로운 취미를 생각 중이다. 바로 어릴 적 

6~7년 정도 즐겼던 라틴댄스다. 라틴댄스는 일

상의 스트레스를 푸는 데 좋은 취미다. 예전처럼 

비슷한 또래와 함께 즐길만한 라틴댄스 교실을 

찾아 다시 시작하고 싶다.

올해 1월에 의대협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입후보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사실은 입후보 전에 고민이 많았다. 많은 활동

을 해왔지만, 협회를 이끄는 자리는 나에게 너무 

벅차 보였다. 그러던 와중에 현재 함께 활동하는 

동료들이 권유했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마음을 굳

히게 됐다. 우선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들이 추

구하는 가치가 맞닿아 있었던 것이 마음을 움직였

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눴

다. 40개 의과대학, 의과전문대학원에서 보건의

료인을 배출할 때 결코 균질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이 부분에서 문

제의식을 느꼈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학생

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됐다.

약 반년 동안 의대협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에 대해 듣고 싶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무척 즐겁다. 회장과 부

회장들이 모여 사회의 여러 사항에 관해 이야기했

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막

상 임기를 시작하고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고민과 

선택을 거듭해야 했다. 들이는 노력이 모두 긍정적

인 영향이 되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다. 

근래에는 생각이 바뀌었다. 당장 의대생들에게 피

예비의사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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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와 닿는 변화가 없더라도 이들이 더 나은 교육과 환경을 가

질 수 있도록 의대협은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대화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회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여러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회원들 스스로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것과 더불어, 대의원을 통해 회원 개개인

의 생각과 피드백을 더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면 훨씬 발

전시킬 부분이 많을 것이다.

최근 의대협에서 계획 중인 사업은 무엇인가

우선은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다.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

한 가장 주된 창구인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미비했던 부분을 

고치고 회원들이 한층 더 쉽게 요구할 수 있도록 정리 중이다. 

또 올해 여름총회와 함께 리더십캠프를 기획하고 있다. 회원

들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의학 교육과 원하는 교

육에 관해 이야기하고, 직접 커리큘럼을 짜보는 시간 등을 준

비했다.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꿈꾸는 의사상에 대해 묻고 싶다

중학생 때였나, 서울로 이사와 지하철역을 내려가는데 한 

할머니를 봤다. 한겨울에 집도 없이 스티로폼을 발에 덧대

고 앉아계시는 걸 보고 어린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급히 

삼각 김밥을 사서 드렸는데 뜯는 방법조차 모르시는 걸 보

고,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사

람을 도울 수 있나 생각하다 막연히 의사를 꿈꾸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 뒤로 고등학교 때 개인적인 계기를 하나 더 겪고 

꿈이 구체화됐다. 단순히 따뜻한 의사가 아니라, 실력적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발전했다.

근래에도 실습하면서 ‘실력 있는 의사’를 끊임없이 꿈꾸고 있

다. 최고의 실력으로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더

불어 따뜻하고 기대고 싶은 의사가 되면 좋지 않을까. 또한, 의

사의 길을 걸으면서도 의료정책과 보건 시스템을 계속해서 고

민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사회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

는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싶다.

현재 진료 일선에 있는 선배들에게 묻고 싶은 말

학생들은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

거나, 의학에 접목된 다른 일을 하는 선배들의 이야기에 관심

이 크다.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의사의 길이 아닌 다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 어렵다. 어쩌다 이런 고민을 했는

지, 다른 길로 가게 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듣고 싶다. 또한 

현재 사회적으로 어떤 고민을 갖고 있으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사는지 묻고 싶다. 또한 나는 개개인의 가치는 

무한하다고 느낀다. 한 명 한 명의 고민과 노력이 모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를 겪어본 선배들의 시

선에서, 개인의 노력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어떠한 축으로 

작용되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삶의 모토가 있는가

나의 삶을 차지하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사람이다. 비슷한 

고민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 무척 즐겁고 

귀한 기회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하던 버팀목은 늘 사람이었다. 

또한 즐겁게 살고자 한다. 작은 점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

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앞으로도 협회에서 회장단과 다른 부서까지 지치지 않게

끔 응원해주고 추스를 수 있게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한 

회원들의 의견을 보다 더 많이 수렴해 실제 대표성을 지닌 사

람이 되고 싶다. 부족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  

김홍현 부회장은 올해 1월 의대협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학생회 등 많은 경험으로 쌓은 리더십은 그를 긍

정적인 미래로 이끈다. 끊임없는 학습과 실습, 그리고 협회 일과 취미까지 바쁜 삶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밝은 에너지를 지닌 김홍현 부회장을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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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올해도 벌써 절반이 갔구나.

1 
최근 2019년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최고

상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

의 영화 <기생충>에서 가사 도우미로 열

연했던 ‘이정은’ 배우가 TV 대담 프로그램에 나왔

는데 우연히 보게 되었어. 그녀는 무명의 후배 배

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란 물음에 “드라마 <눈

이 부시게>에서 나왔던 명대사가 있다. 다른 직업

을 가진 분들에게도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싶다”며 

“잘난 건 타고나야 되지만, 잘 사는 건 너 하기 나

름”이라고 말했어. 

얼굴이 잘 생기고, 이쁜 건 일단 제쳐두고, 우리

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운동도 하는 등 그래도 

잘살고 있으니, 잘났고, 잘 태어났다고 볼 수 있

지. 그러나 지금 잘살고 있는가는 어느 정도는 주

관적일 수 있으니 각자 자기 삶을 어찌 생각하는

가에 행복이 달린 게 맞는 것 같아. 

더 잘살기 위해서는 지금 잘살고 있는 것인지 

수시로 반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볼 필요도 있

고…. 

오늘이 2019년도, 만 나이로 우리가 50대 후반

으로 들어가는 해의 절반인 6월의 마지막 날이다.

점점 빠른 속도로 한 해가 가는 걸 느끼는 건 친

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어쩌면 하루는 길지만 반년, 일 년은 참 빨리 간

다고나 할까.

한 해의 반을 잘 보낸 우리 자신에게 그래도 잘

했다고, 잘 살았다고 칭찬하고, 격려해주자.

7~8월은 여름휴가도 있고 덥다, 덥다 하다가 

가을을 기다리게 되고, 가을엔 단풍을 구경하고, 

또 바람이 차가워지면 장롱 속의 코트 꺼내고, 첫

눈이 기다려지는 11월, 12월이 오겠지. 그리고 또 

한 해가 가고…. 

글 | 백대현 방배성모정형외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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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영화배우, 영화감독보다는 철학자라

고 보는 게 맞을 ‘찰리 채플린’이 “인생은 가까이

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

고 말했지. 많이 알려진 이 이야기를 “인생은 항상 

희극과 비극이 공존하지만 가까이서 봐도, 멀리서 

봐도 대체로는 희극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 어떨지…? 하반기 시작인 7월부터 

우리 또 잘 보내자♡

2  
몇 주 전부터 연일 터지는 지인들의 입

원과 그 과정에서의 의사와 병원 소개, 

연락, 병문안… 이를 지켜보는 나도 몸

과 마음이 조금은 힘든 요즘이다. 목 디스크 수술

하신 지인, 백혈병으로 입원 중인 친척, 같이 운동

하는 의사 선배님은 간농양으로 입원…. 자기 건

강은 자기가 지키는 일은 정말 중요해. 우리 옛말

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사실 일 거야. 환자

들을 지켜보고, 돌보고, 간호하는 일은 생각하는 

것보다 무척이나 힘든 일일 테니까.

