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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만드는 전문의료 매거진

새로운 60년을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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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닥터

윤하나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서 울 의 사

우리는 파트너

김수경 금천구보건소 소장

유용규 금천구의사회 회장

특집 | ZOOM-IN COVID-19  

Young vs Veteran & Promising

이슬기 경희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전임의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임성준 광진구의사회 총무이사

‘디지티’를 만나다

황지민 작가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Seoul Medical Association Medical Corps
의료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 유지를 돕고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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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

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612 남대문쪽방지역 의료소모품 후원

200524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 - 내과 진료

200524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 – 사회적 거리두기

200524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 – 관악구의사회 주관 단체사진

200524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 - 진료모습 

강동구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한신경통증학회,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사회, 동광제약, 명문제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 성북구의사회, 씨젠의료재단, 이노트로닉, 

유유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화이자제약,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마사회, 한국얀센, 한미약품, CJ헬스케어, GC녹십자의료재단 

TEL: 02-2676-9030~1   

FAX: 02-2676-9036

신한은행 100-020-035444   

예금주: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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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뉴스 

8  서울시醫 “보건부를 분리 독립하라” 성명

9  서울시醫-중앙그룹 

 코로나19와 사투(死鬪) 벌인 의료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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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세계로 확산된 COVID-19(코로나19)

     각국의 방역 및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다 

낭만닥터  

34  “사소한 것이라도 꿈을 정해서

     하나씩 이루며 살아가고 싶어요”

     윤하나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서 울 의 사

우리는 파트너

38  “의사회는 목표와 꿈이 같은 파트너입니다

 동네방네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경 금천구보건소 소장

42  “보건소와는 즐거운 협력관계…

     남은 임기, 회원들을 위해 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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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vs Veteran & Promising 

46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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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의사에겐 소명의식, 윤리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50  “의사로서 기본을 지키되

     시대 변화에 발맞추는 노력 필요…”

     임성준 광진구의사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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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티’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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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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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만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예비의사, 미래를 말하다

56  코로나 세대의 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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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건축 명작 

58  삼일빌딩(samil Building, 1968~1970)

      건축가: 김중업(1922~1988)  

     황보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서울시의사회 편집위원 추천 맛집 

62  나만 알고 싶은 해방촌 수제버거 맛집

     유니온스테이션 버거

서울시의사회 편집위원 추천 명소

63  힐링과 문화의 공간 남산서울타워

‘의료군’과 ‘법률양’의 밀당이야기 

64  의료계와 쓰레기의 인연

     전성훈 법무법인(유한)한별 변호사

이 달의 애플리케이션 

68  가장 가깝고 저렴한 주유소가 궁금하다면 

     주유주유소

아이한미

70  HMP 대한민국 모든 의사와 만나다 

71  HMP 캡슐을 CU에서 사용하세요!

Golf Story

72  골프스윙은 큰 근육? 작은 근육?

     강재원 KPGA 프로(jtbc골프 소속)

시장 투어

74  전통과 활기가 공존하는 구로시장

42

58

62



발 행 인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의사신문 사장

편 집 인 조보영 서울특별시의사회 공보이사·의사신문 편집인

편 집 위 원 장

편 집 위 원

홍성진 교수(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김성배 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 총무이사) 

채설아 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 재무이사)

최주현 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방원준 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 정보통신이사)

김재곤(의사신문 편집국장) 

총괄 

김준옥 과장(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의사』 Brand Name

서울의사는 건강한 삶을 향한 소통의 장입니다.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한 정보만을 담아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서울의사가 함께 합니다.

서울시의사회가 만들어 갑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02)2676-9751

의사신문 (02)2636-1056

도서출판 지누 (02)3272-2052

『서울의사』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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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사』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발행 MAGAZINE 『서울의사』

국민과 함께 한 100년, 새로운 100년도 국민건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의사』가 함께 합니다.

기 획 · 편 집 도서출판 지누

대 표 박성주

편 집 부  실 장 김후정

편 집 부 김아람 / 김   윤

최재민 / 박정혜

인 쇄 (주)갑우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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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해설

연꽃의 꽃말은 청결, 신성, 아름다움이다.

연꽃을 이르는 표현으로 ‘처염상정(處染常淨)’이란 말이 있다.

이는 더러운 곳에 처해 있어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맑은 본성을 간직하고 있을뿐더러 

맑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 세상을 정화한다는 말로

연꽃의 성격을 잘 대변하는 말이라고 한다.

오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오혜숙산부인과의원 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대한기독여자의사회 회장

前 경기도여의사회 회장

前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회장

前 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

제16회 의인미술전람회 사진부문 심사위원 및 출품(2017) 등 그 외 다수

작 품 명 | 맑고 아름답게



서울시의사회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

으로 보건 분야를 독립 부처로 만들고 

질병관리본부를 승격시켜야 한다는 논

의가 이뤄지는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

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

준)는 11일 ‘보건부를 분리, 독립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부 독

립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미 한계를 드러낸 

보건복지부 체제를 신속히 개편하고 보

건부를 분리, 독립시키며 질병관리본부

를 승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현

행 보건복지부를 △의정(醫政) 및 약정

(藥政), 보건위생, 방역, 건강정책 및 건

강보험, 보건산업 등을 담당하는 ‘국민

보건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

장·아동·노인·장애인 관련 사무를 맡

는 ‘복지부’로 나누는 내용의 정부조직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메르스 사태

나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 보건

복지부 체계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

에서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는 오래 전부

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독립

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보건위

생과 방역, 의정, 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

관하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구분해 분야

별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

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석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부의 

독립을 통해 학교보건, 환경보건, 산업

보건, 노동보건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

는 보건 행정을 통합하는 한편, 지방자

치단체 관할 보건소의 지휘·감독 등을 

보건부로 이관시켜 공공의료 인력 확보

는 물론 현행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획기

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사신문> 홍미현 기자

서울시醫 

“보건부를 분리 독립하라” 성명

서울시의사회가 알립니다
월간 <서울의사>는 서울시의사회 뉴스를 통해 서
울시의사회의 주요 행보를 지면에 담고 있다. 
또한 매달 정치인들과 의료계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던 현장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의 주요 행보와 특별한 만남, 그 속
으로 함께 가본다. 

8   SEOUL DOCTOR

서울시의사회 |뉴스| 



News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

황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펼

친 의료인들의 노고에 격려가 이어지

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

준)와 중앙그룹(CEO 홍정도, 중앙일

보·JTBC·메가박스·휘닉스)은 12일 

서울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

실에서 ‘히어로즈 기념사업 공동 개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코

로나19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헌신과 봉사

에 대한 의미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

고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사하

는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중앙그룹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두 단체는 공동 공익캠페인 

차원에서 ‘땡큐, 히어로즈(Thank you, 

Heroes!)’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12일

부터 강남 코엑스 파르나스 미디어 타

워 전광판을 통해 상영하기로 했다. 전 

국민에게 의료인들로부터 나온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홍보 영

상은 중앙그룹·서울시의사회의 코로

나19 극복 캠페인인 ‘당신이 있어 우리

가 있습니다’를 주제로 의료진이 환자

를 위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모

습을 김정기 작가가 드로잉으로 묘사

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의료진들의 노

고를 묘사한 이 작품에는 “결국은 견뎌

내고 떨쳐 일어설 일이기에 느리지만 

묵직하게 우리는 걷습니다. 시련 뒤 여

문 땅 위에 펼쳐질 희망의 숲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라는 희망의 메세

지가 담겼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코로

나19 확산 방지에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좋

은 취지의 행사를 기획해 준 중앙그룹

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로 코로나

19로 고생한 의료진의 노력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을 위해 서울시의

사회를 찾은 류영호 중앙홀딩스 사회

공헌 담당 상무도 “엄중한 코로나19 상

황에서 헌신을 보여준 의료진들의 희

생과 노력을 대중들에게 전파하자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라며 

“좋은 취지의 행사를 공신력 있는 서울

시의사회와 MOU를 맺고 같이 진행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했다. 특히 “좋

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의료 영웅들

을 발굴해 그들이 조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와 중앙그룹은 

다음달 25일 오후 4시30분 서울 상암

동 JTBC 사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쓴 의료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HEROES NIGHT’ 행사를 개최한다.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료진 중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병원 문을 

닫고 선별진료소나 지정병원에서 헌신

한 의사 △퇴직자임에도 현장으로 달

려가 봉사한 은퇴 의료인 △그 외 현장

에서 헌신한 의료진 등을 초청해 노고

를 치하할 예정이다. 행사는 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의 감사 인사에 이어 

헌정영상 상영, 감사패 및 기념품 수여, 

기념촬영 및 개별 희망자 인터뷰, 리셉

션 순으로 진행된다. 

<의사신문> 홍미현 기자

서울시醫-중앙그룹 

코로나19와 사투(死鬪) 벌인 의료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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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로 확산된 

COVID-19(코로나19)
각국의 방역 및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다

지난 6월 3일 ‘한국과총·재외과협 온라인 포럼’이 생중계됐다. 

유튜브, 카카오tV, 네이버tV에서 온라인으로 공개된 

이번 포럼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18개 재외한국과학기술자협회(재외과협)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 온라인 포럼’이다.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현재 신속한 개발을 위해 연구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포럼을 통해 해외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진행 상황을 짚어보고,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미래를 전망했다.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진행, 코로나19 현황과 전망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한 현장을 소개한다. 

일시 | 2020년 6월 3일(수) 오후 9시 

장소 | 온라인(유튜브, 카카오tV, 네이버tV)에서 생중계 

주최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18개 재외한국과학기술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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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럼의 전체 동영상은 

QR 코드를 찍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ULY   11

      ‘한국과총·재외과협 온라인 포럼’ 생중계

다음은 포럼의 진행 순서다. <서울의사>는 포럼을 주최한 한국과총의 문해주 사무총장과 좌

장을 맡은 박병주 부회장과의 인터뷰 지면 및 포럼의 3개 발제 내용을 담았으며, 발제자 3

人과 패널 토론자 1人과의 인터뷰 지면을 준비했다. 

20:00~21:00

[ 주제발표 ]

발제1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미국의 뷰포인트 

            -치료 동향과 향후 전망

윤주흥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내과·중환자의학과 조교수

발제2 | COVID-19 감염 환자와 단백질체과 면역 대사체 

            분석을 통한 바이오마커 도출과 치료제 개발의 전망

목   헌 아일랜드 트리니티대학 생화학 면역학부 부교수 

발제3 | 바이러스 팬데믹, 시작인가 끝인가?

조남준 재싱가포르과협 회장(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 

21:00~21:10

[ 개최 및 국민의례 ]

개회사 |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축   사 |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21:10~22:10

[ 패널토론 및 Q&A ]

좌 장 | 박병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회장

토론1 | 김   백 미국 에모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토론2 | 강칠용 캐나다 웨스턴온타리오대학교 미생물학 및 면역학과 교수 

토론3 | 김린호 독일 막스플랑크생화학연구소 팀장 

토론4 | 조남준 싱가포르 재싱가포르과협 회장(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

22:10~22:20
[ 폐회 ]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ONLINE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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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포럼 기획 배경이 궁금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외 과학자들의 만남이 줄고, 각종 

토론, 회의 등이 잇따라 취소돼 학술활동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그 가운데 온라인을 기반의 언택트(비대면) 기술로 18개국 재

외과협(회원 2만여 명)과 교류하게 됐습니다. 과총과 18개 재

외과협은 지난 4월 28일 첫 온라인 화상회의를 갖고, 각국의 코

로나19 방역 현황과 향후 활동 계획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온

라인 국제 포럼’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제 온

라인 공동포럼’이 본격화됐고, 첫 번째 주제로 ‘치료제‧백신 개

발’을 다뤘습니다. 해당 분야의 대표 석학(미주-미국, 유럽-아

일랜드, 아시아-싱가포르)을 추천받아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꾸렸지요. 모두 적극 협조해주셨고 덕분에 혁신적인 온라인 포

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때에 언택트 플랫폼 안에

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이 뜻깊었습니다. 

아쉽거나 성과로 꼽을 만한 점이 있다면 

각 나라마다 시차가 다르고, 포럼을 준비하는 모든 논의 과정

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만큼 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메일과 화상회의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류하고, 주어진 여

건에 최적의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시해준 전문

가, 실무자분들의 참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기존에 해외

에서는 화상회의에 외산 시스템을 많이 써왔는데 이번 온라인 

회의와 포럼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재외과협에 

배포해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어 재외과협의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전문가를 선정하는 과정에 심혈을 기울

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인 과학기술자를 온라인상에서 한 자

리에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변

화를 실감했습니다. 포럼 개최 시간도 세심히 고려했습니다. 각

국이 참여 가능한 시간대를 선정해 한국 시간 밤 9시로 결정했

습니다. 다소 늦은 시간에 개최되는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

제자 3인의 발표 영상을 포럼 2일 전,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한

국과총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에 선공개했지요. 늦은 시간

에도 200여 명의 청중이 실시간으로 참여해주셨고, 질의응답으

로 쌍방향 소통이 진행됐습니다. 말 그대로 국경 없는 과학기술 

협력의 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향후 계획 중인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지요? 

과총은 3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현안을 집중 조명하

는 연속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

대’ 대비를 위한 연속 포럼을 정보, 경제·사회, 교육, 정책 등의 

주제별로 개최해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

번 과총-재외과협 포럼 이후에도 시시각각 전 세계 상황이 변

하고 있기에 각국의 코로나 방역,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을 살피

며, 다음 포럼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주‧유

“과총은 앞으로도 과학기술의 역할과 사명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역량을 발휘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문해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문해주 총장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전문가와 전문가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인 전문가들 덕분에 위기 속에서 큰 힘을 발휘했다고 평가한다. 이제 뉴 노멀 시대의 과학기술은 국민의 삶을 책임

지는 영역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총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온라인 포럼은 그 일환 중 하나다. ‘집

단지성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가 결집의 힘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 총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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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아시아 등에서 매년 개최된 KC(Korea Conference)도 연기,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코로나19’를 주제로 통합 KC를 

온라인에서 개최하는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대

응을 위해 과학기술계가 뜻을 모아 지난 3월 출범한 과학기술특

별봉사단은 ‘과학기술 나눔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 불

안감 해소를 위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학

기술 팩트체크’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에게 응원 영상 메시지

를 전달하는 ‘의료인 힘내라 캠페인’ ▲소외 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기부 운동(스마트 스마일)’과 ‘나눔 플

랫폼 구축 및 운영’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 보건 관계자들을 응

원하고자 전국 보건소에 꽃을 보내는 ‘꽃 보내기 캠페인’ 등을 전

개하며 ‘사이언스 오블리주’를 실천 중입니다.  과총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학술적, 인적, 

물적 재능기부에 앞장서 과학기술인 스스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

는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 포럼이 갖는 의미에 대해…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는 확산 초기부터 변이가 쉽게 

일어나고, 국가 간 전파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치명적인 점 때

문에 일찍이 국제 협력이 강조돼 왔습니다. 또 백신·치료제 개

발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 이번 포럼은 굉장히 특별했습니

다. 지난 4월, 재외과협과의 첫 온라인 회의에서 각국 한인 과학

기술인들이 조국의 방역에 대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을 확

인했습니다. 포럼을 진행하며 국제사회 내에서 K-의료, K-사

이언스의 저력을 확인했고, 향후 과학기술이 신종 감염병 등 지

구촌 난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내다볼 수 있었습니

다. 과총은 이번 온라인 포럼이 과학기술 국제 협력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고 봅니다. 향후 더 많은 과제를 발굴해 함께 추

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향후 과총은 어떤 포지션을 

선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이 바로 전문가와 전문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담기구

인 질병관리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신속한 대응체계

와 실행력,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 의료진 모두의 헌신적

인 노고, 연구 및 산업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인 전문가

들의 노력까지 한데 모여 위기 속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번 

국제포럼 역시 재외과협에 소속된 과학기술 전문가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계는 국가적 재난의 위기 앞에서 사회 혁신의 

리더로서 소명의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뉴 노멀 시대의 과

학기술은 과거 경제 도구로서의 역할에서 확장되어 국민의 삶

을 책임지는 영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서 큰 역할을 해낸 의료, 방역, 치료제‧백신 개발, ICT 등의 분야

는 앞으로도 전문가 확보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집단지성이 시

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 역시 결집의 힘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과총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전 세계 한인 과학

기술자의 구심점이 되는 대표 전문가 단체의 연합회로서 과학

기술의 역할과 사명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발휘될 수 있도록 계

속 힘을 모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료진께 진심으

로 경의를 표합니다. 과총은 방역 일선의 의료진을 응원하는 ‘의

료인 힘내라 캠페인’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화훼 농가와 보건

소를 위한 ‘꽃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감사의 진심을 전달하

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희생과 노고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진 시민의식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보여

주신 국민과 사회 각 현장에서 소명을 다 하고 있는 전문가들께

도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행동과 참여가 사회에 얼

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더 힘을 내달라는 응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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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온라인 포럼 좌장… 참여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전부터 다섯 번의 온라인 포럼을 열었습니다. 첫 포럼 이후

에는 코로나19에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대한민국의학

한림원 내 코로나19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감염내과, 정

신의학과, 예방의학과, 진단검사학과, 미생물학과 교수님들과 

전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의 교수님들, 백신 개발팀의 리더, 의학

전문 기자, 제약사 관계자 등 전방위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습니

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위원회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논

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학한림

원이 포럼을 주도하면 과총이나 과기한림원에서 지원해주시고, 

과총과 과기한림원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토론

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개최한 포럼은 그중 하나

입니다.

 

그간의 온라인 포럼 주제를 소개해주신다면 

3월 12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중간점검 -과

학 기술적 관점에서->라는 주제를 선보였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한 사실을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특

성과 통계, 의학적 후유증 예측과 최소화 방안, 추후 대처방안 

등을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바이러스학, 감염내

과학, 영상의학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됐고, 병리학, 바이러스

학, 감염병학, 감염내과학, 의료정책학, 진단검사의학, 통계학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4월 3일에는 <COVID-19 

팬데믹 중환자진료 실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점차 중환자가 늘어나고 치명률이 증

가하는 추세에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중

환자 진료의 현주소와 우리나라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지침을 

살펴보고 향후 진료 대응방안을 알아봤습니다. 4월 10일에는 

<COVID-19 사태에 대비하는 정신건강 관련 주요 이슈 및 향

후 대책>을 주제로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문

제와 향후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민영 부

장님,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현진희 회장님, 대한신경정신

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회 백종우 위원장님 등 전문가들을 모

셨습니다. 4월 17일에는 <COVID-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어

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국내외 백신, 치료제 개발 현황을 살펴

보고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

가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백신, 감염병 전문가

는 물론 산업계, 언론계 인사들이 자리했습니다. 5월 8일에는 

<COVID-19 2차 유행에 대비한 의료시스템 재정비>를 주제로 

2차 유행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중환자관리시스템 

보완,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님, 대한중환자의학회 홍성진 회장님, 대한

의사협회 코로나19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님이 발제해주셨

습니다. 임상 전문가, 예방의학 전문가, 역학 전문가, 언론계 인

사가 토론의 질을 높였습니다. 6월 19일 예정인 포럼은 <대구·

“코로나19, 독감처럼 컨트롤 가능해질 때까지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회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서로 협력하며 국내 최고의 전문가 단체답

게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그 중심에 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발로 뛰느라 요즘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그가 웃으며 말한다. ‘그것이 자신의 임무며, 역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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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에서 COVID-19 치료 경험과 대비 방안>을 주제로 

대구·경북 지역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대구·경북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을 모실 예정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적재적소에 포진됐습니다 

연자들은 주제에 맞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

자는 다양한 시각으로 의견을 보완해줄 전문가들로 구성합니

다. 의료계 밖의 시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학전문기자를 꼭 한 

명씩 배치합니다. 가령 6월 19일 예정인 포럼은 대구·경북지역

의 현주소와 전망이 주제입니다. 대구·경북지역 병원에 계시는 

예방의학·감염내과·호흡기내과 교수님들, 생활체육센터 전문

가, 감염병센터 전문가로 연자를 구성했습니다. 

주제 선정 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있다면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계속 따지는 건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2차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것인가,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

이할 것인가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들이 근거에 기반한 사실을 국민과 국가에 전달해 가짜뉴스를 

저지하고 미래를 전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문가 단체의 역할

입니다. 전문가 단체의 활발한 행보가 더 많은 국민에게 전달되

길 바랍니다. 

백신·치료제 개발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198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신종질병이 Case Report(사례

보고) 됐습니다. 바로 ‘에이즈(AIDS)’입니다. 이후 미국과 아프

리카 지역에서 에이즈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현

재 코로나19처럼 당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엄청난 관심이 쏠

렸습니다. 1상, 2상, 3상 임상시험까지 마쳤어야 했는데 효과적 

치료제가 없었던 당시 다급한 상황에서 신속허가정책을 도입하

여 2상 임상시험 결과만으로 신약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환자들이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차이점이 있

습니다. 치료제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이고, 백신은 건강한 사

람에게 쓰입니다. 암 환자에게 쓰이는 항암치료제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소화기계통의 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생명을 연장

한다는 ‘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은 다릅니다. 안전성이 필수

입니다. 행정 절차는 단축할 수 있어도 안전성 검증 기간을 무리

하게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불가능하고, 내년 중

후반기에는 기대해볼 만합니다. 무조건 서두른다고 능사가 아닙

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워선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로서 기대하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컨트롤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올바른 방법으로 백신, 치료제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전문가가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들

은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구슬땀 흘리는 전문가들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측면은 21대 국회가 

코로나19 관련 정책 수립에 매우 의욕적입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

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도 K-방역이라는 타이틀

을 얻을 정도로 고생하고 계시고,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

로 잘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 아니겠

습니까. 지금까지 잘 극복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극복하리

라 믿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코로나19 시대 속

에서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디언 

기우제’란 말이 있습니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디언은 한번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올 때까지 끝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국민을 위

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N

t
E

r
v

I
E

w
 



16   SEOUL DOCTOR

| 특집 | ZOOM-IN COVID-19 

포럼의 3개 발표 내용을 <서울의사> 지면에 담는다. 

순서는 윤주흥, 목헌, 조남준 교수 순이다. 

이후 진행된 토론 내용을 비롯한 포럼의 전체 내용은 

유튜브 ‘한국과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미국의 뷰포인트-
치료 동향과 향후 전망 
윤주흥 미국 Pittsburgh대 의과대학 
             호흡기내과·중환자의학 조교수

● 이번 주제를 통해 저는 현재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인 미

국이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는지, 어떤 진단과 어떤 치료 기준

을 가졌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6월 2일 기준으로 약 17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5.9%, 즉 10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합한 

사망자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알 수 있지

요. 다음으로는 중환자실에 들어온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를 어떻

게 치료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 환자가 병

원에 입원했을 때 일반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지내지만 심한 

경우(약 20% 정도) 에는 중환자실로 와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

는 경우가 생깁니다. 종종 급성호흡기증후군,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라는 병명이 붙게 됩니다. 하지만 예전부

터 급성호흡기증후군을 치료하던 방법과 지금 코로나 환자를 치

료해야 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

오가 많았지만, 요즘은 치료 프로토콜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

다. 예를 들면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에서 특별히 팔, 다리나, 폐, 

심지어는 뇌에도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혈전용해제를 쓰는 등의 

여러 가지 겸용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현

재는 중환자실 사망률이 예전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언

제, 어떻게 퇴원시켜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환자들을 빨리 퇴원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중증 환자

를 퇴원시킬 때 집으로 바로 보내는 경우보다는 Nursing Home

이라든가 아니면 Rehabilitation Center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데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경우, 만약에 환자를 집으로 빨리 보내

면 집에서 다시 증상이 뒤늦게 나타나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있

고, Nursing Home이나 아니면 Rehabilitation Center로 빨리 

보낼 경우에는 그 환자들이 거기서 감염을 또 전파시켜서 지역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은 집으

로 보내는 방식, 지정 nursing home으로 보내는 방식 등으로 절

차를 바꿨습니다. 또한 연명 치료를 해야 되는가, 과연 CPR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환자에

게 CPR을 시행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에게서는 사실 

CPR을 함으로써 에어로졸이 더 많이 나와서 감염 위험이 훨씬 

높아지고, 또 연세가 있으시고 각종 질병이 있는 분께서 코로나

에 걸리면, 그 상태에서 기관 삽관을 하게 되면 생존 확률이 아주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질에 가장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연 우리

가 충분한 중환자실 병상을 가지고 있는가, 충분한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사용되는 약물치료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

리겠습니다. 몇 가지 약들을 실제 임상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있

는데 처음에는 썼다가 시행착오 때문에 지금은 안 쓰고 있는 약

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Hydroxychloroquine의 경우, 이 

약은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환자들에게 썼습니

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Clinical Trial에서는 사망률을 높인

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제는 많이 쓰지 않고 있지요. Lopinavir/

Ritonavir는 사실 후천성 면역결핍증, HIV에 대한 약입니다. 이 

약 또한 지금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Avigan도 RNA Polymerase 

Inhibitor인데 예전에 중국에서 잠깐 썼을 뿐, 현재는 활발하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Actemra는 Interleukin-6 Inhibitor입니다. 

이 약은 anti-Inflammatory agent로서 약의 활용도는 정말 중증

의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cytokine storm이라는, 자기 인체의 

면역이 너무 강해서 생기는 질환의 강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데요. 제가 임상에서 써본 결과로는 늦으면 효과가 없는 등의 문

제가 있어서 많은 환자한테 쓰이지는 않습니다. Remdesivir가 

가장 유망한 약 중 의 하나인데 이 약의 작용기전은 RNA 체인이 

합성될 때 거기에 Adenosine이라는 어떤 염기를 대체해 주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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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해서 합성을 막아줍니다. 이 약이 임상 시험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요. 사실 가장 최근에 나온 Trial에서는 통계적으

로 중증의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고 경증의 환자한테는 효과가 있

다, 그리고 아시안이나 흑인한테는 효과가 없고, 백인에게 효과

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

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Convalescent plasma는 코

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환자들의 혈장을 추출해서 

그 혈장을 지금 감염된 환자한테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은 사실 미국의 병원들이나 한국의 병원에서도 실시했었는데 어

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직 대단위 임상시험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백신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

습니다. 가장 유망한 약 중의 하나는 지금 Moderna에서 만든 백

신인데요. Moderna와 NIH(미국 국립보건원)이 합동으로 만들

고 있는 백신이 있습니다. 이 백신은 지금 Phase 1 (1상) Trial이 

끝났고, 환자들 가운데서 약간 부작용이 있는 환자도 있었고, 중

화 항체가 형성된 환자의 비율이 조금 낮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

래도 지금 더 큰 Trial로 들어가려고 하는 유망한 약 중의 하나입

니다. 그리고 Protein subunit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백신이 

있는데 Novartis라는 제약회사의 Novavax라는 백신이 Phase 

1 trial을 거의 끝내가고 있습니다. US Army Medical Research

나, GSK나 Sanofi 같은 회사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백신을 개

발하고 있고요. Nonreplicating Vector라든가 Live Attenuated 

Vaccine, 이런 것들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임상시험에

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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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더 감염자 사망자가 많은가? 바이러스 젂파에 따른 변이 

https://www.gisaid.org/ 

A B 

C 

코로나바이러스의 각기 다른 variant 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임상 증상이 다를 수 있다. 

이어 미국이 왜 감염자와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 간

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변이에 의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

면 바이러스가 어떤 변이를 가졌는지, 어떤 형제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동그란 서클 모양의 그래프가 있지요. 오른쪽 위

를 보시면 각 대륙별로 어떤 종류의 스트레인이 많은지를 보여

주고 있는 파이 차트가 있습니다. 먼저 B번 그래프를 보시면 왼

쪽 위에 있는 것은 North America,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북

미지역인데 그 지역에서는 GH와 G Clade가 제일 많고, 그다음

에 S가 많습니다. 유럽은 약간 달라서 GR Clade가 많고 그 다음

에 G Clade가 많습니다. 오른쪽 위를 보시면 Asian Country가 

있는데요. 한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을 포함한 나라이지요. 약 

79개의 변이가 발견되었는데 Asian Country에서는 주로 S나 O 

Clade가 많고, L Clade가 그 다음을 따라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바

이러스 변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미나 호주, 혹

은 뉴질랜드에서는 아직 보고된 Variant 숫자가 적어서 구성을 

말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남미나 아프리카는 각각 북미나 유럽에

서 영향을 받았고, 호주나 뉴질랜드는 아마도 아시아에서 영향

을 받았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왜 감염자와 사망자가 더 많은지, 시간 차

로 인한 환자 증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실 같은 날에 코로나바이러스 첫 번째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바로 대량 검사를 시작했는데 미국은 검사를 한

국보다 거의 한 달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사실 나중

에 엄청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테스트 대비 양성 환자의 

비율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가별 그래프를 보

시면 우리나라는 약 1% 조금 넘는 정도만 양성입니다. 하지만 

10%를 중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위쪽에 있는 나라들은 상대

적으로 검사를 적게 했어서 양성이 많아졌다 볼 수 있지요. 미

국의 경우에는 검사를 초기단계에서 굉장히 적게 했고, 13%의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퍼지는 

경우에는 아까 앞서 남미의 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숫자가 진단되었다는 것은, 진단이 되지 않고 커뮤니티에서 바

이러스를 더 Spread할 기회를 많이 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로서, 미국은 진단을 더 일찍 할수록 전체 감염자 숫자를 줄

일 수 있었으며, 아마도 진단을 더 폭넓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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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의 85% 를 social distancing으로 줄인다고 해도, 
격리만으로는 일단 distancing이 멈추고 나면 다시 감염 확산. 
Social distancing + testing + contact tracing 으로만 방지 가능.  

(Matrajt L, Emerg Infect Dis. 2020 August (ahead of print)) 

문화적인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인구가 적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우선이어서 접촉자 추적으로  
효율적인 테스팅을 하지 못함. 

미국은 왜 더 감염자 사망자가 많은가? 사회적 거리두기 / 마스크 / 추적 

사회적 격리를 더 일찍 시작했어야 하고, 마스크 착용, 접촉자 추적을 해서 효율적인 검사를 했어야 했다. 

다음으로는 미국이 왜 감염자와 사망자가 더 많은지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

쪽에 보시면 ‘Flatten The Curve’라고 하는 유명한 그래프가 있

습니다. 이 그래프 중 위로 솟아오르는 빨간색 추세선은 환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감염자이고, 아

래의 파란 커브는 우리가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접촉자를 추적하는 것들을 열심히 했을 경우에 추산되는 환자 

숫자입니다. 즉, 헬스케어 시스템, 혹은 의료환경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환자를 만듦으로써, 환자가 Overflow되어 시스템

이 마비되는 것을 막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

로 하려면 사실은 Social Distancing이라고 하는 “거리두기”만 

해서는 안 되고, 개인적인 방역인 마스크 쓰기, 진단 검사를 많

이 하기, 그리고 접촉자를 추적하는 일(Contact Tracing)을 병용

해야 한다는 리서치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문화

적인 이유로, 개인의 Privacy를 존중하는 이유로 접촉자 추적과 

마스크를 씌우는 것, 그리고 거리두기를 빨리 못 했던 것이 감염

자와 사망자가 많은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Re-Opening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도 여러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경기가 많 침체돼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점진적인 Re-Opening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

재 전체적으로 오픈된 주가 37개, 아직도 Re-Open이 안 된 주

가 11개 주 정도 됩니다. 6월 초나 중순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주

가 Re-Opening을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WHO에서 보는 

Re-Opening의 기준은 6가지가 있습니다. 1) 질병 전파를 통

제할 수 있는가, 2) 의료시스템이 진단과 격리와 치료, 추적관찰

을 할 수 있는가, 3) 고위험지역에 대한 방역이 돼 있는가, 4) 학

교나 일터에 예방적인 조치가 마련돼 있는가, 5) 새로운 확진자

가 다른 데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는가, 6) 커

뮤니티가 새로운 생활, New Normal이라고 하는 생활에 적응

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돼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면에서 Re-

opening을 하는 방법에는 어느 정도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미국의 경우 3단계로 표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Re-opening 단계에서, 고위험군은 계속 집에 거주하는 것

이 원칙입니다. 모임은 10명 이하, 개인적 목적의 여행은 최소화

하도록 권장돼 있습니다. 학교나, 노인 복지시설은 첫 번째 Re-

Opening에서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Re-Opening을 하

는 주에서도 대부분의 학교는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양로원 

방문도 금지돼 있고요. 다만 교회나 극장은 개인의 위생 아래에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Re-opening 단계에 들어가면 

고위험군은 계속 집에 거주해야 되지만 학교는 열 수 있고, 개인

적 목적을 가진 여행도 가능합니다. 교회나 극장, 헬스클럽 같은 

데도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 가면 모든 것이 예전대

로 되는데 그래도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에 신경써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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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and technical advancement 
질병 젂파 예측 

Samueli School of Engineering, UCLA 

코로나바이러스의 젂파 예측 모델로 다음 감염을 대비핛 수 
있으며, 필요핚 자원을 미리 확보핛 수 있다. 

다음으로는 미국이 과학기술을 통해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로 인해 생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질병 전파를 예측하는 모

델링의 예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여러 개의 

Academic Institution, 하버드, UCSF나, 시애틀의 University 

of Washington같은 곳에서는 모델링을 통해 앞으로 코로바이

러스의 Second Wave가 올 것인지, 어떤 식으로 올 것인지, 얼마

나 많은 환자가 생길 것인지, 어떤 지역에서 올 것인지를 예측하

는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의 2차 감염은 미국 안

에서 로컬로 생길 확률도 있지만, 외부에서 온다고 하는 가설에

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오는 경우, 인도에서 유럽으

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중국에서 아예 새로운 바이

러스 감염이 생겨서 그 외에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경우도 염두

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신 개발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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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COVID-19 백신에 대해서는 원래 전 임

상(pre-clinical) 과 임상 1상, 2상, 3상이 차례대로 진행돼야 하

지만, 지금은 전 임상이 끝날 때쯤에 임상 환자를 모으기 시작하

고, 1상이 끝날 때쯤에 2상과 3상을 같이 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연구 기관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최소한 5년 정도 

걸렸던 개발을 지금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끝내겠다는 목표

를 가지고, 미국 정부에서도 많은 회사에 돈을 지원하고 있고, 또 

NIH Contact이나 grant를 통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환자들의 예후를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환자들의 치료를 안내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인공지능은 환자 진단과 치료의 한 도구로써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목받는 연구 중 하나는 시계열 데이터

를 이용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

기는 경우, 각각 다른 환자의 생리적인 변화들이 시간이 가면

서 계속 점진적으로 쌓여갑니다. 그 패턴의 추세(trajectory)가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패턴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예

측하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에게 접목될 수 있습니다. 기

존의 임상시험과 약간 다른 콘셉트의 임상시험도 그중의 하나

입니다. 기존의 임상시험은 한 약제나 한 치료에 대해 환자 수

백 명이나 수천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요. 또 무작위

로 환자를 대조군, 치료군으로 선별해서 넣기 때문에 시간과 돈

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실험이 만약에 실패하는 경우에

는 다시 하기 굉장히 힘들고, 또한 실험 중간에 환자가 어떤 이

유로든 사망하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험이 중단

되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들 치료의 경우

에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임상시험

을 실제로 진행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REMAP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지요. REMAP은 Randomize 

Embedded Multifactorial Adapted Platform Trial의 약자로

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자를 처음에 치료군과 대조군으로 

나눌 때 이 환자가 나뉘어지는 확률이 맨 처음에는 무작위이지

만, 실험이 진행될수록 무작위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투여했

던 약의 효과, 즉 지금까지 나타난 진료의 효과에 비례해서 환

자가 치료군, 대조군으로 나뉘게 이 됩니다. 또한, 한꺼번에 많

은 약을 썼을 때, 지금의 코로나바이러스 같이 Remdesivir도 쓰

고, Hydroxychloroquine도 쓰고, Steroid도 쓰고, 혈장도 쓰

는 실험이 동시에 진행될 때에도, 그 조합마다 있는 고유의 상태

(state)의 효용성에 따라서 새로운 실험에 들어가는 환자가 나뉘

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적은 환자로 더 빠른 결론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resource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 비대면 진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환자의 진료가 미루어지고 있고, 환자들

이 병원에 오는 경우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미국은 기존에도 원격진료가 시골병원들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토대로 미국 정부에서

는 원격진료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준비 중인데

요. 미국의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FCC)이라

는 곳에서 한화로 약 2,4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4월 초부터 의

사들에게 지원해서, 여러 원격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FDA에서는 원격진료에 대한 여

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3월에 통과된 CARES 

Act라는 법안에 따르면, 의사들이 꼭 원격진료에 필요한 장비

를 쓰기 위해서 암호화된 장비를 쓰지 않아도(예를 들면 Zoom

이나, 페이스북으로 미팅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원격진료를 해

도) 괜찮다고 합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이고, 안전 제일

주의인 미국으로서는 의외의 얘기이기는 한데 지금은 상황이 

좀 급박하다 보니까 원격진료가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어떻게든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들로 제시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기존의 의학적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플랫폼

을 마련해 주는 것, 두 번째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진료 장

비나 처방하는 것을 편하게 해주고, 초진과 재진 모두에 원격진

료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 세 번째는 의사들이 기계를 가동시

키거나, 기계를 구입하거나, 기계를 새로 배운다거나, 그런 것

들로 인해 일어나는 시간 손실 등에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것은 미래 얘기인데, 기본적인 대면 진

료, 그러니까 화상으로 서로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clinical 

decision support tool 기능을 가지는 원격진료 모듈을 개발하

는 데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사람들이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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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로 되돌아갈 텐데요. 그래도 개인은 사회적인 거리를 둔다든

가, 마스크 등 개인위생을 챙기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

다. 그리고 모든 산업이 문을 열게 되는 기반에는 예측을 위한 모

델링이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약물과 백신 개발 등의 과학기술

적 노력 또한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COVID-19 감염 환자의
단백질체와 면역 대사체 

분석을 통한

바이오마커 도출과 
치료제 개발의 전망
목헌 아일랜드 Trinity대 생화학 면역학부 부교수  

● COVID-19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은 ‘SARS-CoV-2’입니

다. SARS-CoV-2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리보핵산 (RNA) 바

이러스로 10여 종이 있고, 대부분이 단일가닥의 RNA를 유전자

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있고, 여기에

는 사스 (SARS), 메르스 (MERS), 그리고 SARS-CoV-2가 포함

됩니다. RNA 바이러스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바이러

스도 많이 있습니다. 코감기 바이러스, 소아마비 바이러스, C

형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매년 우리를 고생시키는 독감 (인플

루엔자) 바이러스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 모든 바이러스의 중추

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가 있다면 이것은 RNA 중합효소 (RNA 

Polymerase)이며, 이 효소를 통해서 RNA 바이러스들이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RNA 중합 효소는 DNA 중합 효

소와는 달리 한 가지 흠이 있는데요, Error Checking, 즉 실수를 

교정할 수 있는 활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R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확

률이 높고, 따라서 백신 개발이 어렵습니다. RNA 중합효소가 이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RNA 중합효소를 선택적으로 

특이하게 억제시키는 약물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 것이 되겠지

요. 그것이 바로 Remdesivir입니다. RNA 중합효소 억제제 (실

제로는 전구 약물, pro-drug)인 Remdesivir는 최근 발표된 미

국 국립보건원의 논문에 의하면 중증환자를 도와 드리기에는 안

타깝게도 늦습니다만 가벼운 증세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퇴원 시기를 많이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SARS-CoV-2라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어떻게 침투

하는지 경로를 보시겠습니다. COVID-19 바이러스의 여러 단

백질 중에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돌기 단백질 (Spike Protein, 

S Protein)이 있습니다. 이 S 단백질은 인체 내 세포막에 가깝게 

위치한 ACE2 효소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에 

아주 특이하고 강하게 결합하는 특성이 있고요, 결합한 다음에 

Endocytosis, 즉 세포 내에 이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ACE2가 

COVID-19에 다 묶여있다 보니 효소의 본기능인 혈관 이완이

나 심장 보호를 할 수 없게 되며, 그 연장선상으로 제일 우선 심

장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이 바이러스가 위험하다

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Spike 단백질이 우리 

세포에 있는 ACE2 효소에 붙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

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체 ACE2 단백질과 구조적으로 유

사한 물질을 만들어내서 그 주위에 많이 공급하면, COVID-19 

바이러스가 교란되어 원래 ACE2가 아닌 유사 물질의 유인을 받

아서 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바이러스의 세포 내 이입

을 희석하는 실험이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ACE2

는 상당히 흥미로운 효소입니다. ACE2의 유전자는 46개의 염색

체 중에 X염색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X염색체인 경우에 여성

은 2개, 남성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X염색체 2개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ACE2가, 이를테면 재고를 더 많이 보