 스티브 잡스가 했다, 안 했다는 논란이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원 침대입니다”라

는 말, 병실 침대만 딸랑 있는 1~2인용 병실 하루 

이용료가 20~30만 원이니 이 말은 사실일 거야. 

몸도 아프고, 비싼 병실료 때문에 돈 많이 들어서 

배도 아픈 것보다는 건강을 미리미리 지키는 데 

돈을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한다.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이타적인 것이 아닌, 보다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 

가족들을 위한 길이고도 하고. 

오늘 밤부터 오는 비는 장맛비라고 하네. 올해

는 비도 제대로 내리고, 태풍도 적당히 와서 우리

에게 큰 피해 없이, 바다의 순환, 대기의 순환에 

많이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모두들 건강에 신경 쓰고, 건강 지키

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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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의대생 때부터 외과 의사를 꿈꿨다. 누군가에게는 

열악한 환경과 매일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같은 일상이 버틸 수 

없는 이유가 됐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버텼다. 전공의 때는 병원 

바로 앞 기숙사에 갈 시간도 없어서 동기들과 병원 당직실에서 

생활했다. 병원에 갇혀 숱한 밤을 지새우며 푸르른 청춘을 떠나

보냈다. 그래도 ‘내 인생을 걸었다’는 열정에서 비롯된 낭만이 있

던 시절이었다고 그는 회상한다. 홍 교수가 버틸 수 있었던 원동

력은 아주 단순했다. 

“그만큼 이 일이 좋았어요. 사실 처음엔 뭘 모르고 열정만으로 

시작했어요. 힘들다, 편하다를 평가할 잣대도 없었죠. 첫 아이를 

출산하고 3주 만에 복귀했는데,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도 생각하

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당시 홍 교수는 시아버지가 미국에서 구해준 유축기로 낮 동안 

2~3번의 유축을 했다. 그것도 병원 갱의실에서…. 복귀하자마자 

집에 자주 들어가지 못했던 터라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뿐

이라 생각했다. 당시 의대생 한 명이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쇼킹

했다’고 말했더란다. 그제야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니 ‘남들에

겐 치열하게 보였겠구나’ 싶었다며 홍 교수는 웃는다. 

“스스로 즐기지 못했다면 처량했겠지만 전 그때 행복했어요. 

전공의 4년차 때는 우리나라 외과 의사로서 처음 중환자실을 맡

게 됐죠. 선배나 스승이 없어서 소위 ‘삽질’도 많이 했죠. 펠로우 1

년차 때는 교수 발령 전인데도 병원에서 연수를 보내주셨죠.”

홍 교수는 현재 어느 과보다 드라마틱한 일이 많은 외상외과 

중환자실의 리더로서 즉각적인 판단으로 극한의 상황을 이끈다. 

뿐만 아니라 의지가 필요한 의료진과 보호자들에게 어깨를 내어

준다. 약간의 감정 변화를 드러내기도 쉽지 않다. 수십 년 해온 일

이지만, 여전히 그에게도 하루하루가 훈련의 연속이다. 

“의사라는 직업, 특히 외과 의사는 갑자기 태어난 영웅이 아니

에요. 긴 시간의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죠. 평소 후배 의사들에게 

강조하는 건 의사가 되기로 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말고 환자를 

사랑하라는 거에요. 죽다 살아나는 과정을 보면서 삶과 죽음의 

홍석경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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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이 일을 

     사랑하고 즐겨요”

‘밥은 먹었어? 잠은 잘 잤어?’ 일상적인 물음도 쉽게 건넬 수 없는 곳… 바로 중환자실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환자는 위태로

운 외줄을 타고, 의사는 사투를 벌인다. 이들의 강한 의지가 더해져야만 죽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 사뭇 다른 의미의 새 생명이 탄

생하는 여기, 중환자실에 홍 교수는 기꺼이 인생을 걸었다. 

중환자 실에서



경계가 여전히 헷갈리고, 때때로 환자가 잘못되면 나 때문이라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참 감사하고 숭고한 일을 하고 있다

는 걸 늘 생각하길 바라요.” 

환자들에게도 그렇지만, 후배 의사들에게 감화되는 순간이 많

다는 요즘 그가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다. 그는 정신적인 한계

를 느끼거나, 평범한 삶을 아예 포기한 채 일에만 매달리는 후배

들에게 ‘스스로 행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지금껏 살아왔던 

것처럼 말이다. 어떤 형태의 삶이든 일 때문에 일상의 한 부분이

라도 불행해져선 안 된다는 게 선배로서 홍 교수가 가르치고픈 

가치다. 

“삶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는 달라도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고, 또 필요해요. 그걸 극복하는 

후배들을 보면 뿌듯해요. 요즘에는 일의 연속성을 위해 휴가를 꼭 

챙겨줘요. 여태껏 휴가를 써본 적 없는 저부터 시작했죠. (웃음)” 

수많은 제자와 후배들에게 든든한 존재인 홍 교수. 그러나 그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민스러운 순간이 불쑥 찾아온다. 

대개 환자들로 인해서다. 환자나 보호자 앞에서 절대 울지 않고 

교수실에 들어와 먹먹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자살을 시도한 환

자를 마주했을 때는 ‘과연 살리는 게 맞는지’ 복잡한 머릿속을 정

리하기도 한다. 어느 것 하나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없지만 결국은 

살리겠다는 의지로 환자에게 달려든다.  

“강원도에서 젊은 남자 환자가 아버지 배달 일을 돕다가 오토

바이 사고가 났어요. 시간이 너무 지체된 후에 온 터라, 팔을 절단

해야 했죠. 그런데 환자 아버지가 담대하다고 해야 할까? ‘아들과 

사이가 안 좋나’ 싶을 만큼 담담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치료가 잘 

돼서 환자가 재활 병동으로 가던 날, 아버지가 제 방을 찾아오셨

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려 해요.” 

환자의 아버지는 홍 교수에게 외국의 절단 환자의 수기를 번역

한 책을 건넸다. 그리고는 ‘아이가 선생님을 잘 따라서 이 책을 선

생님이 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그동안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눈물이 느껴져서 눈시울을 붉혀야 했다. 

“경추 골절로 사지마비가 와서 7세부터 평생 요양병원에 계셨

던 환자도 있었어요. 제 또래였는데 오랫동안 경추골절 통증에 

시달리다 칼로 할복자살을 시도해서 헬기로 이송돼 오셨죠. 편치 

않은 몸으로 며칠 동안 계획해서 실행에 옮겼을 텐데… 순간 살

리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토요일 오전이라 다른 환자들

에 비해 수술 준비가 일사천리로 이뤄졌어요.”

또래였기 때문에 더욱 가슴 아팠다는 홍 교수. 수술은 잘 끝났

지만 혹여 환자가 더욱 절망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통증 조절을 해준 후로, 평생을 괴롭힌 고통이 

사라지자 환자는 홍 교수에게 ‘살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겼다. 

“중환자실에서는 어떤 것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오만해질 수 없죠. 계속 겸손해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환자 위주의 치료를 하는 것

뿐이에요. 모호한 경계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환자에게 오

롯이 집중해야 해요.” 

홍 교수는 중환자외상외과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 자질은 ‘사람

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 또한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고 덧붙인다. 그가 여전히 이 일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

는 이유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도와 새 생명을 탄생시키

는 중환자실, 홍 교수는 오늘도 그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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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사옥(1971)
건축가: 김수근(1931~1986)  글│황보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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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 공간사옥 전경(사진 출처: 황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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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사옥 현관 진입구(사진 출처: 황보봉)

창
덕궁과 현대건설 사이 종로구 원서동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 ‘공간’의 사옥은 아

마도 한국의 근대건축을 상징하는 건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간’의 설

립자인 건축가 김수근(1931~1986)이 설계한 이 건물은 작품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이 

사무소를 통해 많은 걸작이 탄생했기 때문에 근·현대 한국건축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

로 특별한 가치를 담고 있다. 김수근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주로 활동한 인물로 이

때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었다. 해외건설 붐과 더불어 건축과 토목 

분야의 기술발전이 컸는데, 상대적으로 국내 건축의 작품성은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였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중퇴하고 일본으로 유학한 뒤 귀국한 김수근

은 상당한 작품성과 뛰어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굵직굵직한 작품을 여럿 남겼다. 남산의 

자유센터(1963)와 타워호텔(1969), 부여박물관(1967), 세운상가(1968), 서울종합운동

장(1977), 마산성당(1978), 경동교회(1980), 라마다 르네상스호텔(1986) 등 이름만 들어

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이 건물들은 모두 김수근의 작품들이다.

근대건축의 기계미학과 경직된 가치관이 여전히 세계적인 위세를 떨치던 1950년대에 

교육받은 김수근이 건축회사의 사명(社名)을 공간으로 했다는 것에는 큰 의미를 부과할 

수 있다. 기능주의 혹은 합리주의로 대변되는 근대건축에서 ‘공간’을 키워드로 건축 회

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여타의 건축가들과 작품의 방향을 달리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공간’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기에 

구체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물론 여기에서 공간이란 규정되어 있지 않

은 빈 곳 혹은 무한대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꽤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 기대되

는 기능 그리고 연출하고자 하는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칭한다. 따라서 여기

에서 공간은 좌표 속의 수학적인 공간 혹은 가치 중립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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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이러한 공간에 대한 규정과 이해는 근대 건축가들이 추구했던 보편적이고 기능적으로 합리적인 건축에 드러난 공간과는 성

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실제 그의 작품에서 공간의 역할은 규정하기 쉽지 않다. ‘공간’사옥의 ‘공간’은 휴먼 스케일이 강조되어 있어 부분부분 크기와 쓰임

새가 명확하고, 교차되거나 섞여야 하는 곳에서 짜임새가 견고하다. 경사지에 위치한 대지의 속성을 적극 반영하여 각 층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스킵 플로어(skip floor) 방식을 활용해 높이고, 층고 또한 신장에 맞추어 설정되어 있다. 좁고 낮은 통로에서는 긴장감을 느

낄 정도지만 중정의 보이드(void)를 통해 일

소에 그 느낌을 전환시킨다. 삼각형의 계단

실은 협소한 느낌이지만 세련되고 매력적인 

감각을 연출하고 있고 개구부의 설정 또한 

채광과 환기 그리고 전망의 확보 등 다양한 

목적에 충실하다. ‘공간’사옥은 크게 세 부분

으로 나누어진다. 1971년부터 시작된 구관

과 유리로 피복된 신관 그리고 그사이에 위

치한 한옥이다. 구관은 김수근의 작품이고 

신관은 그의 제자격인 장세양의 작품인데, 

신관은 내부에서 창덕궁 조망이 탁월한 동

시에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아 매력적인 

작품이다. 앞서 기술한 내용은 모두 구관에 

한정된 것들이다.    

서울의•건축•명작 

사진 4 | 공간사옥 실내(사진 출처: 정광식)사진 3 | 공간사옥 소극장(사진 출처: 정광식)

사진 5 | 공간사옥 현관 진입구(사진 출처: 황보봉) 사진 6 | 공간사옥 계단 및 복도(사진 출처: 정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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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축에 있어서 ‘공간’사옥의 중요성은 건축디자인을 생산하는 설계사무소의 역할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간’은 회사에서 자체 

발간하는 동명의 잡지 <공간>을 통해 건축은 물론 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오피니온 리더의 역할을 자처했으며 그 영향력은 국내에서 

발간되는 잡지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사 안에는 건축설계작업을 위한 업무공간 외에도 소극장을 설치해 다양한 

장르의 공간예술을 경험하고 건축과 사회 일반이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두었다. 공간예술의 생산과 체험이 척박하던 시절, 이 

소극장은 꽤 의미 있는 사회적 기여를 했다. ‘공간’에서 공연된 작품들은 상당수에 이르고, 한국전통예술의 계승과 근대성의 접목이라

는 측면에서 사물놀이와 공옥진의 춤 등은 중요하게 평가되기도 한다.     

‘공간’은 한국의 근·현대 건축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건축회사다. 수년 전 소유주가 바뀌어 더 이상 설계사무소로 사용되지는 않지

만, ‘공간’사옥은 일반인이 방문 가능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소다. 물론 ‘공간’사옥 시절과는 달리 미술관으로 전용되고 있어 그때 그 

시절의 모습과는 차이가 많다. 하지만 ‘공간’사옥 시절,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왕왕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의 방문은 오히

려 드문 일이었다.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눈으로만 보지 말고 몸으로 감상해보자. ‘공간’사옥은 시각예술의 범위를 벗어난 종합예술로

써 건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형태가 아닌 공간을 관람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파악할 방법은 시각만이 아닌 신체 모두를 

사용하는 경험이어야 한다.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 L. Wright, 1867~1959)의 작품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간’사옥이 많은 부분 그의 작품과 

닮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건축가라 불리는 라이트의 작품에는 ‘공간’사옥에 존재하는 많은 감성적인 요소들

이 최고의 하모니로 연출되어 등장한다. 라이트의 작품 속에는 벽돌과 콘크리트 등 건축 재료 및 공법의 변화와 더불어 시각 그 이상의 감각 세

계로 건축의 존재감을 격상시키는 매력이 있다. 시카고 근교 오크 파크(Oak Park)에 있는 그의 자택 겸 집무실(Home and Studio)과 낙수장

(Fallingwater) 그리고 후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설립한 탈리아센 웨스트(Taliesin West)에서는 공간의 형태적·감성적 매력은 물론 소극장의 

설치를 통한 문화 커뮤니티의 운영 그리고 후학 양성을 위한 기여 등 종합건축사사무소 ‘공간’의 역할과 비견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사진 7 | 공간사옥 삼각형 계단(사진 출처: 황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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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편집위원 추천 맛집

무교동북어국집은 52년 전, 속이 편안하고 건강한 해장을 위

해 문을 열었다. 원활한 회전율과 더욱 부드러운 맛을 위해 현재

의 북어국 레시피를 개발했다. 사골 육수를 내어 북어를 끓이고, 

쌀뜨물과 찹쌀로 비린내를 잡아 육수에 깊이를 더했다. 여기에 

솜털 같은 계란과 두부, 파를 올려 완성했다. 두부는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간수를 흐르는 물에서 제거해, 부드러운 맛을 냈다.