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남성의 COVID-19 치명률이 압도

적으로 높은 데에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엄

밀하게 따지면 X염색체가 2개 있는 경우 많은 세포들은 한 염색

체의 유전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X염색체에는 또 

다른 유전자들이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유전자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Y염색체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듯이 

여성들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병에 걸리게 되면 여성들

이 회복이 더 빠른 경우도 이 X염색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

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Spike Protein과 ACE2 단백질의 

접촉면을 가로막게 되면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을 수 있겠는데

요, 바로 그러한 연구가 수일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저자들은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해서 이것과 S Protein을 결합시킴으로써 



JULY   21

S Protein이 세포 내에 들어올 수 없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를 

백신 개발에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백신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볼 필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은 미국에 있는 Moderna

라는 회사가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서 하는 

mRNA 백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mRNA를 통해 S Protein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몸 안에서 항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인데 

그 원리는 영국 Oxford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Adenoviral Vector

를 통해 역시 S Protein을 많이 생성해서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

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이 두 임상시험은 잘 진

행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에 대한 낙관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모든 임상시험을 마치고 거기에 필요한 생산시

설들도 평행으로 Scale-Up 이 준비되어, 내년 초 생산에 들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공급이 될 것이라고 예

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중론은 이 개발 일정이 다

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BCG 백신이 중간에 필요하리라 생각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BCG 백신은 현재 네덜란드하고 호주

에서 임상시험 중이며, 의외인 것이 결핵 예방접종을 위해 사용

하는 BCG 백신은 병원균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Mycobacterium 

tuberculosis 라 하는 박테리아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COVID-19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여러 이론이 있습

니다만 BCG 백신이 우리 몸에 선천성 면역을 먼저 활성화 시키

고, 그 다음에 COVID-19가 들어오면 훈련된 면역 반응 (Trained 

Immune Response) 을 통해서 치명률을 줄이든지, 또는 회복

을 빨리하게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각 나라의 경제 발전 상황, 결핵 환자 분포 등의 여러 변수

가 있어 과연 BCG 접종을 통해 치명률이 낮아졌는지에 대한 여

러 통계적인 분석이 필요하고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 BCG 접

종이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결론들이 나오고 있

습니다. 이외에 면역반응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다른 약물

들 중의 하나로, 근래 회자되고 있는 Hydroxychloroquine 또

는 Chloroquine과 같은, 전혀 COVID-19과 관련이 없는 말라

리아 치료제도 있습니다. 이 Hydroxychloroquine의 기작은 현

재 분분하지만 Lysosome의 pH를 낮추고, Toll-Like Receptor 9 

(TLR9)을 저하시켜 염증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일부 논쟁이 일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부작용 때문에 이제는 

복용이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기

능과 관련하여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비타민 D입니다. 비

타민 D는 적응면역과 선천성 면역 모두에 도움이 되고, 발열이나 

염증이 일어나는 데 중요한 Cytokine인 IL-6의 수치를 저하시키

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복용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 전문분야인 단백질체(Proteome)와 대사체 

(Metabolome)를 이용해서 과연 COVID-19가 우리 인체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논문은 COVID-19 중증환자와 경증환자, 

COVID-19 환자가 아닌 B형 간염 환자들, 그리고 건강한 사람

들을 대조군으로 비교한 실험들이고, 각각의 혈청을 채취해서 

거기서 분석되는 단백질과 대사산물을 비교해 봤습니다. 목적

은 바이오마커(biomarker)를 발굴하든지, 어떤 Pathway가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 기작을 규명하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COVID-19 중증환자의 조기진단을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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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내용은 빅 데이터로 처리하게 되고요, 

단백질 목록과 대사산물의 목록을 분석하여 쉽게 벤 다이어그램

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와 건

강한 사람과의 차이는 72개의 단백질이 더 많거나 적거나 통계

적으로 유효성있게 차이가 있고요, 반대로 대사물은 55개의 차

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 내의 세포 및 기

관에서의 차이를 보면 거식세포 (Macrophage)라든지 급성기 

단백질 (Acute Phase Protein), 등 COVID-19 에 의한 면역 폭

풍 (Cytokine Storm)과 관련된 영향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외

에도 의외로 혈소판 탈과립화 (Platelet Degranulation), 간의 손

상, 면역 보체 경로 (Complement), 등의 여러 분야에서 큰 차이

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단백질체/

대사체 비교 방법을 이용하면, 중증환자를 90% 이상의 신뢰도

로 조기에 구별해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이 작

업에 사용되는 기기분석은 제 연구실의 전문 기기인 NMR (핵

자기공명 분광학)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기기는 강한 초전도

체 자기장을 이용해서 시료 분자들의 3차 구조, 또는 대사산물

들을 동정하는 데 아주 요긴합니다. 독자들께서는 MRI (자기 공

명 영상)에 더 친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MRI와 NMR의 원리

는 사실 동일하며, NMR은 시료를 보지만 MRI는 사람이 자석 안

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NMR 는 여러 방면에서 여러 시

료의 원자 단위의 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대사체학 

(Metabolomics)에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편집위원으로 종사하는 학술지에 

COVID-19 관련 연구의 논문 투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이 연구를 세상에 소개하고자 논문을 받자마자 제가 심사

를 수행했고, 바로 저자에게 보충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여, 저자

가 응해줘서 72 시간 만에 등재 결정된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Proteomics (단백질체) 분석을 통해 반응 약물들을 

예측하고 있고요, 아울러 SARS-CoV-2와 기존의 사스를 단백

질 수준에서 비교하였습니다. 우선, 두 바이러스가 90% 정도의 

상동성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

다. 마침 이 연구가 나오기 직전에 COVID-19와 인체 내 단백질

들끼리 상호 작용하는 Protein Interaction map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Drug Repurposing (약물 재창출 또는 약물 재지

정) 의 목적으로도 그 의미가 깊었습니다. 즉, 이미 안전성을 허

가받고, 생산, 사용, 판매 중인 약물들을 가지고 적응증을 다른 

데다 사용하는 것이 되겠지요. 현재 이 Drug Repurposing 은 신

약개발에 필요한 비용들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상기에 말씀드렸던 논문에서 저자는 COVID-19이 발현하

는 모든 단백질과 1 대 1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재지정이 가

능한 약물들을 보여주었으며, 그 목록을 보면 우리에게는 친

숙한 약물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Metformin이 있

고, Daunorubicin이 있고, FK506이 있고, Rapamycin이 있고, 

Chloroquine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단일 클론 

항체에 대해 삼성과 셀트리온 등이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많은 제약회사들이 

약물 재창출과 약물 재지정을 통하여 COVID-19 치료제를 개

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런 차원에서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관이 합력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의 건강과 국가 

경제 모두에 유익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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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팬데믹, 
시작인가 끝인가?
조남준 재싱가포르과협 회장(난양공대 교수)  

● 저는 ‘We need to confront the unknown unknonws’

라고 타이틀을 잡았는데 Virus Evolution이나 Virus Outbreak

는 역사와 같이합니다. 최근의 것은 Coronavirus Infection 

Pandemic이 있지요. 그전에는 Zika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메르

스가 있었고, 이것이 기후변화와 환경변화와 궤를 같이 해서 바

이러스들의 Outbreak나 Pandemic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

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코로나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Dengue는 Mosquito-Borne Flavivirus이고요. 그다음 

Yellow Fever 등이 있지요. 1998년만 하더라도 Zika 같은 것

은 오래된 바이러스임에도 Zika Outbreak 전까지는 듣지도 못

한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Unknown Unknowns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태클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바이러스 종류는 무궁무진하고 들어보지 못한 

바이러스도 앞으로 Potentially,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

서 Unknown Unknowns가 나왔을 때 처음에 어떤 대처를 해

야 되느냐, 많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노력

을 많이 했지요. 그중 하나가 마스크 사용인데 N95가 굉장히 작

은 Particle을 95%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정

보조차 없었고, 코로나바이러스도 150 Nanometer Range 미만

이기에 이것을 Effective하게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코로나바

이러스와 다른 바이러스를 비교해 보면 특징 중 하나가 많은 사

람이 특히 서구에서는 감기 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느

냐는 말을 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Fatality rate가 높지 않습니

다. 전염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Spread가 훨씬 더 Fast하고 메르

스 또는 사스, 에볼라에 비해 그렇죠. 에볼라 같은 경우 Fatality 

Rate가 50%가 넘는 Range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퍼지지는 않

고 Contain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코로나바이러스 

Mortality Rate 자체가 Age Dependent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Mortality rate에 대해 Statistic 나온 것을 보시면 건강하고 젊은 

분들한테는 Mortality Rate가 높지 않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한

테는 Mortality Rate가 높은, Age Dependent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Impact가 무엇일가요. 코로나바이

러스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Frozen Economy라는 큰 위

기를 겪게 되었지요. 비단 지금 Threaten뿐만 아니라 Economic 

Threaten이 어마어마하게 Impact를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생활방식을 갑자기 바꾸고, Circuit Break를 해야 되고, 

Travel을 못하는 경제적 Activity를 할 수 없어서 그런 현상이 일

어나는 것이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나 Institution이나 

국가에서 돈을 투자해서 여러 백신과 치료약을 Develop하고 있

습니다. 바이러스 Pandemic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요. 필요한 노력 중의 하나는 백신이나 치료약 개발, 아니면 전 

세계 인구가 Immune을 가는 방식이 있겠지요. 많은 사람이 첫 

번째로 한 것이 기존의 치료제를 사용하는 Repurpose, 한마디

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중에는 Gilead 약

도 있고, 말라리아약도 있고, 후지필름에서 만들었던 약들, 예전

에 개발했던 약들이나 HIV에 썼던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방식이 

있겠지요. 다른 한 가지는 백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신 

개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50개, 80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팀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Type, 바이러스를 이

용한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Viral Vector를 이용한 것을 개발한

다든지, 이번에 Moderna에서 Clinical Trial을 했다는 Nucleic 

Acid Base로 한다든지, Protein Base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백

신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Racing에 뛰어들고 있고, 긴

급승인을 유도하는 정부의 Support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백

신을 개발하기가 어려울까요. 백신 개발하기가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바이러스의 Fundamental한 Characteristic, 바이러스

의 특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Antibody 

Dependent Enhancement라고 보통 백신은 몸이 Antibody

를 생성해서 Cell Infection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경

우에는 Enhance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대

표적인 예가 Sanofi에서 개발한 Dengue Vaccination입니다. 

한마디로 Antibody Response가 COVID-19 같은 경우에서는 

Antibody Dependent Enhancement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리

포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Antibody 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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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ment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반론도 지금 나오고 있습

니다. 하지만 Fundamental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백신 개발은 건

강한 사람한테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

도 지금 Inactivated Vaccine Candidate에서 ADE Risk가 적어

졌다는 리포트도 Science에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혼재돼 있고, 여

러 Argument가 필요하고, 과학이라는 것은 계속 연구하면서 개

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 한 가지를 정해서 결론을 낼 

수 없지요.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하는지에 대

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iscovery of Antiviral Drug Platform이라고 해서 제가 의대

에 조인하면서 research했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공학적인 관

점에서 바이러스의 Structure를 보고 바이러스의 공통분모를 

찾을까’,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Outbreak되고 

Pandemic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새로운 약과 백신을 개발할까. 

메르스 사태도 당시에 많은 회사와 기관이 백신을 연구하고, 치

료제를 연구했지만 결국 소득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바이러스

의 어떤 Common Denominator가 있을까에 대해 저는 굉장히 

고민하고, 공대적인 관점에서 Antiviral Drug Platform을 만들

기 시작한 것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 포인트는 Lipid 

Enveloped Antiviral Disruption이라는 LEAD라는 콘셉트로 페

이퍼도 내고, 미디어에 소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메커니

즘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

은 바이러스 Particle을 보시면 치료약이나 백신을 개발하면 바

이러스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갑니다. 바이러스가 셀에 들어와서 

Translation이 되고 Genome Replication이 되고 Assembly되

는, 그러니까 Assembly된 다음에 다른 바이러스를 Replicate하

는 방식으로 되는데 보통 약을 개발하면 Molecular Recognition

을 통해 어떤 Translation이라든지 Genome Replication을 막

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돼 있습니다. 단점은 만약에 Mutein

이 생기거나 다른 바이러스였을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개

발해야 하죠. 그런데 바이러스 Structure를 잘 보시면 바이러

스의 Protein은 다양하게 있지만 바이러스를 싸고 있는 Lipid 

Envelope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Cell Membrane처럼 Lipid로 

이루어진 Surrounding Envelope이지요. 그런 것을 Target으로 

Drug를 개발하면 이것을 Neutralize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한 것이 Lipid Enveloped Antiviral Disruption

입니다. 이 콘셉트를 많은 Flavivirus에 적용을 했고, Flavivirus

에 적용이 가능했던 것은 바이러스 자체가 RNA Based Lipid 

Envelope를 가지고 있고, 특히 Parameter로 잡은, 그러니까 모

든 Lipid Envelope를 공격하면 Cell Membrane도 같이 공격을 

하므로 Toxicity가 굉장히 높아지겠지요. 그것이 아니라 Lipid 

envelope의 쌓여져있는 Curvature를 공격할 수 있는 콘셉트의 

Antiviral Drug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LEAD 콘셉트는 Viral Envelope Target으로 Viral 

Spreading을 Inhibit할 수 있는 것을 Select했고, 이 경우에서 

Model Peptide로 이용한 것은 Dimerize Form AH Peptide

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페이퍼가 굉장히 재미있

게 나간 것 중의 하나는 Achilles’ Heel이라는 치명적 바이러

스의 약점을 Target한 것뿐만 아니라 이 Peptide, 약 자체가 

Blood-Brain Barrier를 Crossing한다는 Evidence를 가졌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Small 

Molecule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Toxicity가 되겠지요. 한마디로 바이러스의 Lipid Envelope

를 어떻게 Selective하게 Target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

라서 이 결과는 다양하게 바뀐다고 습니다. 그래서 LJ001이라

든지 DUY11이라든지 여러 가지 Small Compound도 Lipid 

Envelope을 Target으로 하는 었고, 굉장히 Early Stage에서 

AH Peptide를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개발하는 것은 이

런 모든 Information을 모아서 Drug Screening Platform을 

통해 지금은 Third Generation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rapeutic Treatment Of Zika Virus Infection,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는 것은 Zika Virus는 이런 식으로 Treatment할 수 있

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번에 Nature Materials에 나온 

Commentary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Effective하

게 이런 바이러스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Replication Inhibitor

와  Entry Inhibitor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연구했

고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Engineering Short Amphipathic 

Peptide Platform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Efficient하게 Viral 

Load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사실 공학적인 디자인을 통해 이것

이 진행돼 왔다는 것을 Introduction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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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2018년도 페이퍼는 Zika를 모델로 했지만, Biophysical 

Design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Curved Membrane, 한마

디로 Cell Membrane 같은 것은 Target하지 않고 Curved돼 있

는 Membrane만 Target할 수 있는가에 대해 Platform Design

을 다양하게 연구했고, 거기서 Select된 Peptide 시리즈를 통

해 Antiviral Neutralization Assay를 개발하고, Therapeutic 

Evaluation하고, In Vivo Brain Activity까지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마디로 In Vitro Antiviral Activity에 대해서는 그림에

서 보이는 것과 같이 Artificial Virus라든지, Inactive돼 있는 

Virus Particle 자체를 Surface, 이 표면에 Tethering할 수 있

는 테크닉 플랫폼을 개발한 것이지요. 이 플랫폼을 통해 무엇

을 할 수 있느냐면 Red Dot으로 보이는 Single Virus Particle

에 Fluorescence Molecule을 입혀서 이 약이 들어갔을 때 약이 

Membrane을 Target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Target하

느냐 안 하느냐를 Follow Up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굉장

히 다양한 Sensitive한 것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Best 

Possible Drug Candidate를 Select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기

존의 Antimicrobial Peptide와 다른 점은 Selectivity가 전혀 없

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밑에서 보

시는 것과 같이 10 Nanomolar에도 Selectivity가 있었다는 것

을 보실 수 있고, 이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In Vitro Antiviral 

Activity를 통해 얼마나 Efficacy가 있느냐, 이것 같은 경우에

는 Zika뿐만 Dengue, Chikungunya, Japanese Encephalitis, 

Yellow Fever 같은 것을 해서 Drug Index가 5,400배까지 나

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Zika 모델밖에 없어서 Zika Test

밖에 못 했는데 Zika 모델 같은 것을 보셨을 때는 Therapy를 

Infection된 다음에 4일 후에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Neutralize 

Stay할 수 있고, Zika Viral로부터 Protect Against할 수 있다

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Demonstrate한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습니다. Zika뿐만 아니라 Dengue, Yellow Fever, Ebola, 

Marburg, 이런 식으로 Define된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런 

Strategy가 작동한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지금은 완벽하게 새

로운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Antiviral Agent를 개

발해서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Model Peptide

를 가지고 진행한 것이고, Third Peptide는 Toxicity가 없는, 

Toxicity가 없다는 것은 몸에는 굉장히 다양한 Membrane이 존

재합니다. Exosome도 존재할 수 있고 셀도 Membrane이 돼 

있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Selective하게 이 공통분

모인 Viral Lipid Envelop만 Target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Efficacy는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서 이 Toxicity는 굉장히 중요

한 Measure가 돼야 한다고 습니다. Conclusion을 말씀드리면 

스크리닝한 Peptide Therapy 같은 것은 Zika Infection을 할 수 

있지만, Zika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Viral Pandemic이 생기더

라도 Lipid Envelop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바이러스는 Lipid 

Envelop이 없는 것도 있고, DNA Base 바이러스도 있지만 대부

분 Virus Particle 같은 경우가 Lipid Envelop이 있습니다. 그래

서 Common Denominator를 가지고 치명적인 약점을 Target

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해 놓는다면 Pandemic이 왔을 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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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 발제자로 참여해주셨습니다

4월 말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의 오준석 회장님

과 박종연 부회장님의 초청으로, 다른 저명하신 과학자분들과 

함께 미국 내의 여러분들께 코로나바이러스의 현 상황과 앞으

로의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세미나가 인연이 

되어 박종연 부회장님께서 대한민국 과총과 한림원 주최의 포

럼에서의 발표를 추천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환자

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 직접 중환자 진료를 하는 의사의 소견과 

상당히 빠르게 진화하는 진단과 치료 방침, 쉼없이 개발되고 시

험되는 약과 백신의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과학, 의학자들분과 

간략하게나마 나누고 교류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미국의 뷰포인트

-치료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포럼에 참가한 유일한 임상 의사-과학자(Physician 

Scientist)라, 코로나바이러스 자체보다는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COVID-19)에 대해 주로 다뤘습니다. 먼저 미국의 현재 

상황을 통계로 제시했고, 제 전문 분야인 중환자실에서 미국의 

진료 방침과 주안점의 변화를 간략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현재

까지 주로 거론된 치료 약제와, 개발 중인 백신들을 표로 설명

드렸고, 뒤이어 언제쯤, 어떻게 미국이 Re-Open 할 것인가, 그

리고 어떤 점들이 고려돼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

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 연구가 계속될 것인가(역

학 예측 모델의 개발, 백신 개발, 인공지능으로 예후를 예측하

는 것, 원격 진료)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20여 분의 시

간이고, 전공이 다르신 분들도 많이 시청하실 것이고, 커버할 

이야기들이 조금 많아서 세부 주제별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

눌 시간은 없었지만, 같이 생각해볼 만한 주제 위주로 구성했습

니다. 참고로 제 발제는 유튜브 ‘한국과총’ 채널에 공개돼 있습

니다.