메뉴는 단 하나다. 52년간 북어국을 고집해 정점을 찍은 이곳

은, 매일 새롭게 무친 오이장아찌와 부추, 김치 등이 함께 제공

되는데, 이는 모두 발효음식으로 소화를 돕는다. 모든 반찬과 재

료는 깨끗한 국산으로 사용한다. 특히 함께 나오는 새우젓은 고

춧가루와 부추, 참기름이 함께 버무려져 있는데, 밥과 함께 먹으

면 고소하고 새콤한 맛으로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 회복에 안성

맞춤이다.

무교동북어국집은 ‘기본은 위생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픈된 주방과 신선한 재료, 

깨끗한 음식이 그 증거다. 앞으로도 옛 맛을 유지하며 신선한 음

식을 대접할 무교동북어국집을 추천한다.     

장       소  서울 중구 을지로1길 38

시       간  오전 7시~오후 8시

가       격 북어국 7천 5백원

문       의 02-777-3891

현대북어국의 시작,

무교동북어국집

추천

맛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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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종로의 한 편에 깔끔하고 근사한 분위기의 스파게티 

집이 있다. 1994년부터 문을 연 뽐모도로는 푸짐한 양과 고급

스러운 맛을 지켜온 유명 맛집이다. 두 명의 전문 요리인이 개

업한 뽐모도로는 매일 새벽부터 하루의 소스를 만들어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면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스파게티는 부드러운 면과 깊은 맛이 느껴지는 풍부한 소스, 

새우와 토마토 등 갖은 재료들을 아낌없이 넣어 만든다. 거기에 

함께 나오는 버터와 마가린, 간 마늘을 섞어 토핑한 빵은 후라이

팬에 구워 부드럽고 달콤한 맛으로 입맛을 돋운다.

뽐모도로는 ‘모든 손님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푸짐한 식

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앞으로도 ‘작은 컴플레인에

도 귀 기울이며, 고객에게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하며 베푸는 

마음을 드리겠다’는 뽐모도로에서 진한 소스의 스파게티를 

즐겨보자. 

장       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9길 19-1

시       간  오전 11시 30분~오후 10시

가       격 Spaghetti all’ amatriciana 1만 5천 5백원

      Spaghetti Con gamberi all Aglio Dolce 1만 7천원

      Spaghetti alle Vongole Veraei 1만 7천원

      Spaghetti ai Frutti di Mare 1만 8천 5백원

문       의 02-722-4675

아낌없이 주는 스파게티집, 

뽐모도로

추천

맛집2



도심의 숲 속 산책로 청계천

공사 기간 2년 3개월, 약 70만 명의 인원이 참여해 복원한 

청계천 산책로의 길이는 17.63km다. 다리는 총 22개로, 모전

교부터 광교부터 고산자교 다리까지 이어진다. 또한 시원하

게 뿜어지는 12개의 분수가 배치돼 더운 여름 산책의 발돋움

을 돕는다. 옛다리들과 광통교, 수표교, 오간수문, 가산 등 문

화유적들이 청계천이 역사의 길임을 나타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코스별로 알아보는 청계천

1코스인 청계역사길은 이름 그대로 물길 따라, 역사 따라 

걷는 길이다. 교각미의 정점인 모전교부터 조선 시대 석공의 

흔적이 남아있는 정교한 광통교, 광교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펼쳐진다. 또 정조의 8일간 화성 행차를 그린 정조반차도, 전

태일노동복합시설까지 색다른 시선으로 청계천을 즐길 수 

있다.

2코스인 청계활력길은 소소한 문화휴식을 주는 길이다. 근

방에 광장시장이 위치해 먹거리를 즐기기 좋다. 동대문성곽

역사가 녹아든 도심 속 자연,

청계천
광화문역을 나서면 넓은 하늘과 도로, 사람들이 펼쳐진다. 문화유적들이 그 길

을 빛내는 가운데,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든 자연의 길이 보인다. 조선 왕조가 

도성 안 수로를 정비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물길을 형성한 청계천은 현대에 이

르러 다양한 전시와 축제가 이뤄지는 명소다, 청계천, 이름부터 푸르른 도심 

속 자연을 느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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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을 따라 걸으며 휴식을 취하고, 오간수교 수상 패션쇼를 

관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눈요기

할 수 있어 문화의 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코스인 청계휴식길은 청계천박물관, 판잣집테마존에서 

과거를 느껴보고 신답철교 위 기차와 시원한 교각 밑 수풀과 

갈대 사이를 거닐며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가족 

관람객들은 청계천 생태학교와 어린이자전거안전체험학습장

에서 즐거운 시간을 지내는 것도 좋다.

청계천에 서식 중인 동‧식물들

수많은 식물과 어류, 조류들까지 그 생태를 이어오고 있는 

청계천은 하나의 식물원, 동물원 같기도 하다. 강가에 늘어진 

이팝나무와 버드나무, 물길을 유유히 헤치는 피라미와 잉어, 

물가에 발만 담그고 여유를 중대백로와 청둥오리까지 걷는 

이를 즐겁게 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동‧식물이 생태를 이루고 

있다.   

자료제공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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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과 다른 동물이 구별되는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인간은 단식(斷食)을 한다는 것입니

다. 자발적으로 영양 섭취를 중단한다는 의미의 단식은, 비자발적인 영양 섭취 중단(이른바 금식, 예를 들어 의

료진의 지시에 의한 금식)과 구별돼 사용되기도 합니다.

  코끼리가 죽을 때가 되면 무리를 떠나 코끼리 무덤에 가서 조용히 죽음을 맞는다는 ‘코끼리 무덤’ 전설은 전혀 사실무

근이라고 하며, 동물은 번식을 위한 필요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단식하지 않습니다. 단식은 동물로

서의 자기보존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고, 동시에 자연은 단식으로 허약해진 동물을 포식자가 배려할 만큼 

자비로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론적으로 동물에게 단식과 죽음은 동의어입니다.

2이와 달리 인간의 역사에서 단식은 자주 있었습니다. 의료적으로, 의료 지식이 부족하던 몇천 년 전부터도 사람

들은 소화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오랜 경험에 따라 단식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교와 

단식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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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계종교에서부터 유대교와 같은 민족종교까지 많은 종교에 단식 계율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종교적 단식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현대인들보다 덜 종교

적이거나 표리부동한 사람들이어서라기보다는, 항상 식량부족에 시달리면서도 현대보다 고되고 노동강도가 높았

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항상 운동 부족과 영양 과잉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도 두 끼를 굶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3가장 목표지향적으로 실행되고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단식은 역시 정치적 단식입니다. 이는 정치

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인질로 삼아 벌이는 인질극이며, 자신의 주장을 공적으로 표출하거나 

그에 대한 대중의 주의를 환기할 방법이 별로 없을 때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식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식자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정치적 긴장감은 고조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긴장감의 최고조

에서 극적인 타협이나 양보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정치적 단식은 음식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행할 경우에만 그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치적 단식

은 왕족(예를 들어, 식음을 전폐한 대비마마)이나 성직자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인간은 녹

색혁명으로 만성적 식량부족에서 벗어나게 됐고, 단식은 고귀한 사람들로부터 내려와 만인의 투쟁방법으로 자리

매김했습니다.

4유명한 정치적 단식으로는 인도의 성인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 독립을 전후해 행한 단식들이나, 김영삼 전 대

통령이 민주화조치를 요구하면서 행한 23일간의 단식, 세월호 유족 김영오 씨가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요

구하면서 행한 46일간의 단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정치적 단식은 1981년 북아일



랜드의 감옥에 수감돼 있던 23명의 아일랜드 재통일주의자들이 자신들을 양심수(정치범)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면서 

벌인 ‘아일랜드 단식투쟁’일 것입니다.

  아일랜드 단식투쟁은 정치적 사건이었지만 의학계에 소중한 case study를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를 통해 

의학계는 인간이 단식이 가능한 정확한 시한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5아일랜드 단식투쟁에서 단식을 직접 사인으로 해 사망한 10명은 단식 후 55~75일 사이에 사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학계는 단식의 정의를 ‘단식 후 공복통이 사라지는 72시간부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72일까지’로 정

의하게 됐습니다(이른바 72-72법칙). 단식 후 72시간을 단식의 첫날로 정의하는 이유는, 이 시점이 돼야 체내에 저장

된 모든 당이 소모되고 혈중 케톤체가 증가하는 케톤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단식 후 35~42일이 지나면 Ocular motility phase(안구운동국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안구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이 마비돼 안구 운동에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안구진탕, 복시, 어지럼증, 내사시와 같은 증상이 나

타납니다. 대부분의 단식자는 이 시기에 가장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눈앞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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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군’과 ‘법률양’의 밀당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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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전성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

교육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물가물하면’ 이제 곧 죽을 것이라 생각할 테니까요.

6지난 7월 2일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의료개혁을 외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위한 단식이냐’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후 수많은 의료인과 의료

단체의 지지방문으로 증명됐듯이 그 진정성과 투쟁의 당위성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상당한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

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식의 부작용은 의사라고 해도 피해갈 수 없었고 결국 단식 8일째인 지난 9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대학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됐습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무기한 연대 단식투쟁에 나

서고 있습니다.

7이번 단식투쟁에서 여당 국회의원, 국회 차기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등의 연속적인 방문을 통해 ‘왜 

13만 의사의 수장이 극단적인 투쟁방법을 택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일정한 문제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심지어 그 간극이 가까운 경우는 드뭅니다. 과연 이 일련의 단

식투쟁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단식투쟁에서, 단식 이후 50여 일이 지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시 영국 수상 ‘철의 여인’ 

대처는 원칙론을 앞세워 ‘양보도 타협도 없다’라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태의 종결 이후 영국 정부는 ‘정치

적 승리’를 선언했지만, 얼마지 않아 이러한 자평(自評)은 힘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대중의 주의를 환기할 방법이 없는 정치적 약자나 소

수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는 단식투쟁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

는 최고 전문가단체의 수장이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의 서

글픈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뒤로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에서 ‘철의 

여인’만은 없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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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한미약품 의원사업부 상무

“원장님들의 성공이, 한미약품의 성공입니다”
선생님 성원으로 쌓은 처방의약품 1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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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가 발전 위한 한미약품의 역할은?

상급 의료기관의 환자 쏠림 현상을 지켜보는 개원의 선생님들

의 고민의 깊이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개원가를 찾는 환자 

수의 급감은 물론, 선생님들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의료수가 체계 등이 많은 원장님들의 시름을 깊게 합니다. 저는 

늘 ‘어떻게 하면 원장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가, 또 한미약

품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들이 환자를 위한 ‘진료’에만 열정을 쏟으실 수 있다면, 이는 결

국 국민 건강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병원 경영의 ‘동반자’로서 늘 선생

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뵙는 원장님들께서 한미약품의 노력을 높이 평가

해 주실 때마다, 마음속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생님들의 높

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시도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

겠다는 마음가짐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저

에게도, 한미약품에게도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미

약품은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전진

하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성장해 온 한미약품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미약품은 

개량신약에서부터 복합신약, 혁신신약으로 이어지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료 환경 및 제

도에 대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경쟁사들을 지켜보면, 새로운 규

제나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한미의 움직임과 방향

성을 확인한 뒤 따라 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한미약품

은 원장님들의 동반자로서, 국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 한미약품의 처방의약품 1위 달성 비결은?

영업 현장에서 들었던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의 칭찬 중 하나

는 “한미약품은 어떻게 하면 병원이 잘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

각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미약품은 원장님께서 직면한 난관

을 함께 극복하고,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무엇인

지 먼저 생각하는 회사라고 자부합니다. 원장님들께서 병원 경

영의 어려움을 토로하실 때 저도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한미약품은 회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

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질

의 심포지엄을 개최해 선생님들의 학술·인적 교류를 지원하는 

한편, 진료에 필요한 최적의 의약품 개발과 치료의 최신지견 정

보를 실시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

근 처방의약품 시장에서 한미약품이 지속적으로 1위를 달성한 

것은 이러한 한미약품의 노력을 선생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신

뢰해 주신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미약품 의원사업부 김정식 상무(사업부장)는 하루 일과를 원장님들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시

작한다. 김 상무는 스스로를 단순히 한미약품 의원사업부장으로만 규정하지 않는다. 개원가 원장님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함께 극복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는다. “원장님들의 성공이 한미약품의 성공”이라고 단

언하는 한미약품 김정식 상무를 <서울의사>가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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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들의 ‘롤모델’로 평가받는 이유는?

제가 1999년 5월 한미약품 병원 사업부에 입사했으니, 올해로 

근무한 지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미, 로컬 병원

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여러 현장을 모두 경험해 본 친구들은 많

지 않고, 특히 임원 중에서는 이런 사례가 더욱 드뭅니다. 후배

들이 저를 ‘롤모델’로 생각해준 건, 그동안 발로 뛰며 각 분야 현

장을 지킨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 것 아닌가 하

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늘 후배들에게 “여기에 가도, 저기에 

가도 네가 있어야 한다. 항상 고객 주변에 머물러야 한다”고 자

주 강조합니다. ‘발로 뛰는 영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제 

스스로 지난 20여 년간 증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 병원 경영 

및 마케팅과 관련한 아이디어도 많이 공유하려고 노력합니다. 

원장님들이 진료와 병원 경영을 함께 하시면서 놓치실 수 있는 

여러 체크 리스트들을 세심히 먼저 살피다 보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인트를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먼저 발견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 현장에 있는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조언은?

고객이신 선생님과 인간적인 친분이 아무리 두터워도, 깍듯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예로, 저는 20여 년 전부터 친분

을 쌓은 선생님들 뵙든, 새로운 원장님을 뵙든 항상 자리에 앉기 

전 ‘앉아도 될지’를 여쭙고 착석합니다. 사소하지만, 어떠한 상황

에서든 기본적인 예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저는 후배들을 교육할 때, 늘 ‘프로페셔널’한 자세를 강조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발전하고, 진정한 성취감을 느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보상은 이러한 노력에 자연스

럽게 따라오는, 수고한 자신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최근에

는 후배들이 마음 편히 현장을 누빌 수 있도록 수평적 조직 문화

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영업부 

직원 400여 명 중 65%가 9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들이다 보니, 

해가 지날수록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곤 합

니다. 최근 읽은 <90년대생이 온다>란 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

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고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직원 개개인의 작은 의견이라도 기꺼

이 귀 기울여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미약품을 통해 본 제약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 

 인지?