 

코로나19의 현황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 하나라는 데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 의료 쪽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나 심지어는 정치, 군사적

으로도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가장 큰 사

건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전 지구적인 문제죠. 사견을 말씀드

리자면, 이 문제는 인류 모두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방역을 더 잘한다, 더 사망률을 줄

였다’고 해서 그 나라의 문제로 해결이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

각합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인구의 이동이 전 지구적으로 

계속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대의 민항기가 일상

적으로 국경과 대륙을 넘나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감염자가 유입된다면, 그 나라는 언제든 다시 무

너질 수 있습니다. 소위 ‘Second Wave’라고 하는 것이, 내재적

으로 사회집단 안에서 다시 생기기보다는, 현재 확진자가 (뒤늦

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서 재유입되는 시나리오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방역 또한 전 지구적인 공조가 이뤄져야만 

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약과 백신이 얼마나 빨리 개발

되고, 안전하게 투여되고, 효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이 판데믹

의 지속 시간은 다르겠지만, 향후에도 비슷한 문제에 대비해서 

공동의 대책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를 평가해주신다면 

한국의 코로나 대처는 다른 국가의 대처에 비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가진 성격에 훨씬 적합했습니다. 조금 더 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 
다함께 힘내서 어려운 고비 넘기길”

윤주흥 미국 피츠버그의대 호흡기내과·중환자의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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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말해,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의 높은 전염력(R0=2.6), 긴 잠

복기,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 높은 치명률 등이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대처 방식(공격적인 진단, 철저한 격리와 사업장 폐쇄 

등의 강한 조치, 동선 추적과 공유, 2~3차 이상의 접촉자에게

도 검사와 격리 권유, 전 국민 마스크 착용)과 의료진의 높은 능

력에 잘 맞아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인구 대비 감

염자, 사망자 숫자가 적다는 것으로 이런 점들은 증명됐죠. 또

한 한국은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로 미리 방비가 잘 되어 있기

도 했고, 미세먼지 등으로 전 국민이 마스크를 항상 가지고 다

녔고 또한 착용에 익숙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인력들과 자원이 투입되고 있고, 일정 부

분 경제 논리를 초월한 의료진의 희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의

료 수가 정책이 이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의료계의 

노력(대규모의 역학 조사나 의료의 질 관리, 중환자 진료)을 뒷

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한국의 시스템이 언제까지나 다른 나라

의 모범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이 결정됐습니다

렘데시비르(GS-5734)는 RNA 단일 사슬의 아데노신과 비슷

한 구조를 가지고, RNA 합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

다. 현재(인터뷰 당시 6월 4일 기준)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대

규모의 무작위 임상 시험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몇 안되는 약 중 하나입니다. 4월 29일에 Lancet에 발표

된 논문에 의하면(중국 허베이성, 158명 실험군&79명 대조군, 

200mg at day 1, 100mg day 2-10) 렘데시비르는 경도 이상의 

저산소성 호흡 부전이 온지 12일이 안된 COVID-19 폐렴 환자

의 예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개선시켰

습니다.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5월 22일자 논문

에 의하면(다국적 연구, 538명 실험군&521명 대조군, 200mg 

at day 1, 100mg day 2-9) 전반적으로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환자들의 재원 일수가 평균 4일 가량 짧았습니다. 하지만 아쉽

게도 14일 내 사망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내지 못

했습니다(이 부분에서 hazard ratio가 0.7이고 95% 신뢰 구간

이 0.47~1.04라, 개인적으로는 ‘스터디가 더 지속됐다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보다는 산소를 투여받

고 있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지 않는 비교적 경증의 환자에

게서 효과가 있었고, 인종별 분류에서는 흑인과 아시아인의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부

분에서는 동양인, 흑인 대상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또한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렘데시비르와 관절염 

치료제인 바리시티닙(Baricitinib)의 칵테일 요법으로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치료하는 다른 임상시험을 계획 중이라, 

이 연구를 통해서도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해볼 만합니

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적합한 약제가 없는 현

실에서, 빠른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됐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른 신종 바이러스 출현도 걱정입니다 

인류가 아직 접하지 않은 바이러스는 최소 32만 종이라고  

*추산합니다. 그리고 인류와 함께 살고 있고 인류에 감염성 질

환을 일으킨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

가 감염내과 전문의도, 공중보건학이나 역학 전문가도 아니

어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언제 가능

한지는 전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조만간 다른 바

이러스와 다시 맞닥뜨린다고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nthony SJ et al. mBio 2013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근거가 없는 추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

고 검증 가능한 사실을 도구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새로운 위기를 맞닥뜨린 때일수록, 근거가 없

는 진단법, 명확한 기전을 모르는 약의 남용 등 임상 시험을 거

치지 않은 치료법, 그리고 정치 논리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에 

참여하거나 휘말리지 않는 것이 전문가의 일차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거 경제 발전처럼,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들 힘내주셔서 어

려운 고비들을 같이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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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포럼 참여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 세부 전공이 생체 분자 구조 생물학이고 제 연구 주제 중

에 신약 개발 및 drug design 부분이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현

재 Covid-19의 원자적, 분자적, 세포적인 단위에서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국과학기

술총연합회가 전 세계 18개의 재외한인과학기술자 협회와 함께 

COVID-19 사태와 관련해 포럼을 기획할 때, 재영과협에서 저

를 감사히 추천해 주셨고, 유럽 과협들을 대표해서 발제하는 기

회를 얻었습니다. 

발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신다면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해 많은 대중 매체 보

도가 이루어지고, 일차 정보인 학술 자료(academic primary 

literature)도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부지런

히 모니터링하다 보니 Covid-19 사태의 현 진행 상황뿐만 아

니라 SARS/MERS 사태와의 과거-현재-미래 비교, 그리고 (제

가 이전에 기업체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

해) 산학연관 등의 Total Value Chain에 대한 부족한 저의 시각

을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하며 구체적으로, ①감염 환자들의 면

역 대사체학 관점에서 본 바이러스의 예기치 않은 인체 내 기작 

및 ②감염 환자들의 단백질체와 구조 생물학의 관점에서 본 치

료제 개발 동향, 그리고 ③시판 중인 치료제의 Covid-19 치료

로의 약물 재지정(약물 재창출: Drug Repurposing 또는 Drug 

Repositioning) 을 통해 ④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와 제약산업 강

점을 활용할 수 있음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코로나19,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상황이 상황인 만큼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황급히 대처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독감 influenza 바이러스

에 대한 지금의 글로벌 보건 정책과 비슷하게, 바이러스의 항원 

소변이(antigenic drift)를 감안한 Covid-19, 20, 21, 22, 23 등

의 백신이 정기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봅니다. 이때 노령층과 기

저질환 환자들은 가급적 이를 접종받아 보호받으시고, 반면에 

건강한 사람들은 선천성 면역(innate immunity)과 획득 면역

(adaptive 또는 acquired immunity) 덕분에 감염되더라도 1, 2

주 만에 회복되는 ‘새로운 정상적인 삶 (new normal)’이 도래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Covid-19의 병원

균인 SARS-CoV-2 바이러스가 유전자 변이를 쉽게 하는 RNA 

바이러스이면서 전파 경로가 호흡기 등으로 가장 수월하게 사

람 간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학술적인 배경 정

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월경만 해도 Covid-19 바이러스

에 대한 변이가 1000여 종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5월 

말 현재는 어느덧 4400여 종의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현

재 개발 중인 많은 백신이 타겟으로 하는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

질(S Protein)도 벌써 15여 가지의 변이가 발견되고, 특히나 S 

Protein이 달라진 유럽형 변종의 경우는 그 전염력이 더 강하다

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우리 인간들이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어 그 변이를 부채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이라면 SARS-CoV-2 

바이러스는 그 변이도(mutation rate)가 독감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덜하기 때문에, 독감처럼 매년 새로운 백신이 필요하기 보

다는 2~3년 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1918~1919년의 스

페인 독감 판데믹 현상과 비슷하게, 당시의 한 형태(H1N1)의 

독감 바이러스로 수천만 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만 이제는 

H1N1 독감에 대해서 인류가 어느 정도 면역 능력이 생긴 것과 

흡사하게 Covid-19에 모두들 적응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

“앞으로도 신종 바이러스 출현하겠지만 

인류의 피해는 과학의 발전과 함께 점점 줄어들 겁니다”

목 헌 아일랜드 트리니티대학교 생화학 면역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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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과거와 현재 간에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의료계에 계신 많은 분의 투철한 헌신

과 현대의학으로 말미암아 확진자가 조기 발견 및 격리되고 중

증환자들이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감사할 일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평가 부탁드립니다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지혜와 의료 보

건 정책의 현명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짧은 기간에 

걸쳐 생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2003년 중국에서의 

SARS와 2015년 MERS를 방역하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 그리

고 전혀 어렵게 여기지 않았던 마스크 착용 등이 총체적으로 효

과를 보인 결과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민족의 ‘지혜’라

고 정의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 사회에서는 

바이러스 입자 크기가 50~200 nm인 반면, N95 마스크조차 차

단할 수 있는 입자의 최소 크기는 100~300 nm이다 보니 마스

크 착용이 의미 없다는 단순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을 쉴 때, 바이러스에 비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크기가 더 작은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등의 기체 분자

의 호흡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다면, 단순 이론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최근 미국의 국립학술원 학술지(PNAS)에서 실험적으로 수술용 

마스크가 개인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한 2m 간격보다도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 효과가 더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정책들이, 저는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미 

4월 초에 소개하고 있었던 반면, 서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일반화

되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정의한다면 

현재 우리의 학제 양상은 점점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으며, 각

자 분야에서 최고의 깊이와 권위를 추구하고 얻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21세기 전문가의 새로

운 의무 사항은 타 분야의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서로의 연구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전 세

계가 스웨덴이라는 국가의 복지정책과 과학기술에 큰 존중을 표

하고 있고, 그만한 경륜과 업적을 쌓은 국가임이 사실입니다. 그

러나 스웨덴은 Covid-19 사태 대처 방법으로 집단 면역(Herd 

Immunity) 정책을 추구해 주변 유럽 국가들과 상이하게 격리조

치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가 ‘역시 스웨덴은 다

르다’며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봤으나, 5월 중순에는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자 주

변 3개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비해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

가 5~10배의 경악할 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Covid-19 정책 수립 당시 역학 Epidemiology을 전문으로 하시

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어, 지금까지 전염병 역사를 통하여 집단 

면역을 추구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결론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면 미생물학 및 분자생물학자들과의 대

화를 통해 Covid-19의 병원균이 미지의 RNA 바이러스임을 깊

이 공감했다면, 감염 후 면역 기능을 제공하는 체내 항체 형성이 

불확실한 현재의 상황의 가능성도 감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교훈으로 2000년 이후에 아시아와 영국을 휩쓴 구제역

(Foot-And-Mouth Disease)을 쉽게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전

염병의 해법으로 역학자들이 절대로 집단 면역을 제시하지 않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가 그 병원균이 변

이율이 높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지혜로운 방역, 의료 정책을 일찍 실천해서 세계

에서 단위 인구당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임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과학자로서 큰 자부심 느낍

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신 많은 의사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의

료진과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Covid-19를 일으키는 바

이러스는 감염, 역학, 병리, 그리고 합병 등 많은 부분에서 지

금껏 인류가 관찰했던 전형적인 감영병과 사뭇 상황이 다르다

는 것이, 매일 매일 발표되는 새로운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

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책만으로 위기 상황

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부족함을 증명받고 있는 이 때, 저와 

같은 학자들이 ‘기초 과학 연구의 필요성’을 지겹도록 반복적

으로 외치게 됨에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 한

편으로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속적인 국민의 지원을 부탁드

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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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팬데믹,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포럼 참여 계기가 있다면 

국제 정세를 보면 한국은 일본, 중국, 대만, 홍콩과 협력이 힘

든 실정입니다. 국제 외교 환경 변화로 인해 한국에게 현재 신

남방정책은 중요합니다. 한-중-일 관계의 한계도 간과할 수 

없지요. 사실 저는 싱가포르에 대해 잘 몰랐지만, 싱가포르에 

오고 나서 여러 시스템이 퀄리티 있게 잘 정착돼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국 인구 반, 싱가포르 인구 반으로 구성돼 있

죠. 인구도 적어서 국가 시스템이 협조적으로 작동합니다. 싱가

포르과학협회에도 한국 분들이 200여 명 정도 되십니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요. 한국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와 과학적인 콜

라보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싱가포르

가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스트 베드(시험대)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찰나에 과총에서 기획한 온라임 포럼이 흥미로웠습니

다. 각 나라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전망하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포럼과 

같이 과총과 같은 전문가 집단의 행보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비교한다면 

싱가포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1월 

말 경부터, 싱가포르는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당시 한국은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

으로는 싱가포르의 입국 금지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

습니다. 이후 경과를 지켜보니 역시 잘했다 싶었지요. 당시 한

국은 확진자 발생국 2위였습니다. 방역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인 의견이 많았지요. 저는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의

료 시스템과 전문가 집단을 믿고 표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한국의 방역 

시스템, 코로나19 대응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 표준 방역 기준을 만들면 아마 모

든 나라가 따라할 정도지요. 

싱가포르에서는 ‘감염’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시도 중

입니다. 아시아에서 의사란 환자를 진료한다는 이미지와 개념

이 확고한데요. 싱가포르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국가 자

체에서 감염 분야 연구를 매우 장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싱

가포르는 확진자가 4만여 명이지만, 사망자 수는 2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6월 28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유

럽에 비해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잘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일상의 패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코로나

19 전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이후의 일

상을 예측만 하는 수준입니다.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면 냉정하게 이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

해야 할 때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예를 들자면 

궤를 달리하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문

제 중 하나는 지역 불균형 개발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공대생들이 ‘돈을 두 배로 준다고 해도 서울 외

에 지역에는 취직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이미 어마어마한 예

산을 지역 불균형 발전 해소에 투자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아닌 기회입니다”

조남준 재싱가포르과협 회장(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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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가 매우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명동이나 광화문 등은 이제 인기 

장소가 아닌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될 겁니다. 대다수가 안전

한 지역에 살고, 일하길 원할 테지요. 지역 균형 발전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회를 어떻게 정책으로 녹여낼 것

이냐’입니다. 또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한국의 대학들은 

위기를 겪을 겁니다. 사실상 대학교육의 위기입니다. 방법은 미

국이나 유럽의 외국인 인재, 우수한 유학생을 영입하는 겁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의 홍보하고, 미국이나 유럽보다 안전한 나

라임을 알린다면 이전에 비해 더욱 수준 높은 유학생들이 영입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적기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답이 나오

는 대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기상황에서도 아이디어를 

내고, 논의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정책으로 발전시키

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

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모든 방역이 

코로나19로 집중된 결과 올해 뎅기열 발생률이 작년보다 훨씬 

급증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5명인데, 올

해 일주일 동안 급격히 뎅기열 환자가 1만 명 이상 급증했고 또

한 12명 이상 뎅기열로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만큼 심각한 문

제지요. 이제 모든 질병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전파되는 시기입

니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싱가포르처럼 한국도 이러

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방역 시스템의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K-POP처럼 K-방역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잘하고 있

지만 앞으로 방역,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언제든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어쩌면 한국의 방역, 의료 시스템을 전 세계

가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음 단계를 고민할 때

입니다. 

 

또 다른 신종바이러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제 연구 분야 자체의 목적은 ‘바이러스 패밀리를 타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는 이런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드물기 때

문에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쉽게 말해 제 연구의 목적은 바이러

스의 공통분모,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찾아 1개의 약으로 바

이러스 패밀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지요. 코로나바이러스가 변형

될 때마다 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본질에 접

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코로나19의 백신과 체료제

를 연구개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다 전방위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바이러스 자체의 공

통분모와 아킬레스건을 찾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접근이 변화하고, 새로운 결과가 도

출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해야 합니다. 특히 백

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 싸

움에 끼기보다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내년이면 백

신이 개발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사실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

각합니다. 사람이 복용하는 약이나 백신은 테스트 과정이 상당

히 까다롭고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경쟁 구도로 백신

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행태는 위험합니다. 또한 최근 ‘하이드

록시클로로퀸’이나 ‘렘데시비르’가 이슈가 됐습니다. 암치료제

처럼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료제로 쓰이긴 하지만, 위험

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부작용이나 약물 오용에 대

한 위험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과학 도덕’을 

지키며 현재 어떤 연구가 진행 중이며, 그에 따른 정확한 정보

를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역량을 알릴 수 있는 계기입니

다. 50년 동안 만들어온 의료시스템과 전문인력의 역량, 국민

의식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위기인 가운데 한국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기본에 충실한 연구를 중심

으로 산업화시킬 수 있는 분야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플랜을 작동할 때입니다. 누가 잘했다, 못

했다라는 논쟁은 접어두고 희망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은 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무엇을 창출할 수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세계 속에서 한국의 독창적인 

포지션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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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ologist(바이러스학자) 자격으로 

토론자로 참여, 소감이 궁금합니다 

재캐나다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원이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또한 지난 50여 년 동안 바이러스학을 전공하며 학생들

을 가르치고 연구해온 Virologist 자격으로 이번 포럼 토론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책임지는 한국과학

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이 전 세계가 당면한 코로나19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매우 뜻깊습니다.  

향후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있다면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번

져 2020년 6월 12일 기준 확진자는 7백 60만 명, 사망자는 42

만 명을 넘었으며 평균 치사율은 5.5%입니다. 아직도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인도와 중동, 다른 나라들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COVID-19 Pandemic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습

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 정책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시

도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 개발입니다.   

신종바이러스, 향후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New Emerging Viral Diseases가 있었습

니다. 1976년 아프리카 자이어(현 콩고)에서 시작된 Ebolavirus 

Hemorrhagic Fever, 1981년 시작돼 전 세계를 휩쓴 AIDS, 

1993년 미국 남서부 나바호 원주민에서 시작된 Hantavirus 

Pulmonary Syndrome, 2003년 중국에서 시작돼 25개국으

로 확산된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2012

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돼 2015년 한국 포함 27개국에 확

산되고 치사율을 36% 기록한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1947년 원숭이에서 첫 발견한 후 2015년 문제가 

된 Zika Virus, 그리고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바

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

우리는 아직 코로나19 완치자들의 면역 상태에 대해 정확히 

모릅니다. 완치자들이 얼마 동안 재감염되지 않는 면역성을 유

지할지 또는 백신 효과는 얼마 동안 지속될지 등 우리가 알아

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 가장 빠르게 세계를 코로나19로

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입니다. 사람들에

게 백신을 접종해 군중면역(Herd Immunity)체계를 조성하

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

니다. 따라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여 개의 연구소, 대학, 제

약회사들이 COVID-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

발 전략은 크게 나누면 7가지입니다. 모든 코로나19 백신 개

발자들은 SARS-CoV-2의 표면 항원인 Spike Protein을 이용

한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Spike Protein에는 세

포 표면에 있는 Virus Receptor인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2(ACE2)에 붙는 Receptor Binding Domain(RBD)

이 있어 이 RBD가 ACE2에 붙지 못하도록 하는 중화항체를 만

들면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코로나19 백신 개발자들은 이 Spike Protein을 생산하는 전략

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로 SARS-CoV-2 Spike Protein을 만

들 수 있는 mRNA를 이용한 백신의 임상시험이 가장 먼저 시

작됐습니다. 두 번째로 Spike Protein 유전자를 DNA로 바꾼 

Plasmid DNA Vaccine의 임상시험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들 핵산을 이용한 백신의 임상시험이 가장 먼저 시작된 이유는 

“COVID-19 Pandemic 종식, 백신의 역할이 큽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강칠용 캐나다 웨스턴온타리오대학교 미생물학 및 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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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산 백신을 개발하기가 쉽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핵산을 이용

한 백신의 효능은 제한됐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

다. 세 번째로 임상시험에 쉽게 착수한 백신은 Inactivated(불

활화) SARS-CoV-2 백신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정

제해 불활화시킨 후에 면역성을 높일 수 있는 Adjuvant를 섞어

서 접종하는 겁니다. 이 백신은 바이러스 구성 단백질인 Spike, 

Envelope, Membrane 그리고 Nucleocapsid 단백질 4가지 모

두 포함한 백신입니다. 이  Inactivated SARS-CoV-2 백신 역

시 중화항체를 유발할 수 있는 Spike Protein이 포함돼 있습니

다. 네 번째로 임상시험을 착수한 백신들은 병을 일으키지 않

는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 Vector들을 이용한 백신인데, 현재 

임상시험하는 백신으로는 사람의 Adenovirus나 Chimpanzee

의 Adenovirus 그리고 Lentivirus에다 Spike Protein 유전

자를 넣어 백신으로 접종하는 방법입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

이 Spike Protein을 발현하게 해서 면역 작용을 유도하는 소

위 Replication-Incompetent Recombinant Virus Vaccine

들입니다. 이 Replication-Incompetent Recombinant Viral 

Vaccine은 인체 내에서 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백신 양을 많이 

해야 효과를 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에 해

가 없고 백신을 맞은 후 체내에서 복제 가능한 Replication-

Competent Recombinant Virus Vaccine이 다섯 번째 백신 전

략인데, 제 실험실에서는 이 전략을 이용 중입니다. 여섯 번째

로 Live Attenuated Virus Vaccine을 개발하는 연구소도 있는

데, 이 백신은 많은 바이러스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전략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Live Attenuated SARS-CoV-2 

Vaccine을 임상시험까지 이끌어 가려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한적입니다. 일곱 번째는 약 50%의 백신 개발자들이 사용

하는 방법인데, 코로나바이러스의 표면 항원인 Spike Protein

을 다량으로 생산해 정제해서 면역성을 높이기 위해 적당한 

Adjuvant를 섞어 백신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백

신 중 어떤 백신이 가장 안전하고 효능이 높을지는 모든 임상

시험이 끝난 후에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은 치료제 개발에 대

한 조건인데,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습

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해 치사율을 감소시키는 것과 

치사율이 높은 고령 환자들을 치료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

발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

식 가능하고 바이러스 복제 과정에서 세포 기능을 빌려 사용하

기에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거의 모든 항바이러스 약은 세

포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큽니다. 현재 위중한 코

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19를 앓고 회복

된 환자의 혈청을 채취해 위중한 환자에게 넣어주는 것입니

다. 체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증폭을 줄이는 방법, 즉 Passive 

Immunization 방법입니다. 이는 이미 Ebola 환자에게 성공적

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Spike Protein 내에 있는 RBD를 이

용한 중화항체(IgG)를 만들어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항체에 대한 항체, 즉 Idiotypic Antibody

를 만들게 되니 장기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백신, 코로나19 해결의 키(Key)일 텐데

만일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중에서 효능이 뛰어난 

백신이 나오고, 공급이 무제한으로 이뤄진다면 세계 인구 78

억 중 약 10억 인구가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에 군중면역

(Herd Immunity)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찾

아볼 수 없었던 바이러스 질병으로 Shut Down된 세계가 다시 

열리고,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입니다. 

COVID-19 Pandemic을 통해 인간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

웠으니, 종식 뒤에는 더욱 평화롭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

해봅니다. 

지면을 통해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통해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초반에는 확진자 가 급속도로 늘었지만 Contact 

Tracing을 철저히 해서 감염자를 찾아내고, 격리시킴으로써 감

염 확산을 막았습니다. 또 확진자의 격리와 치료를 병행해 총 

확진자 수를 12,000명 정도로 유지했고 사망자 수는 270여 명

으로 치사율 2.3%을 유지했습니다. 세계 평균 치사율인 5.5%

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Korean-Canadian으로서 자랑스럽

고, 의료진과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제 실험실

에서 개발 중인 COVID-19 vaccine이 COVID-19 pandemic 

종식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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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나 교수는 10년 이상 필라테스를 통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꾸준히 호흡법을 

익히고 동작을 수련하며 몸의 균형을 찾았고, 이는 자연스레 삶의 균형으로 이어졌

다. 사실 필라테스 말고도 그는 요가, 골프, 발레, 첼로 연주 등을 통해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항상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윤 교수를 만났다. 

“사소한 것이라도 꿈을 정해서
 하나씩 이루며 살아가고 싶어요”

윤하나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낭만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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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뇨장애, 요실금 등을 주로 진료하는 윤 교수는 환자들에게 

필라테스를 적극 권유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종종 병원 대강

당에서 필라테스 무료강좌를 열기도 했다. 그가 필라테스 전도

사가 된 이유는 간단하다. 필라테스의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경

험했기 때문이다.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는 의대생 때부터 윤 교수를 괴롭혔

다. 심한 날에는 팔이 저릴 정도로 증상이 심각했다. 특히 비뇨

의학과 특성상 수술이나 내시경을 할 때의 자세는 그에게 치명

적이었다. 장시간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일과도 그에

겐 쥐약이었다. 대개 의사들이 겪는 직업병이지만, 자세가 무너

질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버티다 못한 윤 교수는 재활의학

과 선배에게 치료를 받았다. 그때 알게 된 게 필라테스다. 

“원래는 요가를 했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PT도 받았어요. 워

낙 스트레칭과 관련된 운동에 관심이 많았죠. 일종의 주치의 추

천으로 처음 필라테스를 접했는데요. 호흡법부터 시작해서 필

라테스의 여러 동작을 배우다 보니 몸에 변화가 시작되더군요.”

굽은 등이 서서히 펴졌고, 비틀어진 허리가 바로 섰다. 무엇

보다 코어근육에 힘이 생겼다. 특히 필라테스의 ‘호흡법’은 기본 

중의 기본이자 코어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시간씩 호흡법만 배웠다. 요가의 호흡

법과 필라테스의 호흡법은 확연히 달랐다. 갈비뼈의 통을 크

게 만들듯 숨을 들이마시고, 갈비뼈를 배꼽 쪽으로 조이듯 숨

을 내쉬다 보면 복부에 자연스레 힘이 들어갔다. 30분 동안 호

흡법만 해도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흘렀다. 윤 교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호흡법을 제대로 하면 갈빗살에도 근육이 생긴

다’고 말한다. 

“여전히 호흡법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오랜 시간 노력한 결

과, 점차 코어에 힘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통증

이 완화되고 자세가 교정됐어요. 무엇보다 전 ‘헉헉’ 댈 정도로 

숨이 차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필라테스는 숨은 별

로 안 차지만 끝날 때쯤엔 땀으로 범벅돼요. 그만큼 운동 효과

가 있고 근력유지에 탁월해요. 단 체중감소가 목적이라면 꼭 식

단조절을 병행하세요. (웃음)”

최근 필라테스가 다수의 매체를 통해 여성 연예인들의 다이

“보통 필라테스와 요가를 

헷갈려 합니다 

요가는 명상과 호흡이 중심인 

일종의 정신 수련 운동이고,

필라테스는 재활과 자세 교정이 

목적인 근육 운동입니다

또 요가와 달리 소도구나 

큰 기구를 사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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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 운동법으로 소개되는 바람에, 필라테스만으로 체중감소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 여성들이 늘었다. 그러나 오로지 다이

어트가 목적이라면 어떤 운동이든 식단조절은 필수라는 게 윤 

교수의 조언이다. 

필라테스는 몸의 세이프(Shape)를 잡아주고, 바른 자세를 유

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때로는 재활치료로도 쓰인다. 코어근육

을 발달시키고 몸의 균형을 잡는 데 탁월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가령 절단 환자들의 재활훈련에 필라테스가 사용되기도 해

요. 똑바로 서 있거나 앉아있지 못하거나, 절뚝거리며 걷는 환

자들에게 몇 개월간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

는 사이 코어근육이 발달되다 보면 몸에 균형이 잡혀요. 그러

면 환자들의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척수 손상 후 방

광신경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도 필라테스를 통해 재활치료를 

합니다.”

코어근육이 없으면 몸의 골격이 바로 설 수 없다. 최근 현대

인이 호소하는 골반, 어깨, 목 통증은 대부분 몸의 균형이 무너

진 상태에서 계속 자세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심화된다. 코어에 

힘이 없으면 똑바로 앉기 힘들고,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리기 일

쑤다. 지금부터라도 코어에 힘을 기르고, 몸의 균형을 찾으라고 

윤 교수는 강조한다. 

“나이 들수록 운동은 필수예요. 운동한 날과 하지 않은 날이 

확연히 구분되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떤 운동이든 시작해보

시길 바라요. 운동은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힘들다고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더 힘들어요. 운동은 기본 에너

지를 유지해주면서도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에 에너지를 배가시

켜줍니다.”

사실 윤 교수의 취미는 필라테스가 다가 아니다. 새로운 분

야에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는 성향은 다양한 취미생활로 이어

졌다. 친구와 함께 시작한 발레는 토슈즈를 신고 혼자 연습할 

만큼의 수준이 됐고, 그 어렵다는 다리 찢기도 3년 만에 기어

이 성공시켰다. 한번 시작하면 뭐든 제대로 해내고야 마는 윤 

교수다. 

그중에서도 ‘첼로’는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의대생 

시절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통해 클라리넷을 배운 윤 교수

는 우연히 첼로를 잡았다.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비슷하고, 울

림통이 심장 가까이에 닿아 제대로 된 소리를 냈을 때의 전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

장 아름다운 소리 중 하나’다. 윤 교수는 그 매력에 여전히 푹 빠

져있다. 

“사실 운동이든, 음악이든 의사에겐 하나의 취미생활이 꼭 필

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루종일 진료실에서 아픈 환자들을 대하

다 보면 지치는 때가 와요. 특히 외과 의사는 수술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걸 풀지 못하면 계속 스스로를 갉아먹

게 돼요. 다양한 취미를 통해 주변을 환기해야 해요. 그게 의업

을 오랫동안 즐겁게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삶의 모토는 ‘해보지 않고 후회하지 말고, 해보고 후회

하자’다. 일단 일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

다 보면 결국 더 많은 걸 얻는다고 윤 교수는 믿는다. 그래서 그

는 다양한 도전과 경험이 두렵지 않다. 남들이 걱정했던 MBA 

학위 과정도 ‘잠시’ 고민하다가 ‘GO’를 선택했다. 후회는 당연

히 없었다. 오히려 삶에 활력을 되찾았다.  

“MBA 과정은 2017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마쳤어요. 의대 

교수라고 봐주는 건 절대, 전혀 없어요. (웃음) 똑같이 수업받

고, 똑같이 시험 봤죠. 저보다 젊은 분들에겐 열정을 배웠고, 저

보다 나이가 많은 분에겐 삶의 태도를 배웠어요. 특히 미래 의

료 전망에 대해 고민하고, 배울 수 있었어요. 다양한 전공의 학

생들과 교류하면서 세상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야를 얻을 수 있

어서 유의미했어요. 당시 좀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즐거운 시간

을 보냈어요.”

윤 교수는 우리나라 비뇨의학과 1호 여성 전문의다. 지금은 

여성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이 대학병원과 개원가에 고루 분포돼 

있으나 당시만 해도 드물었다. 비뇨의학과 ‘여성’ 전문의라는 타

이틀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야 했던 그다. 부담이 따

를 수도 있는 과정 속에서도 윤 교수는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한눈팔지 않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 모든 역량을 쏟으며 달렸다. 

“전체적인 과별 성별 분포도를 보면 여전히 여성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적은 편이지만, 과거에 비해 확실히 많아졌어요. 남

성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여성 비뇨의학과 전문의, 암 전문 여성 

비뇨의학과 전문의분들도 계세요. 지금 시대는 남녀 구별 자체

가 무의미해요. 본인이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충분한 능력

이 있다면, 생물학적인 성별은 사회적인 역할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낭만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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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후배들에게 ‘왕언니’ 같은 존재가 됐다며 윤 교수는 소

탈하게 웃는다. 이제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은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는 것이다.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선배가 돼야 하는데 아직은 어려워요. 

(웃음) 그래도 현재 목표 중 하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잘 정리하

고 탄탄하게 다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내가 걸어온 

길을 따라왔을 때, 그 길을 발판 삼아 무너지지 않고 더 높이 올

라갈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사

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교수는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의 꿈은 무엇일

까. 또 인생의 꿈을 몇 퍼센트나 이뤘을까.  

그는 망설임 없이 ‘0%’라고 답했다. 항상 하나의 꿈을 실현한 

뒤, 또 새로운 꿈을 설정해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 

교수의 꿈은 이루자마자 바로 ‘0%’, 리셋이 된다. 앞으로 살아가

는 동안 그는 언제나 꿈꾸는 삶을 지향할 것이다.  

“사소한 거라도 내가 하고 싶은 목표, 꿈을 하나 정해서 이

루면서 살아가려 해요. 그래서 되도록 젊게, 조금은 철없이 살

려고 하죠. (웃음) 여전히 낯선 곳에서 혼자 여행하길 즐기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요. 몰랐던 걸 알아

가는 과정도 너무 즐겁고요. 소박한 꿈이 하나 있다면 캠핑카

를 장만하는 거예요. 반려견 3마리와 캠핑하러 다니는 게 지

금 제 꿈이예요.”    

“첼로는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비슷해요 

좋은 소리를 제대로 냈을 때, 

합주를 통해 서로 좋은 

소리를 만들 때 

그때의 전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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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만 바라지 말고 스스로 꽃이 되자,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그곳이 꽃길

일 테니’ … 김 소장의 삶의 모토다. 그가 금천구보건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금천구에는 좋은 성과가 여럿 있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상급종합병원 유

치를 이뤘고, 의사회와의 관계도 전보다 돈독해졌다. 보건사업도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가 있는 금천구보건소의 꽃길을 기대해도 좋겠다. 

“의사회는 목표와 꿈이 같은 파트너입니다
동네방네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경 금천구보건소 소장

제2의 고향 같은 금천구 

2014년 7월부터 금천구보건소장으로 

취임한 김 소장은 금천구에 대한 애정이 

깊다. 결혼 후 전문의(마취통증의학과) 자

격을 취득 후 첫 아이를 낳고, 금천구 관

내 병원에서 마취과장으로 근무한 경험 

때문이다.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

던 시기를 금천구에서 보낸 터라 의미가 

크다. 그런 그에게 금천구 소개를 부탁하

자 막힘없는 대답이 이어진다.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남서단에 위치

하고 면적은 두 번째로 작습니다. 인구 25

만 명으로 인구 특성상 노인인구 증가율

이 서울시보다 높으며 저출산, 고령화, 건

강취약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관련 

사업 등을 고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종합병원 부재, 지역응급의료

기관 1개소 등 인구당 의료 인력이 적어 

의료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으로 금천구보건소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금천구보건소는 금천구청역 앞에 위치

해 지리적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금천구청과 함께 위해 구청과의 협력관계

도 수월하게 이뤄진다. 그 때문일까. 매년 

조사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보건기

관 이용률과 보건소 신뢰도가 높다. 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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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 김 소장은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7년 금천건강관리센터 오픈을 시작으로 주민건강관리 

원스톱 통합서비스의 시발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치매국가

책임제에 발맞춰, 치매 예방에서 관리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19년 전국치매안심센터 중 우수구에 선정

됐습니다. 매년 서울시 대비 높은 수준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 사업 추진 결과 감사하게도 2019년 서울시, 보건복지부

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금천구보건소는 건강한 임신 및 출산하기 좋은 환

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서울시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현재 모자보건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

다. 아울러 서울시 공모사업인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주민참여

형 사업), 비만예방 및 신체활동(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썬데이 

파크, 걷기 마일리지)에 적극 참여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

또한 김 소장은 상급종합병원 부재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으로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

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소 사업 및 교육 등은 축소 운영하거나 비대면 상담과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직원 모두 한마

음으로 단합해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 과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금천구의사회와 지역 여러 단체

에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 자치구 중 금천구는 확진자가 적은 편에 속해 

생활 방역으로 전환됐으나 최근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연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놓지 않고 있는 김 소장이다. 그는 코로

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주민들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 많다 

임기 동안 김 소장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발로 뛰

었다. 그 결과 손에 꼽을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대형 종합병원

이 없는 금천구 내에 상급종합병원 건립이 확정된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품어온 숙원사업이었다. 이로써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

률이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왔던 불명예를 없앨 수 있게 됐다. 

“상급종합병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881병

상 상급종합병원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2021년에 착공을 앞두

고 있지요. 관내 응급의료와 감염병 대응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쁩니다.”

두 번째로는 임신·출산 모아모아(母兒 More)서비스 체계 구

▲ 금천구 주민이 보내온 코로나19 대응 감사편지

▲ 강서구보건소 의약과장 시절 직원들과 함께 했던 밴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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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업이다. 획기적인 저출산 정책을 위해 현재 5가지 사업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그중에서도 임산부 대상의 친환경 식자재 지원사업과 국

제 모유수유 전문가 방문사업은 전국 최초의 사업입니다. 이에 

2018년 행자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지요. 올해 하

반기에는 건강한 출산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모자건강센터를 설치해서 원스톱 통합 영·유아·모성 서비

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많은 성과를 이뤄온 김 소장은 이에 배 불러 하지 않고, 또 다

른 사업에 열중할 계획이다. 특히 감염병예방관리센터 구축은 

향후 보건소의 중점 사업이 될 것이다. 사스, 메르스를 경험했

음에도 코로나19 초기에 선별진료시설, 의료장비, 의료인력 등 

기본 방역 여건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처럼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은 초기 단계부터 지자

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에 평상시에도 감염병 

예방 활동 교육 및 대응 훈련 등이 지역사회에 중요한 부분으로 

뿌리내려야 합니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김 소장은 감염병 안전공간을 마련해 상시 감염병 교육·예방 

활동 및 생활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료기관과의 유기적 체계를 구축, 금

천구 감염병예방관리센터 구축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의사회, 꼭 함께해야 할 파트너 

건강한 금천구 만들기에 의사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김 소장은 강조한다. 건강사회 구현을 함께 꿈꾸며 든든한 파트

너십을 다져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금천구보건소와 금천구의사회는 더욱 가까워졌다. 

“코로나19 대응 초기에 보건소 의사 선생님들의 공백이 있었

고 음압기 시설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아시고, 

유용규 회장님을 비롯한 의사회 소속 원장님들께서 주중, 야간

과 주말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또 관내 새움병원에서는 음압기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지면을 

빌려 많은 도움을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주민 대상 건강증진사업이

나 예방사업의 방향이 변화해야 한다고 김 소장은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그는 온라인 교육 등을 구상 중이다. 반가운 소식은 

금천구의사회에서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계시면 보건소뿐 아니라 구청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치료를 

적극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또한 공

단·의사회·보건소가 협약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지역사회에서 보건소와 의사회가 협력하길 바랍니다.”

김 소장은 보건소와 지역 의사회가 목표와 꿈을 같이하는 파트

너가 됐을 때 건강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

래서 임기 동안 의사회와 끝까지 꿈을 같이 하고 싶다고 말한다. 

“의사회와 든든한 파트너십을 다지면서, 보건소장으로서 최

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임기까지 건강하게 보건소를 이끌고 싶

습니다. 특히 금천구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

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선별진료소 앞이 아니고 건

강관리센터나 진료대기실 앞에서 어르신들과 주민들, 임산부. 

영·유아들을 뵐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 금천구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다

보건소와 의사회가 구민건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한다면  

건강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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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건강증진학교 관련 회의 치매센터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코로나19 대책 회의

해피워킹사업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금천건강관리센터 개소식 주민건강위원회 발대식

보건소장의 

하루



“보건소와는 즐거운 협력관계…
 남은 임기, 회원들을 위해 일할 것”

유용규 금천구의사회 회장 

금천구의사회는 작지만 강한 ‘강소 의사회’다. 2018년 취임한 유용규 회장은 이에 대한 자부심으로 회무를 이끌고 있다. 그

는 취임 후 의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다양한 사업을 시도, 안착시켰으며 보건소와의 파트너십도 다져나갔다. 모

든 일은 사람을 통해 이뤄진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자신의 몫에 최선을 다하는 유 회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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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회원들 지키겠다 

유 회장은 개원 2년 차에 의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의사

회장의 권유에 흔쾌히 응한 것이다. 반장부터 맡게 된 그는 학

술이사, 부회장을 거쳐 2018년 회장으로 취임했다. 의사회 활

동으로 물꼬를 튼 대외활동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개원의

협의회까지 이어졌다. 최근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부회장

으로서 박홍준 단장(서울시의사회 회장)과 함께 의협 수가협상

단으로 활약했다. 활동 반경이 확장되면서 주어진 업무가 늘었

지만, 그래도 그에겐 의사회 회장으로서의 업무가 1순위다. 