한미약품은 매년 매출액의 20%에 가까운 금액을 혁신신약 개

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차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지

만, 신약개발을 향한 한미약품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미약품의 의원사업부 사업부장으로서, 선생님들께서도 

제약강국을 위한 한미약품의 도전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

니다. 선생님들의 신뢰와 애정, 관심이 없었다면, 한미약품의 신

약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Zoom -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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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역사는 제약산업 발전사의 ‘최초’를 주도합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개량신약(아모디핀)과 복합신약(아모잘탄), 

최초의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 등 한미약품의 역사는 한국 제약

산업의 발전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약품의 

대표 제품 아모잘탄은 국내 전문의약품 매출 순위 8위를 차지하

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를 차지한 의약품은, 아모잘탄을 제

외하면 모두 외국계 다국적 제약회사의 제품입니다. 한국 제약

기술의 자부심을 선생님들께서 앞장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약품은 반드시 글로

벌 혁신신약 개발을 통해 환자들의 획기적인 삶의 질 개선은 물

론, 의료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

님들의 미래가 바로, 한미약품의 미래입니다. 

○ 개인적인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과를 이뤄내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제약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주니

어 때 제 목표는 ‘MR 중 상위 1% 안에 들자’였고, 목표를 향해 후

회 없이 달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 목표는 ‘원외 처방 업계 1위’ 입니다. 의원사업부 매출이 한미

약품 전체 매출의 60%로 한미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의

원사업부의 성공이 바로 한미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불어 의원사업부 후배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롤모델로서의 역

할도 놓치지 않으며, 사업적 성공 및 조직의 성공을 동시에 달성

하고 싶습니다. 

○ 서울시의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미약품은 명실상부한 R&D No.1 기업입니다. 여러 어려

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혁신 신약개발을 위해 

R&D 투자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울시의사회 선

생님들의 꾸준한 성원 덕분입니다. 제가 입사할 99년 당시만 해

도 한미약품 의원사업부는 시장에서 10위권 밖에 머물렀고, 원

장님들께서는 한미약품을 잘 모르시거나, 그저 제네릭을 만드

는 수많은 회사들 중 하나 정도로 인식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

나 이제는 제약강국을 향한 한미약품의 비전에 공감하시고, 지

난한 도전에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원장님들 덕분에 한미약품이 

R&D 선두 제약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

어 원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약품은 

글로벌 혁신신약 창출을 통해 세계적 제약기업으로 우뚝 서겠습

니다. 그 과정에서 한미약품은 선생님들과 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제약강국을 향한 한미약품의 도전과 

혁신은 선생님들의 성원과 신뢰로 완성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미약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LEMENT DESIGN

의원사업부는 한미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의원사업부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 달의 어플

서울시의사회 회원이 추천하는 

독서인들의 애플리케이션,            
밀리의 서재

신간부터 베스트셀러, 장르문학까지 매월 1천 권

이 업데이트되는 ‘밀리의 서재’가 독서 애플리케이션 

중 1위를 차지했다. 밀리의 서재는 스마트폰뿐만 아

니라 태블릿과 PC, e북리더기에서도 지원돼 어디서

든 편안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다.

밀리의 서재는 자신의 취향대로 폰트와 크기, 여백

을 설정할 수 있다. TTS(문자를 소리로 바꾸는 자동

변환 기술)는 속도 조절부터 네 가지 목소리를 선택

해 백그라운드 모드에서 들을 수 있다. 또한 감성 태

그와 포스트로 사용자들과 서평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리딩북’은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등장한 색다른 독

서법으로, 오디오북과 e북을 통해 30분~1시간 분량

으로 책을 요약해 귀로 듣고 눈으로 읽을 수 있다. 거

기에 윤정은 작가, 북튜버 책읽찌라, 이동우 콘텐츠

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의 친절한 해설도 준비돼 있어 

풍부한 독서를 돕는다. 카테고리 ‘Pick’에서는 신간 

도서를 취향별로 골라볼 수 있고 상반되는 두 주제의 

책을 선택하는 코너도 있어, 독특하고 신선한 방식으

로 책을 ‘pick’할 수 있다. 더불어 책을 읽고 나서 재

밌는 태그들을 붙여 밀리 주민(밀리의 서재 사용자들

을 일컫는 말)들과 도서를 공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테마별 소설과 작가 특집 등 다양한 코

너가 준비돼, 보다 깊이 있는 독서를 돕는다.  

◼ 밀리의 서재 사용 방법 ◼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밀리의 서재’ 검

색 후 다운로드 → 애플리케이션 실행 후 밀리의 서재 회

원으로 가입 → 독서 DNA 분석 결과 ‘추천도서’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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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밀리의 서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❸  Today, 리딩북, 북클럽 등에서 

밀리의 서재 컨텐츠를 즐긴다

❷  회원가입 후 독서 DNA를 분석해 

추천도서를 읽는다

❹  내 서재에서 담은 책을 다운로드  

 해 독서를 시작한다

❶

❸

❷

❹

AUGUST    65



66   SEOUL DOCTOR



AUGUST    67



68   SEOUL DOCTOR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주로 2차 대전의 참상

과 전후 불균형한 사회 발전, 그로 인한 독일의 현실 인식을 

그린 작가 하인리히 뵐(Heinrich B‧ll)의 소설이다. ‘카타리나 

블룸’이라는 평범한 시민의 명예(결국 삶 전체)가 언론의 부당

한 보도 행태에 어떻게 철저히 짓밟히게 되는지를 그려냈다.

주인공인 평범한 가정 관리사 블룸은 카니발 시즌의 어느 

댄스파티에서 강도 용의자를 만나 사랑하게 된다. 이를 계기

로 블룸은 경찰에게 조사를 받게 되고 그녀의 개인사가 언론

에 노출된다. 이 과정에서 진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혹은 

진실을 조작하는 것마저 마다하지 않는 언론의 보도로 인해 

블룸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된다. 결국 현실에 절망하게 된 

블룸은 권총으로 기자를 살해하고 순순히 자수한다. 

소설은 블룸이 댄스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선 1974

년 2월 20일 수요일 저녁부터 나흘 뒤인 2월 24일 낮 기자를 

살해한 후 저녁에 자수하기까지 총 닷새에 걸친 사건을 그리

고 있다. 용의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되면

서부터 시작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는 블룸의 자아와 명예를 

심각하게 파괴한다. 반면, 다양한 조사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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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하인리히 뵐, 민음사

coffee



을 토대로 재구성한 화자의 서술은 언론의 보이지 않는 폭력

과 함구된 진실을 사실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독자는 무

엇이 진실인지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 

‘그녀는 부엌 싱크대 옆에 기대서서 큰 머그잔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버터와 꿀을 바른 하얀 빵을 한입 베어 물고 있었

다.’ (민음사, 20p)

단지 강도 용의자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긴장을 풀고 아

주 편안해 보이는, 행복하기까지 한’(민음사, 20p) 블룸의 집

에 들이닥친 경찰은 아파트를 수색한 후 곧바로 그녀를 연행

한다.

‘경찰은 카타리나가 핸드백을 들고 가는 것을 허락했다. 구

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잠옷, 화장품 케이스, 

읽을거리를 가져갈 수 있게 해 주었다’ (민음사, 22p)

소설은 이 대목에서 커피를 마시며 빵을 먹고 경찰에 연행

되면서까지 읽을거리를 챙기는 블룸이 얼마나 평범한 인물인

지, 또한 그녀가 누렸던 사소한 일상들이 부당한 공권력과 진

실에 대해 결코 ‘무지’하지 않은 언론의 비열한 행태에 의해 어

떻게 스러지는지 담담하게 암시한다. 

경찰에 연행된 후 블룸의 사생활과 과거는 비열한 언론에 

의해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포장돼 공산주의자이자 테러범과 

살인범의 애인으로 변조되고 그녀의 명예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되고 만다. 결국 기자를 권총으로 살해한 블룸의 

행위는 스스로 명예를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었으나 불행하게

도 그녀가 살해범이 될 수밖에 없는 동기는 오로지 화자의 내

러티브에 의해서만 밝혀진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968년 학생 운동의 여파로 이어진 

테러리즘 논쟁과 언론의 폭력이 일상화됐던 1970년대 독일 

사회다. 하지만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즈음이면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의 언론 현실을 생각하게 된다. 소설이 쓰인 1970년

대 독일과 현재 한국의 언론 행태가 그만큼 유사하기 때문이

다. 온갖 추측 보도와 허위, 왜곡, 선정적 기사와 더불어 가짜 

뉴스의 확산과 악용은 보도 매체의 다양성과 독점, 언론의 자

유라는 가치를 악용한 무책임 그리고 SNS를 통한 무차별적인 

노출에 기대어 당시의 독일 사회에서보다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다.

‘그녀는 할머니 방식대로 잘 간 커피에 물을 부어 내려 만드

는, 그녀 특유의 커피를 한 잔 내게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이퉁≫의 가십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친절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최소한 조금은 그 기사를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요.’ (민음사, 143P)

소설의 마지막에서 작가 하인리히 뵐은 블룸의 자조 섞인 

진술을 빌어 언론의 부당한 보도로 인해 변형된 허위 사실들

의 진실한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하고 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상식적인 언론이 귀한 지금이

야말로 천천히 내린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신문을 읽는, 사

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불행한 시대다.   

AUGUST   69



강재원 

KPGA 프로

(jtbc골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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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잘 아는 대표님이 얼굴이 상기돼 필자에게 상담

을 요청하면서 고민을 털어놓는다. 백스윙이 안 올라간

다면서 ‘입스’를 언급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분이 

알겠지만 ‘입스’란 긴장하거나 자기 마음에서 부상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몹시 불안해 하는 상태를 

말하는 약간의 정신병이다. 호흡이 빨라지고 가벼운 경

련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골프에서는 골프스윙이 갑

자기 되지 않을 때 ‘입스’라는 말을 사용한다. 불안감과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를 필자 역시 경험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몇 번의 상담과 레슨으로 

80% 이상 괜찮아졌다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뿌

듯했던 경험이 꽤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골프스윙은 골프클럽이 움직

이면서 골프공을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클럽이 자

유롭게 움직이도록 해주기만 하면 된다. 요즘 골프스윙

을 보거나, 관련 내용을 듣다 보면 몸의 자세를 너무 강

조하거나 그 틀에 지나치게 갇혀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자세들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자세에 

갇히게 되면 제일 중요한 골프클럽의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그립의 역할을 강

골프스윙 스타트, 
무엇이 먼저일까 

골프스윙에서의 시작은 과연 무엇으로 해야 할까. 

어깨? 등? 몸통? 이 질문을 끊임없이 받는 필자는 

되묻는다. ‘그렇다면 골프스윙은 무엇의 움직임일

까?’ 결국 골프스윙은 골프클럽이 움직이면서 골프

공을 맞추는 것이다. 이를 먼저 알리며 주제에 대한 

답을 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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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또 강조한다. 그립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다! 

골프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프클럽의 움직임이다. 

특정 자세로 골프스윙을 익힐 수는 있지만, 몸이 먼저 움직인

다면 골프클럽의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즉 이러한 

골프클럽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그립, 즉 손동작이다. 필자

는 늘 이야기한다. 지렛대 역할을 잘하는 것이 곧 그립의 역

할이라고. 그리고 골프스윙에서 그립의 중요성은 80% 이상

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지렛대 역할을 할 때 출발점은 어디일까? 바로 

골프클럽헤드가 가장 먼저 출발해야 지렛대 역할을 이해했

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백스윙 때의 출발은 첫 번째, 골

프클럽헤드 두 번째, 골프클럽 샤프트, 세 번째 손이라고 생

각하면 이해가 쉽다. 골프스윙을 위한 어드레스 자세를 이해

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 모든 골프클럽의 어드레스 자세를 가

만히 살펴보면 골프공 뒤쪽으로 골프클럽을 놔두는 것이 올

바른 어드레스다. 이를 자세히 보면, 백스윙을 스타트하는 방

향으로, 즉 골프공의 뒤쪽(필자는 그냥 오른쪽이라 표현한다)

으로 무엇이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는가? 그렇다. 모든 클럽

의 어드레스 자세를 본다면 아이언이든 드라이버이든 골프클

럽이 백스윙을 하는 방향으로 가장 먼저 위치돼 있다. 이렇게 

되면 어드레스 순서에 맞게 그대로 움직이면 된다. 다시 말해 

골프클럽이 백스윙 때 가장 먼저 출발하게 되고 그다음엔 골

프클럽 샤프트가 움직이면서 몸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이상

적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물론 몸의 어떤 부분을 백스

윙의 출발로 삼아 움직임을 시작해도 좋다. 하지만 어떤 움직

임이라도 백스윙 순서를 참고한다면 조금 더 쉽게 골프스윙

을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모든 아마추어가 조금 더 쉽게 골프를 즐겼으면 좋

겠다. 하지만 골프스윙에 너무 어렵게 다가간다면 골프란 운

동을 즐기기에 상당히 제한적이다. 모든 운동, 모든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 바로 ‘simple is best’ 

다. 눈에 보이는 것을 화려하게 해석하지 말고, 간단하게 접

근해야 한다. 골프란 운동에 간단하게 접근하려면 골프클럽

의 움직임을 이해야 한다. 골프클럽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우

려면 백스윙의 스타트를 골프클럽이 움직이도록 도와줘야 한

다. 이때는 그립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

야 하는 부분은 손목이 과하게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된다. 손

목은 항상 위아래로 꺾이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 

필자가 강조하는 건 골프클럽의 움직임이다. 다시 한번 강

조하건대 백스윙 시 골프클럽헤드가 가장 먼저 출발해야 한

다. 이 글을 참고해서 아마추어들이 부디 골프스윙을 하기 전

에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길 바란다. 또 앞서 언급했던 ‘골프 

입스’를 경험하지 않길 바라며 혹시 골프클럽이 들려지지 않

을 때는 이 글을 다시 한번 떠올려 고치길 바란다.  



최근 맛집 프로그램과 유튜브 등 영상매체가 유행이

다. 거침없는 내레이션과 음식이 익어가는 지글지글한 

소리까지, 침이 꼴딱 넘어가는 맛집들이 눈길을 끈다. 

그중 각종 영상매체들로 명성을 알린 장인들의 시장이 

있다. 바로 한강과 망리단길 사이에 있는 망원시장이

다. 맛집의 명소인 망원시장에 가봤다.