“코로나19로 의사회 활동에 제약이 큽니다. 올해 많은 계획

을 세웠는데 거의 할 수 없게 됐죠. 그래도 6월에는 금천구의사

회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당시 학술대회 개최 

전) 현재로서는 학술대회를 안전하고 유익하게 마무리하는 것

이 목표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 곳곳에 큰 변화가 생겼

다. 이에 유 회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적절한 사업을 펼쳐야 한

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는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제가 임기

를 마친 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서 금천구의사회 회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회원들에게 피

해가 가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코로나19 시대 속에

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돕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소 의사회’ 금천구의사회 

구로구로부터 분구된 금천구는 규모가 작다. 땅 면적 자체가 

작고, 인구도 적다. 25개구 의사회 중 아마 금천구의사회 회원 

수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회무 참여율은 상당

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유 회장은 금천구의사회를 ‘강소 의사

회’라고 정의한다. 

“학술대회나 송년회, 반 모임, 골프대회 등을 개최하면 언제

나 절반 이상의 회원들이 똘똘 뭉칩니다. 금천구의사회의 자랑

은 결속력입니다. 기업도 강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천

구의사회는 ‘강소 의사회’입니다. (웃음) 작지만 강한 의사회죠.”

유 회장은 작지만 더욱 강한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임기 동안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다. 기존의 유의미한 사업은 유지하되 새로

운 사업을 만들어나갔다. 병원 직원들과 함께하는 영화 관람, 상

임이사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회칙 개정 등이 있다. 

“금천구의사회가 출범한 지 25년이 됐는데, 회칙 개정이 없

었던 터라 현 시대에 맞는 회칙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회칙 개

정은 고문님들과 상임이사진들의 협조가 뒷받침돼서 어려움 없

이 진행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과별 모임과 홈페이지·애플

리케이션 활성화가 그 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모습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데 아쉬움이 큰 유 

회장이다.  

“구청, 보건소, 공단 등 유관기관과 유관단체와는 서로 잘 지

냅니다. 하지만 금천구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업을 꾸리기란 

쉽지 않더군요. 지역사회에 의사회가 자연스럽게 섞이고, 구민

과 같이 호흡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앞으로 의사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금천구의사회 연수강좌▲ 금천구보건소 방문간호사 당뇨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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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즐겁게 협력하는 파트너 

유 회장은 보건소와 의사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한다. 사실 그가 취임하기 전에는 금천구의사

회와 금천구보건소 사이에 이렇다 할 접점이 없었다. 그러나 유 

회장이 취임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신뢰’를 바탕으로 그는 보

건소와 소통에 나섰다. 

“금천구민과 금천구의사회 회원들에게 도움 되는 일이라면 

보건소의 제안에 잘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

니 그동안 하지 않았던 사업들, 깊은 대화가 필요한 사업들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시민건강포인트제, 1

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도했습니다. 또 보건소의 

우리동네 치매 안심주치의 사업에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했

습니다.”

▲ 금천구의사회 송년회

▲ 선별진료소 근무

▲ 금천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모든 건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으로 시작되고, 이어집니다. 

매사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죠.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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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회장은 의사회와 보건소는 목적이 같다고 말한다. 바로 

‘금천구민의 건강증진’이다. 그 과정에서 방법과 수단은 다를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을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

다. 서로 대화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

아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덧붙인다. 유 

회장은 의사회와 보건소의 ‘Win-Win’을 꿈꾼다. 

“지면을 통해 보건소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

다. 마스크 공급이 어려웠던 올해 초, 보건소에서 의사회에 귀

한 마스크를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요청한 드린 것도 아닌데 회

원들과 나누라며 보내주셨죠. 이후에도 몇 번 마스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게나마 보답하고자 유 회장은 상임이사진들과 돌아가며 보

건소에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선별진료소에 나갔다. 이처럼 서

로 돕고 돕는 파트너십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이바

지하고자 한다. 

“구민건강을 위해 지금처럼 보건소와 즐겁게 협력하며, 함께 

보람을 나누고 싶습니다. (웃음)”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 이뤄진다 

남문시장에서 약 20년 동안 개원 중인 유 회장은 단골 환자가 

많다. 긴 세월 원칙을 지키며 변함없는 진료철칙으로 환자들을 

대했기 때문이다. 

“‘환자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환에 대해서가 아니

라, 이 의사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진료하는지 아닌지를 다 안

다는 의미죠. 한 가지 검사를 권유하더라도 근거가 명확해야 하

고, 또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충분히 설명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의사가 정말 나를 위해 진료하는

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요.”

앞으로도 유 회장은 환자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환자이기 전

에 사람으로 대할 것이다. 이는 진료실 밖에서도 똑같다. 그는 

세상 모든 일은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사람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모든 건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으로 시작되고, 이어집니다. 

매사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죠.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서로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

하겠습니다.” 

유 회장은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다. 의사회 일도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의 몫이 되

겠지만, 지금 당장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봉사와 희생정

신으로 기꺼이 그 몫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는 다짐한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교육

▲ 금천구의사회 병의원 직원들과 영화 관람▲ 금천구의사회 골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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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vs Veteran & Prom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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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경희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전임의

최근 일상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전공의 4년을 마치고 현재는 산부인과 

펠로우 1년 차를 지내며 배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산과 수술 

집도에 참여하며 술기를 배우고 있으며, 하루 세 차례 외래 환

자들을 보고 당직을 서는 등 병원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현재 

산부인과 내에 전공의가 부족해 인력 보충에 참여하고 있다. 

작년 9월, ‘제105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일반부인과학부문 최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 

운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한다. 자궁근종치료에 대한 연구 내

용을 준비했고, 발표를 맡아 진행했다. 훌륭한 분들 속에서 배움

의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 값진 경험이었는데 상까지 받을 줄 몰

랐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의과학 분야에 대

해서 알게 됐고 관련 연구소에도 직접 찾아가 발품을 팔았던 기

억이 난다. 팀원들과의 수고가 좋은 결실로 맺어져 기쁘게 생각

한다. 특별히 산부인과 정민형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다. 바쁜 와중

에도 전공의들이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챙겨주시는 

것을 느낀다. 덕분에 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좋은 성적으

로 보답할 수 있게 돼 기쁘다. 과장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하

다. 함께 노력해준 팀원들에게도 감사하다. 

작년 10월, ‘전공의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돼 

영국에 다녀왔다. 인상 깊었던 일화가 있나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과장님의 제안

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병원의 바쁜 스케줄을 알기에 자리를 비

우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도 선뜻 먼저 좋은 기회를 제안해주셔

서 감사했다. 운 좋게 선발돼 영국 런던에 있는 병원에서 한 달

간 실습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지난해 9월, ‘제105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일반부인과학부문 최우수

연구상의 영예를 안은 경희대의료원 산부

인과 이슬기 전임의를 만났다. 성실과 겸

손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은 그만의 성장 비결처럼 반짝 돋보인다.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

자 꿈이라고 말하는 그는 배우고 성장하

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 힘든 상황 속에

서도 흔들림 없는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간다. 앞으로의 모

습이 더 기대되는 이슬기 전임의와 이야

기를 나눴다.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



영국 공공의료제도와 병원의 분위기였다. 의사가 마치 공무원 

같았다. 이 부분은 한국과 정말 다른 점이었고, 병원의 분위기

와 체계 또한 확연히 다른 것을 느꼈다. 모든 제도마다 장단점

이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과 영국의 의료제도를 비교하며 경험

할 수 있었다. 

현 의료계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아직 전임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견해를 가지기 부족하

나, 병원의 모든 과가 그러하겠지만 산부인과가 비인기과로 분

류되면서 필요한 의사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다. 비인기과

가 양성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면 좋겠다. 산부인과의 특성상 

위험도가 높은 수술이 빈번하다. 불가항력적으로 좋지 않은 수

술 결과를 보게 된다.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힘든 일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 관계가 빈번히 발생하고 법

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의

사와 환자 간의 갈등 대처를 위한 병원의 법적 보호 체계가 생

기를 바란다. 

의사로서의 삶이 궁금하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또는 꿈꾸는 의사상이 있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전공의 2년 차 시절 이야기다. 당시 

조산 위험이 높은 산모였다. 출산 전 두 달간 입원해 아슬아슬

한 조산의 위험을 넘기고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던 산모다. 퇴

원 후 우연히 소아청소년과에서 마주쳤는데, 건강하게 자란 아

이와 함께 감사 인사를 나눴던 것이 기억난다.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전공의 2년 차 때 이야기지만, 여전히 기억 

속에 남고 따뜻했던 에피소드로 남는다.  

꿈꾸는 의사상은 가장 기본에 충실한 의사가 되고 싶다.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갖춘 의사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 한국 

의료진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세계적인 재난 위기 

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 전문가가 되고 싶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체계를 알리는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고, 

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일원이 되기를 꿈꾸며 공부하고 있다. 그 

롤 모델이 바로 오랜 선배님이신 정의 교수님이다. 국경없는의

사회에 소속돼 해외 의료 봉사를 다니신다. 교수님처럼 실력과 

인품을 갖춘 의사가 되고 싶다.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가 있나

병원의 시계는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 그만큼 모든 과

가 힘들고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다소 힘든 산부인과에 지원해

준 전공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항상 많은 가르침

을 주시는 교수님들께도 감사하다. 

향후 계획과 목표 또는 개인적인 꿈이 궁금하다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현재의 시간을 성실히 보내고 싶

다.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되기 위해 앞으로 남은 시간 공부에 

성실히 임하고 싶다.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돼 세계 곳곳으로 

해외 의료 봉사에 참여하고 싶다. 무엇보다 가장 큰 목표는 훌

륭한 산부인과 의사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것에 도전을 멈추지 

않고 경험하며 배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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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vs Veteran & Promising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근 일상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녁 약속도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집과 병원을 오가는 매우 

단순한 동선을 유지 중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달

라진 일상을 살고 계실 겁니다. 

질병관리본부장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잘 준비된 상태였고, 무엇보

다 국민들이 큰 반발 없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실히 지켜주셨

습니다. 여전히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점차 안정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을과 겨울이 우려됩니다만 사회적 거리

를 유지한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향후 ‘사

회적 거리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겠지요. 

올 초부터 쌓은 방역 경험 데이터가 질병관리본부에 있으니, 이

를 바탕으로 제2의 코로나19 사태를 예방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

다.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지침과 이를 준수하는 규범이 필

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경북 지역과 같은 큰 확산은 없을 

겁니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규범과 국민들의 협조가 일심동체 

되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문가, 전문가 단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가짜뉴스는 공포와 혐오를 조장합니다. 전문가, 전문가 단체는 

이를 간과해선 안 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검증되지 않는 소문

들을 견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독감과 유사합니다. 추후 백

신과 치료제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2의 독감’과 같은 

질병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독감에 비해 치명률이 40배 정도 되

지만, 항간의 소문처럼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유독 심각한 질병은 

정 교수는 초지일관을 모토로 변심하지 

않고, 우직하게 걸어왔다. 결과가 중요한 

세상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더 중

요시했다. 다양한 주요 보직을 맡아오며 

솔선수범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 했다. 이

제 정년이 3년 남았다며 웃는 정 교수는, 

그간 맡아온 역할 중에서도 ‘환자를 보는 

의사일 때가 가장 좋다’고 말한다. 

“의사에겐 소명의식, 윤리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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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부디 너무 큰 공포와 두려움은 갖지 않길 바랍니다. 

적어도 40대까지의 젊은 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고령자, 기저질환자(고혈압, 당뇨 등)들은 분명 위험합

니다. 바라건대 내 가족이고, 이웃인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들을 

위해 젊은 분들도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사

회적 거리에도 성실히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 교육자, 연구자, 주요 행정 보직까지…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쌓아오셨습니다 

의료계 베테랑으로서 현 의료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적으로, 사회적으

로 명망이 높은 의료계 인사를 중심으로 하나의 회의체를 형성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의료계 인사들이 모여 의료계 전체

의 견해를 취합하고, 조정하는 회의체가 필요하단 생각을 해왔

습니다.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비중 있게 낼 수 있는 

조직이 꾸려지는 것, 하나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젊은 의사들, 혹은 예비 의사들에게 바라는 것입니

다. 냉정한 이야기지만 사실 의사가 큰돈 버는 시대는 지났습니

다. 의사는 물질 추구보다 소명의식이 앞서야 합니다. 물질, 즉 

금전적인 것들을 취하는 방법이 아닌 환자를 향해 달려드는 자

세를 배우기 바랍니다.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환자에게 

희생할 각오가 된 인재들이 의대에 진학하길 바랍니다.  

젊은 의사들에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소위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래도 

한평생 의사로 살아오며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환자 경험

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력 없는 의사가 될 수밖에 없

습니다. 의사 인생에서의 젊은 시절은 오르막길입니다. 고생하

더라도 언젠간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평소 제자들에게 늘 하

는 말은 ‘환자에게 푹 빠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푹 

빠져서 정신없이 진료하고, 치료했던 지식들이 평생 의사를 먹

여 살립니다. 저 또한 인턴, 레지던트 때 습득한 지식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지요. 20대 후반에 의사 생활을 시작했다면 40대까

지는 환자에게 푹 파묻혀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디어가 떠오르

고 연구·논문으로 이어지며, 환자를 잘 보는 의사가 될 수 있습

니다. 환자에게 푹 빠지고, 매사에 호기심을 갖길 바랍니다. 뭐

든 호기심이 발동해야 관심이 생기고, 해결방법을 도출할 수 있

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맡아오셨지만 

역시 환자를 볼 때가 가장 좋으시지요? 

당연합니다. 저는 의사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환자 등에 청진

기를 댈 때, 마음이 가장 편안합니다. 지금은 중환자를 보지 않

지만, 예전에는 중환자를 보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레지던

트 때는 병동을 돌아다니며 위급한 환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웃

음) 어디선가 CPR을 하고 있으면 그 환자를 중환자실로 데려가

곤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환자를 살릴 때, 사람이 사람

을 살리는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보람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환자는 약자입니

다. 의사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환자입니다. 그런 환자들에게 

측은지심을 갖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진료와 치료를 하는 것, 가

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머지않아 정년을 앞두고 계십니다 

제2의 인생, 개인적인 꿈 등이 있으십니까 

질병관리본부 시절, 비서진 중 한 명이 ‘본부장님, 취미가 무엇

입니까?’ 묻더군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대답할 만한 취

미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취미 생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흔이 넘어서부터는 헬스를 시작했는데, 

이후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고 몸도 만들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는 필라테스를 수련 중이지요. 특히 1년 전부터는 바이올린을 켜

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3년간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

이죠. (웃음) 

정년을 앞둔 지금, 의료 외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큽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활용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봉사라는 거창한 의미보다는, 그저 제 경

력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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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광진구의사회 총무이사 
           임성준신경외과의원 원장

단조로워진 일상을 보내고 있겠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이 많이 달라졌다. 여러 모임을 

제한하다 보니 개인 시간이 많아졌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날도 늘었다. 골프와 등산 등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을 자주 한다.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셀프세차’가 

주목받길래 한번 시도해봤다. 재미를 붙여서 요새 셀프세차를 즐

기고 있다. (웃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다른 일상이지만, 장

단점이 있는 것 같다. 

과거 건국의대 동창회장으로 

인터뷰했을 때도 총무이사였다 

6년째 총무이사직을 맡고 있다. 의사회에서 일하게 된 건 우연

한 계기였다. 광진구의사회에는 ‘청목회’가 있다. 매달 첫 번째 목

요일에 만나는 친목 모임이다. 거기서 총무이사직을 권유받아서 

의사회 일을 시작했다. 사실 의사회나 다양한 친목 모임이 아니

면, 같은 지역에 있는 의사라도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다. 청목회부

터 의사회까지 활동하게 되면서 지역 내 여러 선생님과 유대관계

가 생겼다. 서로 도우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의사회를 통한 변화다 

이외 다른 변화는 무엇인가 

의사회는 의사를 대표하고, 외풍을 막는 단체다. 거창한 사명

감은 아니더라도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책임감에 

따라 의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의사회 운영 시스템은 

물론, 전반적인 의료 환경을 알게 됐다.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야

가 넓어진 것이다. 

현 의료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의료계에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건국의대 동창회장으로 <서울의사>

와 한 차례 만났던 임성준 이사. 그는 그때

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냥 (열심히) 살

자’를 모토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원칙과 

소신을 유지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뒤처지

지 않고 자신의 견해와 활동의 저변을 넓

히고 있는 임 이사를 만났다. 

“의사로서 기본을 지키되

시대 변화에 발맞추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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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

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강

경한 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

면 어떨까. 특정 정치인이나 정책을 무조건 거부하고 비판하기

보다는 대화, 협상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 지금 국민의 눈높

이에서 의사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기득권 집단으로 비치고 

있다. 이 이미지를 깨길 바란다. 그래야 의료계에 힘이 실린다. 

지금 당장 의료계의 목적을 취하려는 강한 태도보다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한 걸음 물러나 협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의료계의 이득을 장기적으로 

하나씩 취득해나가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잘 협상

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의료계 인사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의료진이 희생했고 여전히 희생 중이다. 

이를 기회로 삼아 ‘의식주’의 ‘의’가 앞으로는 ‘의료’가 될 수도 있

다는 중요성을 정부와 국가에 각인시키며, 시대 흐름에 맞는 모

습을 통해 의료계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 

시대 흐름에 맞는 모습… 

동조하는 의사들도 많을 거다 

시대는 변했고, 또 변화하는 중이다. 진료 패러다임도 반드시 

변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요즘 진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슈가 많다. 미래 세대를 위해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진료 형태를 지향

해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다. 변화에 발맞추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제를 환기해보자 

진료실 밖에서 관찰해보니 

환자들에게 무척 젠틀한 것 같다 

환자들과의 신뢰 관계, 어떻게 만들어가나 

1993년에 의사 면허를 땄으니, 벌써 28년이 됐다. 지금은 의

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중요하단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의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몰랐다. 환자 말을 거의 안 듣고 내 

말만 했던 것 같다. (웃음) 

의사에게는 당연히 실력과 윤리의식이 기본인데, 이 기본만

큼 중요한 게 있다. 바로 ‘경청’이다. 환자의 말을 경청하는 태

도는 환자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한다. 사실 경험이 많을수록 환

자가 원하는 게 뭔지 눈치껏 빨리 알아챌 수 있다. 그럴 때 환자

의 말을 끊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환자가 원하는 게 뭔지 귀 기울여야 한다. 좋은 의사의 첫 번째 

스텝은 ‘들어주는 연습’인 것 같다. 잘 들어야 적절한 진료와 치

료를 제공할 수 있다. 환자의 말에 모든 실마리와 답이 있기 때

문이다. 

사실 원래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의사를 하면서 변했다. 다

양한 환자들의 삶을 보고 들으며 활동적으로 변했다. 환자들과

의 교류, 관계 형성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도 없었을 것이다. 

의사로서 꿈꾸는 삶이 있나 

의사로서는 지금처럼 살고 싶다. (웃음)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

터 ‘하늘을 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의대에 진학하게 돼서 꿈

을 이루진 못했지만, 여전히 천문학에 관심이 많다. 어쩌면 어릴 

적 꿈을 지금도 품고 사는 것이다. 여전히 우주, 별 등에 관심이 

많아서 망원경을 구입해 종종 하늘을 보러 다니기도 한다. 관련 

서적을 읽거나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의사로 살면서 천문학을 일상 속에서 즐기고 

싶다. 

천문학을 공부하면 

삶의 이치를 깨닫는다고 하던데… 

일상 속에서 즐기는 정도다. (웃음) 다만 천문학이 삶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끼치긴 했다.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큰 우주 안에서 

인간은 먼지만 한 크기도 안 된다.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일이 생겨

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세상사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자고 생각한다. 고로 ‘그냥 살자!’가 삶의 모토

다. (웃음) 단 ‘열심히’란 조건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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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티’란 닉네임은 황지민 작가의 또 다른 정체성이다. 연세의

대 시절 ‘만화 그리는 의대생’이었던 그는 다양한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서울의사>에도 매달 ‘4컷 디지

티’ 지면을 통해 만화 작품을 기고 중인 황 작가. 만화 속 사랑스

러운 주인공 디지티의 따뜻하고 유쾌한 분위기는 그대로지만 환

경은 달라졌다. 의대생에서 진짜 의사 세계로 전진하고 있는 것. 

그 무대는 미국이다. 

“본과 3, 4학년 사이에 미국국립보건원(NIH), 보스턴어린이병원

(BCH) 실습을 경험하며 뜻을 굳혔죠. 사실 미국행 결정까지 고

민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정말 좋았고, 동기들과 정

도 깊이 들었거든요…. 당시 미국 실습은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언어로 환자를 보고, 동료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엄

청 힘들더라고요! (웃음) 그런데도 ‘난 이곳에 와야겠다’란 생각

이 들었어요.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았죠.”

의대 졸업 후 본격적으로 미국 의사 도전기에 나선 황 작가는 미

국의사시험(USMLE)을 치렀다. 이후 미국에서 실습을 돌아보려 

했지만,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시간이 붕 떠버렸다. 그래도 

시험을 치렀다는 데 안도하는 중이다. 

의대생에서 레지던트, 의사로 넘어가는 기간을 두고 그는 ‘1년 

반의 과도기’라고 표현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의대생과 의사 사

이의 간극과 삶의 방식의 변화였다. 한국에서 의대에 다닐 때는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면 충분한 하루하루였다. 개인적인 고

민과 선택, 결정, 자발성, 적극성이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 그런

데 졸업하고 미국행을 준비하는 일은 달랐다.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설계해야 했다. 

“말 그대로 백지 위에 그림을 그려야 해요. 답이 정해져 있거나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불안감이 적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

까 자기 의심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도 과도기를 통해 정말 많

이 변했어요.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요.” 

변화를 이끌어낸 건 문화 차이다. 미국에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

을 스스로 찾아내고 먼저 행하지 않으면 소위 ‘병풍’이 된다. 적

당히 선배와 스승의 눈치를 보고 조용히 있는 자세가 미덕인 한

국 교육 환경에 익숙했던 황 작가에겐 낯설었다. 그들에겐 너무

나 자연스러워 보이는 적극적인 태도는 의외로 본능을 거스르는 

일처럼 어려웠다. 약간의 쇼크를 받았던 일화도 있다. 

“보스턴어린이병원에서 실습을 돌 때였어요. 본과 4학년생이 아

기 환자에게 ‘흉수천자’가 필요하다고 어필했는데, 교수님께서 

이뇨제를 사용해보자고 하셨죠. 그런데 본과 4학년생이 교수님

께 ‘전 흉수천자를 원해요!’라고 강하게 되받아치는 거예요! 정말 

‘헐!’이었죠. (웃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교수님께서 정말 친절하

게 ‘아기들은 위험도가 높다’며 자연스럽게 현장을 토론 분위기

로 이끄셨어요.”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되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

론하는 분위기에 황 작가는 큰 영감을 받았다. 교수부터 레지던

트, 의대생, 때때로 간호사들까지(미국은 인턴제도가 없다) 환자

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인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의대생도 환

‘뭐든 도전할 나이’라지만 사실 청춘들에게 도전은 쉽지 않다. 끝없는 자기 의심을 이겨내기 어렵

고, 치열한 경쟁 시대에서 불투명한 길을 걷다가 자칫 도태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

문. 보편적인 진로를 택하지 않았을 때 따라붙는 오해와 핀잔도 담대했던 마음을 금세 쪼그라들게 

한다. 그런데 황지민 작가는 기꺼이 도전을 택했다.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했다. 아직은 이룬 

게 없다며 수줍게 웃는 그이지만, 이 용감한 청춘에게 주어진 도전의 시간은 충분하다. 

황지민 작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도 제 판단과 선택을 믿고 도전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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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판단, 계획,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한다.  

“미국국립보건원에서도 전문과별 교수님들이 병동 복도에서 마

주치면 별안간 학술적인 토론을 벌이시는데… ‘와, 이거다!’ 싶었

어요. 처음엔 교수님들 앞에서 제 의견을 내는 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일 아닐까 싶었지만, 의사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앞으로도 수동성을 깨면서 제 선택과 판단, 결정을 잘 

개진해나가고 싶어요.”

황 작가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취하는 데 열중했고, 알을 깨고 나

오는 시간에 몰두했다. 

올해 그는 계획이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잠시 한국에 귀국한 상

태다. 그래도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매년 가을에 레지던

트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할 계획

이다. 또 존스홉킨스병원에서 보건학 석사(MPH) 과정을 준비 

중이다. 

씩씩하게 길을 개척 중인 황 작가지만 가끔 흔들릴 때도 있다. 세

간의 편견과 오해에 부딪힐 때가 그렇다. 하지만 스스로 고른 땅

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찾아다니며 성숙한 의사로, 

인간으로 성장 중이다.  

“미국행에 대한 편견이 많아요. ‘한국이 싫어서 미국에 간다’는 

게 대표적이죠. 또 ‘동양인 의사는 미국 의사 사회에서 주류에 속

하지 못한다’는 루머도 많아요. 솔직히 그런 말에 주눅이 들고 포

기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이나 미

국에서의 삶이나 똑같이 소중하고 동등한 가치를 지닌 길이에

요. 모 아니면 도로 미국행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게 맞는,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했을 뿐이죠. 또 실제로 저와 같은 길을 택한 분

들을 보면, 미국 의사 사회에 스펙트럼 넓게 진출해 계세요. 가

장 중요한 건 성공과 실패 확률이나 세간의 통념이 아니에요. 몇 

%(퍼센트)가 성공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고등학교 3학년, 몸이 아팠던 황 작가는 갑자기 진로를 바꿨다. 

의대에 진학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10대 시절 운명처럼 의사의 

꿈을 품게 된 그는 달리기 시작했다. 삶을 통틀어 가장 치열하지

만, 푸르름 가득한 구간을 달리고 있다. 가끔 주저앉고 싶고 흔

들릴 땐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곱씹는다. ‘인생은 바이올린과 같

다. 단, 무대 위에서 켜는 법을 배워야 하는’…. 무대 위에서 바이

올린을 켜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는 묵묵히 수련 중이다. 

“무엇 하나 확실치 않은 게 청춘인 것 같아요. 불확실성에 관대해

지면서 성장해나가길 바라요. (웃음) 아!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영화도 기억났어요. <패치 아담스>인

데요. ‘의사의 사명은 죽음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란 말에 정말 감명받았어요. 제가 꿈꾸는 의사상이기

도 해요. 연구하는 의사로서, 환자의 질병만이 아닌 사회적 맥락

도 공부하고 싶어요. 보건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한 시간 남짓, 인터뷰 내내 황 작가는 신나고 열정 가득했다. 미

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설렘이 그를 더욱 지배하고 있는 듯했다. 

훗날 자신을 멘토로 삼는 누군가가 생긴다면 ‘사회 초년생 같은 

열정과 꿈을 지닌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한다. 지금 황 작

가의 동력은 열정과 꿈이다. 그 동력이 그를 어디까지 이끌지 궁

금하다.    

│인터뷰 뒷이야기│

‘만화 작가’이기도 한 황 작가는 향후 만화의 플랫폼을 옮기고 싶다고 

말했다. 그간 한국 독자를 대상으로 작품 활동을 했지만, 영어권으로 

활동 방향을 넓히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의료정보 격차’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실감했기 때문. 조금 더 의미 있는 건강 정

보를 담은 작품을 제공하고 싶다는 황 작가의 행보도 지켜보자. 

NIH 실습이 끝난 후 팀과 찍은 사진. 교수들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방사선테크니션 등이 
하나의 팀으로 가깝게, 친하게 한 달을 보냈다.

보스턴에 하버드 부속병원들이 모여 있는 
longwood medical area의 전경. 최고의 아카데믹 
센터들, 큰 병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진료 
보고 연구하기 좋은 환경이다.

심장을 좋아하는 황 작가에게 NIH 교수가 몰래 
사준 선물. 포스트잇에는 From your 
IR(Interventional Radiology, 인터벤션영상의학) 
family라고 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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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작품으로 어린 왕자라는 동화책이 

있다. 작가는 헌사에서 레옹 베르트라는 친구에게 책을 바치는 

것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그래도 마음이 안 편했

는지 결국 타협을 한다: ‘어린 시절의 레옹에게’. 즉, 동화책의 형

식이지만 실은 어른들 위한 책인 것이다. 새해를 맞아 쓰는 신년

사인지라 잠시 현실을 벗어나 나도 이 글을 ‘어린 시절의 우리들’ 

에게 쓰고자 한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오기 전 여러 별을 거치면서 사람들을 만

난다. 첫째 별은 신하가 한 명도 없는 왕, 둘째 별은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자 자기를 찬양하기 위해 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

람, 그다음은 사업가, 먼 나라의 산과 강은 알고 있으나 자기 별

의 지리는 모르는 지리학자 등이다. 그러다가 일곱 번째로 도착

한 곳이 지구라는 별의 사막이었다. 거기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만나게 되고 그와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듣는다. 여우의 

말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 말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

지 않아’. 작가가 인생의 중요한 진리들을 여우를 빌어서 말한 것

은 여우가 갖는 꾀나 지혜로움의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최근 그 

책에서 한 가지 더 ‘여우’ 같은 말을 만났다: ‘네가 네 시에 온다

고 하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깃털같이 가슴을 스치면서 동시에 바위같이 가슴을 누르는 말

이다. 생각해 보라, 오늘 누가 네 시에 나를 찾아오겠다고 한다, 

같이 밥을 먹자고 한다. 흥이 생기고 힘이 나지 않겠는가. 이 짧

은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다. 우선, 네 시에 누가 온다

는 믿음이 나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 비 예보를 듣고 우산 챙기

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 돈을 갖다주고 잠을 편하

게 자는 것은 다시 찾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사소한 일도 하기 어려워진다. 의심과 걱정에 눌

리고, 방비와 방어를 위해 모든 내적 외적 자원을 소진할 수밖에 

없게 된다.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

한 실물 자산인 셈이다.

또, 네 시의 약속은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세 시와 네 시 사이

의 1시간은 희망으로 채워져 있다. 도래하지 않은 것, 손에 쥐고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사

람 이외의 짐승은 소망이라는 의식 활동이 없다. 배고플 때 즉시 

먹어야 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없다. 데이비드 호킨스

의 ‘치유와 회복’에 의하면 희망은 생명을 지지하고 부흥시키는 

의식이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생명

도 지지해 준다. 반대로, 희망의 부재는 나는 물론 타인의 생명

도 저하시킨다.

‘네 시’의 약속

임채만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중환자 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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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약속에는 사랑이 있다. 그것은 ‘너’라는 대상이 있

기 때문이다. 무인도에서는 사랑이 생겨나지도 필요하지도 않

다. 사랑은 ‘너’가 있어야 생기는 것이고 또 본질적으로 그를 향

하는 것이다. 사람이 그를 향할 때 옳고 그름의 프레임으로부터 

해방되고 영혼의 자유를 갖게 된다. 사랑이 사람을 이와 같이 만

드는 것일 때, 그 사랑은 진리 그 자체이다. 사랑이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너’를 잃어버릴 때이다. 사랑이 그가 아닌 ‘나’를 향

한 것이 될 때 자아라는 올무에 걸려들고 사람은 자유를 상실한

다. 그런 사랑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추하고 권태로우며 억압

적인 관계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사랑은 진지함의 문제가 아

니라 방향의 문제인 것이다.

믿음, 희망, 사랑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 항상 있을 것들, 

즉 영원한 것들이라 했는데 이 짧은 여우의 말속에 이 영원한 세 

가지가 다 들어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사람에게 온통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찬 시기가 있다. 바로 아이였을 때이다. 인

격의 완성은 아이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도 말씀

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다. 진정한 성숙은 노련해지는 것이 아니

라 네 시의 약속을 세 시부터 기다리는 마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이나 희망은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랑은 ‘너’를 필

요로 한다. 신하가 한 명도 없는 왕, 별들마저 달러로 보이는 사

업가, 지식은 많으나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는 학자, 이들은 각

기 다른 모습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자기의 별에 홀로 있는 사람

들이다. 혼자만의 별에서 자기 세계에 갇힌 존재, 이것이 ‘아이’

를 잃어버린 어른들의 딱한 모습들이다. 어린 왕자가 여러 별을 

거쳐 도착한 지구에는 111명의 왕,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

의 술꾼, 3억 1천 1백만 명의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작가

의 말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준다. 해가 가면서 나이는 먹으나 

아이다와 지지 못하는 모든 어른들을 향하여 하는 은유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의 엄정한 시험이다. 2019년이 우리에

게 묻는다: 애가 될 것이냐, 아이가 될 것이냐.  

   

※이글은 2020년 대한중환자의학회 사랑방 기고문 우수상 수상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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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티’를 만나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출몰하여 전 세계가 떠들썩한 지 벌

써 반년이 넘어간다. 현대인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사태에 

사회가 어지러웠던 만큼 학생들의 교육권과 안전에도 많은 위

협이 있었다. 그리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임시적인 온라인교

육 체제가 점차 자리 잡게 되었다. 필자는 본인과 주변의 직간

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학기간의 온라인 의학교육의 특징을 

고찰해보았다. 앞으로의 내용은 필자가 재학 중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한해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한 것이며 학교별 의학

교육의 방식도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미리 일러둔다.

이번 온라인강의는 사전에 녹화된 강의가 배포되는 동영상 

강의, 그리고 온라인회의 매체를 통해 진행되는 실시간 강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개인적으로 동영상 강의가 실

시간 강의보다 여러 면에서 훨씬 나았던 것 같다. 동영상 강의

의 경우 수업 중에 필기를 놓치더라도 얼마든지 반복재생해

서 들을 수 있다. 강의 속도를 느리거나 빠르게 자유롭게 조정

이 가능하므로 개인이 듣기에 편한 속도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시간대에 어디서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다. 이에 장시간 연달아 진행되는 대면강의보다 피로도가 훨

씬 덜하다. 또 개인 사정으로 수업에 부득이하게 결석하더라

도 동영상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충이 가능하

다. 의학교육의 특성상 대부분의 학생이 처음 접하면서 그 

양이 방대하고 어려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만큼 

온라인강의의 이러한 장점이 의학교육에서 더욱더 부각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실시간 강의의 경우 서버상태와 컴퓨터 사양이 교육의 

질에 영향을 준다. 실제로 기술적인 문제로 수업에 지장이 있

었던 사례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다. 원인은 서버 속도, 컴퓨

터 사양, 인터넷 연결 불안정, 정전 등으로 다양했다. 한두 번 

수업에 지장이 있었던 경우라면 수업 녹화 파일을 공유받음

으로써 피해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개인용 컴퓨터 사양의 문제

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곤란해진다. 실제로 필자의 경

우 기존의 오래된 노트북으로 강의를 듣는데 연결 불안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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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세대의 의학교육

신주윤 대한의과대학학생협회 총무이사

하루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예비의사,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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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편함이 커서 결국 새 노트북으로 바꾸게 되었다. 경제적

인 이유로 충분한 사양의 컴퓨터를 쓸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러

한 교육의 질 하락이 더욱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강의 모두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토론수업과 실습수업이다. 이들은 대부분 폐쇄되거나 다른 온

라인강의 또는 과제로 대체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거나 

직접 실습해보는 것이 글로 배우는 것보다 기억에 더 오래 남

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주 아쉽다. 본교의 경우 토론 수업

을 온라인회의 매체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커버하려고 노력했

으나 기술적인 문제, 교수와 학생들의 온라인 경험 부족 등으

로 진행이 순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의학지식의 이

해 이외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학습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만 쌓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

할 것이다. 실제로 본교의 경우 졸업 성과로 크게 7가지를 제

시하는데, 그중에는 의사소통 능력, 성찰 및 자기관리 능력, 

리더십도 포함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학교 안의 다양한 구성

원들과 접촉하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성장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았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이 많은 사람에게 시련을 

주었지만,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화가 임시방

편으로나마 시도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다윈의 진화론처럼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

가 발전해나가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다. 그 이후의 의학교육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코로나19 이전의 문화로 되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번 

2020년도의 교훈을 얻어 온라인 콘텐츠를 병행하는 것도 나

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는 

요건이 더 정비된다면 오히려 기존 대면 강의보다 더 좋은 학

습효과를 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토론, 실습 강의 

등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강의의 경우는 대면 강의로 진행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올해 천재지변 하에 시행된 이례적인 교육문화를 토대로 의

학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전 세

계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

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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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건축 명작

삼일빌딩(Samil Building, 1968~1970)
건축가: 김중업(1922~1988)

21



글│황보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청계천 변의 삼일빌딩은 종로의 랜드마크(Landmark)이자 한국 현대건

축의 상징처럼 잘 알려진 건물이다. (사진1) 1968년 착공하여 1970년 완

공된 삼일빌딩은 31층의 규모 그리고 110m에 달하는 높이로 한때 국내 

최고층 건물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 1985년 여의도 63빌딩의 완공과 

더불어 최고층 건물의 지위는 여의도에 넘겨주었지만, 구도심 내에서 삼

일빌딩의 존재감은 광화문 주변의 건물들이 재건축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유지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종로 일대의 재건축으로 인해 많은 고층사무

소건물이 들어섰고 그 덕분에 삼일빌딩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해진 듯하

지만, 1960년대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건축적 역량을 고려해본다면 여

전히 상당한 역사적 중요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1970년

대 고도경제성장기 한국의 역량은 청계천 주변에 분포되었던 수많은 공장

들에 의해 평가될 수 있겠지만, 그 생명력과 존재감은 삼일빌딩을 통해 시

각적으로 투영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삼일빌딩을 생각하면 필자에게 항상 떠오르는 건물이 하나 있다. 1990

년대 중반 학창 시절 영국 중부 셰필드(Sheffield)에서 건축 공부를 했던 

필자는 20층 높이의 큰 건물 13층에 연구실이 있었다. 더아츠타워(The 

Arts Tower, 1961~1966)로 불리는 그 건물은 대학 내에서는 물론 도시 

내에서도 가장 높은 건물이었는데, 건축학과의 규모가 커서 20층 건물의 

절반가량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2) 1966년 6월 아츠타워의 

개관식에는 영국 여왕이 직접 참석해서 축하해 줄 정도로 중요한 건물이

었고 지금도 큰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더아츠타워(1966)는 외관상 삼일

빌딩(1970)과 대단히 유사한데 이 건물의 형태는 이미 뉴욕에서 건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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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 더아츠타워빌딩(Uof sheffield)

사진 3 | 뉴욕 씨그램빌딩 파사드(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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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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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레버하우스 건물(1951)과 씨그램 빌딩(1958)의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사진 3-4)  

이 건물들은 건축역사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단히 중요한 건물들인데, 건축경제의 측면에서 건축 부재의 생산과 소비 및 유통 전

반을 근대적인 방식으로 혁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성재 건축부재의 성능개선과 공장생산을 통한 대량공급 그리고 공사기간을 

감축한 건식공정은 근대건축의 혁신적인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고성능 차폐기능을 가진 대형유리로 마감된 매력적인 표피는 커튼

월 공법을 적용한 결과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동시에 투명한 미적 감수성을 효과적으로 도시경관에 투영해 주었다. (사진5) 야간에 

실내에서 가로로 뿜어져 나오는 빛은 그야말로 도시의 생명력을 시각화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사진6)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은 

이미 1930년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1931)에서 현실화되었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의 육중한 이미지는 유리로 피복된 건물들과는 

확연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뉴욕 맨해턴의 씨그램 빌딩(Seagram Building, 1958)은 바우하우스가 나치 정부에 의해 강제로 폐교되기 전까지 마지막 교장을 

역임한 독일계 미국 건축가 미스 반 데르 로에(L. Mies van der Rohe)가 설계한 근대건축의 아이콘(Icon)이다. 파크 에비뉴의 넓

은 가로에 접한 38층 규모의 이 건물은 근대건축이 추구하던 가치관을 도시적 맥락에서 가장 훌륭히 현실화시킨 작품으로 손꼽히

며, 이 작품 이후 전 세계 곳곳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물이 속속 들어서게 된다. 건축을 공부하던 씨그램 그룹 회장의 딸이 부친

을 설득해서 미스 반 데르 로에를 건축가로 위촉한 것은 건축계에서는 유명한 에피소드이다. 이른바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을 대표하는 고층사무소 건축물의 전형으로 미스 반 데르 로에의 이 작품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하

는 동시에 건물의 표피에는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 대형 유리 패널을 도입하고, 자연광을 최대한 유입하는 반면 기계적인 환기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유리 패널은 기성재 부품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빛의 난반사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외기에 접하는 창문은 설치하

지 않는 대신 중앙관리되는 기계식 공기조화장치를 통해 실내환경 최적화도 고려했다. 외기가 유입되지 않아 쾌적성이 문제가 될 듯

했지만 오히려 외부의 먼지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기에 건물의 관리비는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청소관리의 편의성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건물 내외부의 시각적 연속성과 투명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해 낸 씨그램빌딩의 성공은 대형 유리 패널의 적정가 생산과 커튼 

월 공법의 일반화에 힘입어 전 세계적인 유행을 불러왔고, 미학적으로는 1920년대 유리패널 등장 이후 표현주의 건축가들을 중심으

로 항상 꿈꿔왔던 순수한 기하학적 외관을 성공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씨그램빌딩의 건축선은 당시 뉴욕시의 건축법을 준수해 가로에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지만, 대리석으로 포장

된 넓은 광장이 더해짐으로써 방문객들에게 깊은 공간감을 제공한다. 강철로 된 철골 프레임은 가로와 세로 모두 전례없이 긴 연속

사진 4 | 뉴욕 레버하우스(1951년 완공, sOM 설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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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견고한 재료의 속성과 달리 인테리어에 드러나는 물성은 상당히 부드럽고 섬세하며 심지어 연약한 감성까지

도 표현해 낸다. 건물 가운데에 설치된 코어공간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등 각종 서비스 공

간을 확보했다. 커튼월 공법 덕분에 사무실 공간의 탄력적 이용이 가능해져 오피스 랜드스케이핑(Office Landscaping)이라 불리는 

업무 중심의 개방식 사무실 운영도 가능하게 되었다.   