영업시간  오전 9시~ 오후 10시

위       치  서울 마포구 포은로8길 14

문       의  02-335-3591

한강과 망리단길이 있는

맛 장인들의 시장,

시.장.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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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원시장

망원시장은 쾌적한 환경과 도심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관문

지에 위치해있다. 넘치는 먹거리와 주변의 볼거리가 가득한 망원시

장은 각종 TV 프로그램을 통해 그 이름을 알려왔다. 또한 장보기, 

배송 서비스부터 지역주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 한마당 등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준비돼 있다.

/ 떡볶이와 튀김

매콤하고 쫀득한 떡, 부드러운 어묵과 고소한 튀김. 분식은 국민음

식이라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남녀노소 인기가 많다. 몇 년 전부터

는 분식 체인점도 생겨,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

니다. 그러나 어릴 적 분식집에서 먹던 떡볶이와 튀김, 어묵의 맛이 

그립기도 하다. 망원시장의 분식은 그 시절 그 맛을 느낄 수 있다.

/ 닭강정

바삭한 튀김옷을 입은 부드러운 살코기와 매콤달콤한 소스. 간단하

게 먹기 좋은 닭강정의 진화는 무궁무진하다. 망원시장의 닭강정은 

깐풍기맛부터 매콤한 맛, 과일맛과 화이트 크림맛 등 다양한 소스

와 푸짐함으로 우리를 감동케 한다. 여러 사이즈가 구비돼 있어 시

장을 구경하면서 출출한 배를 채우기 좋다. 게다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까지 다양한 소스를 고를 수 있어 선택이 힘든 이들에게 반가

운 곳이다.

/ 튀김 고로케

망원시장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고로케가 아닐까. 망원시

장의 고로케는 푸짐한 속과 바삭하고 고소한 맛으로 인기가 많아, 대

낮부터 줄을 선다. 게다가 야채 고로케, 고구마 고로케, 감자 고로케 등 

취향별로 골라 먹을 수 있다. 500원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

저 없이 원하는 것을 구입해도 좋다.

이외에도 망원시장에는 홍두깨 손칼국수, 돈가스, 홍어무침, 호떡 등 

다양한 TV 프로그램과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인증된 맛집들이 즐비해 

있어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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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이끄는 원 코리

아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1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세 번

째 정기공연을 갖는다.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는 남북한 교류를 

목적으로 국내와 해외의 오케스트라 전‧현직 단원과 연주자들

이 모인 교향악단이다. 이름 그대로 ‘하나 되는 한국’을 표방하

는 이 단체는 정명훈 음악감독의 리더십 아래 화합과 평화를 연

주한다. 나이와 성별, 소속 등을 초월해 재능 있는 음악가들이 

모인 이유는 ‘음악을 통해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서다.

이번 세 번째 정기연주회에서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

번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을 연주한다. <비창>은 세

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들과 명언을 통한 정명훈의 인기 레퍼토

리 중 하나며, DG 레이블로도 발매돼 호평을 받은 곡이다. 또

한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교향곡으로 이름처럼 깊은 페이소스

와 애수를 전하는 동시에 카타르시스와 위로를 준다. 전명훈과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하나 되는 코리아’의 

비전을 관객들과 공유하며 <비창>으로 분단의 아픔을 위로할 

예정이다.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기간   8월 18일

│시간    오후 5시

│가격    R석 12만원 / S석 9만원 / A석 6만원 / B석 4만원

│문의   1544-5266

   하나 되는 한국의 음악

   정명훈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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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요 보물 컬렉션으로 지정받은 프랑스 트루아 현대미술

관의 국내 최초 전시회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9월 15일까

지 전시된다.

<야수파 걸작전>은 현대미술과 추상미술의 분수령이 된 20세

기 혁명적 시대의 ‘혁명적 예술가’들이 펼쳐낸 작품과 정신을 보

여준다.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린 야수파와 입체파의 탄생부터 

20세기 초반 예술가들의 시대적 상황, 그들의 노력, 서로의 관계

까지 드라마틱하게 연출한다. 시대를 알아야 미술이 보이고, 미

술이 보여야 미래가 보인다는 주제로 이번 전시회는 소아부터 

학생, 성인까지 이해하기 쉽도록 미술의 기초를 설명한다. 또한 

미술뿐만 아니라 시대를 읽고 공감하는 능력을 배양해 종합 적

인 통치력을 배울 수 있다. 특히 전시특별관에서는 빅 벤 단독 특

별관과 살롱 도톤느 특별관, 세기의 라이벌인 마티스와 피카소

의 특별관이 준비돼 있어, 열정과 노력으로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린 야수파와 입체파의 20세기를 느낄 수 있다.

AUGUST  77

•기간   9월 15일까지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시간   오전 10시 30분~오후 8시(입장 마감 오후 7시)

•가격   어린이 1만원 / 청소년 1만 2천원 / 성인 1만 5천원 

•문의   02-532-4407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야수파 걸작전>

AUGUST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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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웨이 히트 뮤지컬 <시티오브엔젤>이 8월 8일 충무아트

센터 대극장에서 한국 초연 무대를 올린다. <시티오브엔젤>은 

1940년대 할리우드 분위기를 나타내는 조명과 영상기술로 흑백

과 컬러의 대비를 통해 현실과 영화 속 시점을 나눠 선보여 한국 

시장에서 볼 수 없던 필름 누아르와 팜므파탈적 요소를 가미한 

신선한 무대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뮤지컬 <시티오브엔젤>은 1940년대를 배경으로 극 중 동일 인

물인 스타인과 스톤 외에 모든 캐릭터가 1인 2역을 맡는다. 현실 

세계에서는 작가 스타인, 영화 속 세계에서는 극 중 주인공 스톤

과 합을 맞춘다. 현실과 영화 속 세계가 나뉘고 캐릭터들도 구분

되는 만큼, 조명과 영상, 의상, 분장 등 무대 기술을 총동원해 영

화 속 캐릭터들의 사진도 영사기 안에서 찍힌듯한 흑백 톤으로 

공개됐다.

스타인 역에는 최재림과 강홍석이 시원한 가창력과 카리스마

로 강렬한 연기를 보여주며, 스톤 역에는 이지훈과 테이가 캐스

팅돼 호소력 높은 표현력을 보여준다. 버디 피들러와 어윈 어빙 

역에는 정준하와 임기홍, 칼라 헤이우드와 어로라 킹슬리 역에

는 백주희와 가희가 맡았다. 또 도나와 울리 역에는 김경선과 박

혜나, 게비와 바비 역에는 리사와 방진의가 맡아 빈틈없는 캐스

팅과 세련된 연기로 보는 이로 하여금 끊임없이 몰입되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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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코미디 누아르, 상상력을 뛰어넘다!

<시티오브엔젤>

┃기간  8월 8일~10월 20일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시간   화, 수, 목, 금 오후 8시 / 토 오후 2시, 7시 / 일 오후 2시, 6시 30분  

┃가격   VIP석 14만원 / R석 12만원 / S석 9만원 / A석 6만원

┃문의  샘컴퍼니 02-6925-5600

스타인-강홍석

버디-정준하

게비-리사

스타인-최재림

버디-임기홍

게비-방진의

-스톤-이지훈

칼라-백주희

도나-김경선

스톤-테이

칼라-가희

도나-박혜나



서울시의사회가 만드는 

월간 서울의사를 소개합니다 

80   SEOUL DOCTOR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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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1. <서울의사> 8월호를 보시고 독자 여러분의 진

솔한 의견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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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3일(금)까지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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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 G U S T 2 0 1 9

EVENT

                 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매거진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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