    파크에비뉴에는 이보다 앞서 1951년 미스의 건축 철학을 담은 레버하우스(Lever House, 1951~1952)가 건설되었다. SOM이 

설계한 24층 높이의 이 건물은 씨그램과 파크에비뉴 가로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데, 내열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외관 유리 패널 마감

이 대단히 유사할뿐더러 구조와 기능 모든 면에서 씨그램 건물의 건축철학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수십년 간의 시간이 흐른 덕

분에 이 건물들은 외부 유리 패널의 노후화 및 실내 설비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리노베이션작업이 진행되어 현재는 최초완공 시

의 모습 못지않은 매력적인 외관을 유지하고 있다. 최초 설계 시의 커튼월 공법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여 효과적으로 개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리노베이션 공사가 한창인 삼일빌딩 또한 외관의 유리패널을 모두 교체하고 각종 내부 설비의 교체작

업이 종료되면 다시 한번 최초 완공 시의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7) 이미 청계천로 주변에 많은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삼일빌딩의 존재감은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의 레버하우스(1951)와 씨그램빌딩(1958) 그리고 삼일빌딩(1970)은 근대 고층 사무소 건물의 전형적인 모습과 특징을 보여준다. 씨그램빌딩은 국제주

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을 대표하는 고층사무소 건축물의 전형으로 바우하우스(Bauhaus, 1919~1933)의 마지막 교장이었던 독일계 미국 건축가 L. 

미스 반 데르 로에(1886~1969)의 걸작이다.

■삼일빌딩(1968~1970)을 설계한 건축가 김중업(1922~1988)은 한국의 근대건축을 대표하는 건축가이다. 김중업은 일본과 프랑스에

서 건축교육을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근대 건축의 거장 르코르뷔지에의 파리 아틀리에에서 사사한 뒤 귀국하여 한국근대

건축의 향방을 잡아가는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표작으로 주한 프랑스대사관, 제주대학교 본관 및 서산부인과 의

원 등이 잘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 국가공헌훈장(1963)과 대한민국 산업훈장(1983)을 수훈했다.

※ 작품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85(종로구 관철동 10-2번지)

※ 사진 출처 |  사진 1: 황보봉(2019), 사진 2: Univ. of sheffield, 사진 3: www.arch2o.com, 사진 4: www.sOM.com, 

                   사진 5: 콜럼비아대학교 도서관, 사진 6: www.375 parkavenue.com, 사진 7: 황보봉(2020)

사진 6 | 씨그램빌딩 야경 사진 7 | 보수 중인 삼일빌딩(2020년 5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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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는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이자 정크푸드로 불리며 열량만 높고 건강에는 해롭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맛과 

영양까지 두루 갖춘 수제버거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남산서울타워와 서울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해방촌 수

제버거 맛집이 있다. 맛과 영양, 감성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유니온스테이션 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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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편집위원 추천 맛집 

일품 수제버거, 유니온스테이션 버거

유니온스테이션 버거는 전통적인 미국 버거의 맛을 담은 가게

다. ‘유니온스테이션’의 뜻은 미국 철도 황금시대 때 사용된 역 

이름으로, 이동 중 빠르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

차역 버거 문화의 본거지다. 그 유래와 전통을 이어받은 유니온

스테이션 버거는 미국 버거에 대한 사장의 각별한 애정으로 시

작됐다. 미국 전역 버거 유랑을 다니며 보고, 느끼고, 맛본 미국 

버거의 전통성을 유니온스테이션 버거만의 개성으로 재탄생시

켰다.

주방장의 추천 메뉴는 덴버버거다. 덴버버거는 프리미엄소고기

패티, 아메리칸치즈, 파인애플, 구운 버섯, 토마토, 로메인으로 

구성돼 있다. 한 방문자는 ‘평소 수제버거를 즐겨 먹는 편인데, 

유니온스테이션 버거는 촉촉하고 담백한 패티가 부드럽게 씹히

는 맛이 일품’이라며, ‘지인들과 재방문 하고 싶다’고 전했다. 

올해 2월에 오픈한 유니온스테이션 버거는 상반기를 돌아보며 

재정비 시간을 갖는다. 주방장은 ‘수제버거는 비싸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가격은 낮추고 맛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어 ‘착하고 합리적인 수제버거를 선보이고 싶다’며 ‘일회적 감동

이 아닌 꾸준한 맛과 서비스의 감동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만 알고 싶은 해방촌 수제버거 맛집

유니온스테이션 버거
추천

맛집

위치 | 서울 용산구 신흥로23길 16-3

운영 |  매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1시 

가격 | 덴버버거 9천 8백원 

 워싱턴D.C버거 9천 5백원  

      치즈프라이 8천원

      아메리카노 4천 5백원(2020년 6월 기준)

문의 | 02-565-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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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편집위원 추천 명소 

남산서울타워는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

지이자 서울의 상징물 역할을 해오며 서울시민의 문화 메카로

서 꾸준히 사랑받는 곳이다. 남산서울타워는 서울 시내 전 지역

에서 보이며 탑의 높이와 독특한 구조, 형태 등으로 인해 시민

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됐고, 내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제1의 

관광지다.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와 팔각정은 서울 시민이 즐겨

찾는 힐링 쉼터다. 

서울남산타워 옆에 나란히 위치한 팔각정은 모두가 찾는 사

색의 공간이다.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며 방문객들의 희로애

락이 서린 쉼터기도 하다. 남산 팔각정에서 바람을 맞으며 잠시 

쉬어가는 것은 어떨까. 남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서울의 드넓은 

전경은 답답했던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서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 남산서울타워 전망대는 방문 

필수 코스다. 남산에서 가장 높은 곳인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

서는 360도 스카이뷰로 아름다운 서울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

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멋진 풍경에 잠시 넋을 놓기도 하며 

잠깐의 여유로움을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남산서울타워 주위를 천천히 걷다 보면 따뜻한 햇볕과 바람 

소리가 마음을 편하게 한다. 북적이는 도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작은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이런저런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할 

때, 남산서울타워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자.    

힐링과 문화의 공간

남산서울타워
화창한 하늘과 높은 전경을 자랑하는 남산

서울타워는 사계절 내내 남녀노소 국적 불

문 다양한 방문객이 발 도장을 찍는 서울 

제1의 관광 명소다. 쉼과 위로, 즐거움을 

전하는 남산서울타워로 떠나보자. 

추천

명소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산공원길 105 남산서울타워

운영 | 매일 오전 11시~오후 10시

가격 | 무료(전망대 요금 별도, 어른 1만 1천원, 어린이 9천원)

문의 | 02-3455-9277



❶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속에 

호랑이가 있고, 죽은 이의 이름을 기억할 만큼 사람이 적던 시절

에 생긴 속담일 것입니다. 이제는 가죽을 남길 호랑이도 없고, 

죽은 이의 이름을 기억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름은 못 남기더라도, 인간이 확실히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것은 ‘쓰레기’입니다. ‘쓸-에기’라는 어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로 쓸어 낸 먼지나 티끌을 일컫다가, 못 쓰게 되어 내다 버릴 

또는 버린 물건을 이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❷    인간은 살아 있는 동안 언제나 쓰레기를 만듭니다. 선

사시대의 인간들은 동굴에 거주하면서 동굴 안쪽에 쓰

레기를 버리다가, 쓰레기가 차면 다른 동굴을 찾아서 이사를 갔

습니다. 그리고 조개가 풍부한 바닷가에서는 조개를 잡아서 까

먹고 쓰레기 더미인 ‘패총’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우주에 진출한 지 50년 만에, 지구 궤도는 이미 

18,000개 이상의 우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름 

1㎝ 미만의 우주 파편을 포함하면 166,000,000개 이상의 우주 

쓰레기가 지구 궤도를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쓰레기의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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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중국 삼국지의 제갈량이 인용했던 중국의 고대 문헌을 

보면, ‘재를 길거리에 버리면 사형’이라는 내용이 있습

니다. 과거에는 집마다 난방과 요리를 위해 항상 뭔가를 태우고 

있었으므로, 집마다 내놓는 재의 총량은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

했습니다. 이때 나온 재(즉, 쓰레기)를 길거리에 그냥 버리면 엄

벌로 다스렸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진짜 사형까지 시

켰으랴 싶기는 하지만요.

  중세 유럽의 길거리는 질척거리는 진흙탕에 사방이 ‘똥 밭’이었

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수도가 따로 없던 시절, 사람들은 창

문 밖으로 요강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하이힐과 양산이 

널리 보급되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인식과 함께 프랑스에서는 대혁명 이후 

시민들에게 거리의 분뇨와 쓰레기를 청소하게 하는 의무를 지웠

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인 1883년에는 ‘각 건물의 소유주들

은 전용 쓰레기통을 건물 앞에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법령

이 반포되었습니다. 이 법령에 대해 쓰레기로 먹고사는 넝마주

이들과 관리비가 늘어나게 된 건물주들, 추가업무를 맡게 된 관

리인들이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❹근대에 들어 도시화와 거대도시화가 진행되고 자본주

의의 발달로 절약경제가 소비경제로 전환되면서, 그리

고 화학의 발전으로 인간이 플라스틱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면

서 쓰레기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 문제는 더 이상 민간 영역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고, 위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정부, 

시민, 이해관계자들은 쓰레기의 처리를 놓고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다각도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이른바 폐기물 

산업, 즉 쓰레기의 수거와 폐기는 전 세계적 규모로 거래가 이뤄

지고 막대한 이권이 거래되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입니다.

❺쓰레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나름 세계적으로 유

명한 ‘네임드(Named)’ 국가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

는 세계 최고 수준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과 더불어, 작년 미

국 CNN이 ‘한국의 플라스틱 문제는 말 그대로 엉망이다(South 

Korea’s plastic problem is a literal trash fire)’라는 제목으로 크

게 조명한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山)’ 때문입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의 이 쓰레기 산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체

를 운영하는 부부가 정부에서 허가받은 처리량의 무려 80배를 

받아들였음에도 아무런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이 거대한 쓰레기 산을 단 3년 만에 쌓아 올렸다는 점은 놀랍습

니다.

  이 쓰레기 산은 쓰레기가 배출하는 메탄가스로 인해 항상 부분

적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중국 서유기에는 서역 어딘가의 ‘불타

는 산’과 관련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실려 있는데, 그 동쪽인 한

국에도 불타는 쓰레기 산이, 그것도 235개나 있습니다. 참고로 

의성 쓰레기 산은 문제가 불거진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그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❻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 쓰레기를 만들 듯이 의사는 진

료하는 동안 의료폐기물을 만듭니다. 아마 정신과 정

도를 제외하고는, 의료폐기물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폐기물은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보건위생을 

지키고, 개인적으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

연적인 부수물입니다.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의료폐기물을 ‘격리’, ‘위

해’, ‘일반’으로 나누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전문가로서 의료폐기물이 가지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알고 있

기에 이러한 엄격한 관리에 동의하고, 여러 불편을 감수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황당한 상황, 즉 폐기물을 폐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의 처리용량 포화가 직접 원인입니다.

  2008년 91,000t이었던 의료폐기물은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하여 2018년에는 226,000t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의료폐기물

의 92.87%가 소각, 7.12%는 멸균분쇄, 0.01%만이 재활용되고 

있는데, 전국 13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현재 최대소각가능

용량인 246,000t의 90%를 처리하고 있어 처리대기 물량을 고

려하면 사실상 포화상태입니다.

  수도권의 의료폐기물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상급종합병원 

등 초대형 의료기관들이 밀집되어 있어 배출량이 막대함에도 

권내 처리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거 지연으로 의

료폐기물 보관시한이 초과되거나, 감염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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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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은 원거리 운반이 빈번한 상황입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

면 처리를 위해 서울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인 280㎞를 이동하

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❼상황이 한계에 이르자, 정부는 작년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을 개정하여 의료폐기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회

용 기저귀 중에서 ‘비감염자’의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서 제외하여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발등의 불’만 끈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감염자의 일회용 기저귀를 처리할 시 일반 

의료폐기물에 준하는 처리 기준을 준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소각시설의 과부하 문제를 개개 의료기관의 

손을 빌려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한계에 다다른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아

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상 위험 관리가 중요

하다면 소각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보건위생상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폐지

해야 합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도 한두 번일 뿐, 부담을 개개 의

료기관에 떠넘기는 편법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임을 

정부가 명확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운전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주요소와 길 찾기를 한 번에 해

결해 주는 주유주유소를 소개한다. 주유주유소는 운전 중에 가

장 손쉽고 빠르게 주유소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운전 중 터

치를 최소화해 사고 위험을 줄이며, 현재 위치에서 가깝고 저렴

한 주요소를 안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 이상 도로 위에

서 가깝고 저렴한 주유소를 찾기 위해 헤매지 않아도 된다. 편리

함과 실용성을 갖춘 주유주유소가 있다면 고민해결이다.

주유주유소의 핵심 기능으로는 5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위치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또는 저렴한 주요소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주요소 브랜드별 리스트가 표시돼 평소 이용하는 주

요소 브랜드를 거리와 가격에 따라 비교해 이용할 수 있다. 세 번

째는 애플지도, 구글맵, 카카오맵, 티맵과 연동해 터치 한 번으로 

길 찾기가 가능해 편리함을 더했다. 네 번째는 주요소 찾기 범위

를 3, 5, 10km로 설정해 폭넓게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가로 모드 및 아이패드 지원이 가능해 편리하다. 

실생활에 편리함과 실용성을 더하는 주요주요소는 이용자들

로부터 ‘깔끔한 지도에 내비게이션 안내 목소리도 조용하고 경고

음도 마음에 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 번의 터치로 길 

안내를 해주는 주요주요소를 이용해보자.   

가장 가깝고 저렴한 주요소가 궁금하다면

주유주유소

사/용/후/기

∷ 채설아 서울시의사회 재무이사

찾기 설정을 거리순으로 할 수도 있고, 경유나 

휘발유 등의 오일 타입으로 선택하거나 특정 주

유소 브랜드로 검색할 수도 있어 매우 편리하다.

◼ 주유주유소 사용 방법 ◼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및 앱 스토어에서 ‘주유

주유소’ 검색 후 다운로드 → 시작 화면에서 기

본 ‘유종’과 ‘내비게이션’ 설정 → 왼쪽 상단 ‘가

격순’과 ‘거리순’ 보기 버튼으로 원하는 설정 클

릭 후 확인→ 오른쪽 상단 ‘설정’에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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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애플리케이션



A p p l i c a t i o n

❶  시작 화면에서 기본 유종과  

 내비게이션 설정

❸    왼쪽 상단 버튼 클릭 후  

 가격순 보기

❷  왼쪽 상단 버튼 클릭 후  

 거리순 보기

❹  오른쪽 상단 설정에서 세부 내용  

 변경 가능

❶ ❷

❹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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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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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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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Story 

강재원 KPGA 프로

(jtbc골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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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골프스윙을 위한 알맞은 근육 사용법과 올바른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다. 일반적으로 골프스윙을 위해 큰 근육을 움직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깨 회

전 또는 하체 부분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

연 골프클럽을 움직이기 위해 큰 근육을 모두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요. 이 물음에 

상식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스윙에서 필자가 자주 언급하는 

돌팔매와 쥐불놀이는 진자 운동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것도 온몸

을 사용해서 들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 속 존재하는 힘은 사람의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관성의 힘, 중력 등 환경적인 힘이 합쳐져 존재합니다. 이것은 골프

스윙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골프채를 올바르게 잡은 후 지렛대의 원리

와 같이 도구와 환경적인 힘을 이용해 골프스윙을 한다면, 큰 근육을 움직이지 않아

도 이전보다 수월하게 골프클럽을 움직여 멋진 골프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골프스윙은 골프클럽이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이느냐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

습니다. 골프클럽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큰 근육을 모두 움직일 필요가 없

습니다. 골프클럽의 무게가 제각기 다양해 몸에 맞는 골프클럽을 고른다면 힘이 

약한 아마추어들도 무리 없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골프클럽이 무겁다는 이유로 굳이 큰 근육을 움직여 골프스윙을 한다는 것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올바른 골프스윙은 몸의 작은 움직임을 이해하고 느끼

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몸이 방해 동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판단도 상당

히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아마추어가 몸을 잘못 움직이면서 올바른 골프스

윙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프스윙은 몸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함께 

만들어집니다. 몸의 모든 근육은 연결돼있기 때문입니다. 근육과 뼈를 잇는 연결

고리의 역할은 관절이라고 합니다. 신체구조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특성을 고

려할 때 몸의 자연스러운 연결동작이 멋진 골 스윙의 결과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입니다. 지나치게 몸을 따로따로 움직인다면 오히려 어느 한 부분이 걸리거나 또

는 끊기는 등 전체적으로 방해동작을 만들게 될 뿐입니다. 자연스러운 몸의 움직

골프스윙은 큰 근육? 
작은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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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근육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큰 근육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프스윙에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골프클럽을 움직

이기 위해 굳이 큰 근육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의 움직임과 

작은 근육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기본기가 잡히면 골프클럽을 다

루는 것이 이전보다 가볍고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골프클럽을 움직이려면 역시 잘 잡는 그립의 역할이 중요합니

다. 기본자세 또한 마찬가지로 큰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움직임에 해당하는 그립을 시도할 때 몸 전체가 움직이게 된

다면 올바른 골프스윙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 자세와 스윙에 

필요한 근육을 적재적소하게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그립의 경우는 작은 근육의 움직임으로 더 쉽게 골프

스윙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근육의 움직임이 올바른 골프스윙의 중심축이 되며, 이는 곧 멋진 스윙을 탄생

시킵니다. 이와 같이 무겁지 않은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 적절한 근육과 필요한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도끼나 해머같이 무거

운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면 당연히 최소한의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움직

일 것입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골프스윙을 할 때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다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

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큰 근육의 움직임이 많을수록 골프스윙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

습니다. 골프스윙 연습 중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 대체로 나이 때문이라는 이유와 몸치라는 이유를 많이 듣습니다. 하

지만 골프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결과적으로 골프란 도구를 활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몸의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몸 자체의 움

직임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큰 근육의 움직임을 강조한다

면, 몸의 움직임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 골프가 더욱 어려워지고 골프의 매력을 느끼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올바

른 자세와 근육 사용법을 익힌다면 골프에 재미를 붙일 수 있습니다. 필자가 추천하는 작은 움직임은 바로 양손입니다. 백스

윙 할 때 양손으로 클럽을 들어 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작은 근육인 손으로 골프클럽을 들어 올려

본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큰 근육이나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누구나 쉽게 골프클럽을 작은 근육인 손의 

느낌으로 무겁지 않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근육인 양손으로 골프클럽을 들어 올릴 수만 있다면 골프의 다

운스윙에서 역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골프스윙을 따라 하고 연습한다면 그저 어깨나 상

체 전체를 크게 움직이려는 방해 동작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하지만 작은 근육의 움직임이 모여 큰 근육의 움직임을 만든다

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 골프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근육을 섬세히 다루는 연습과 큰 근육을 올

바르게 사용하게 된다면 멋진 골프스윙을 해낼 날이 머지않을 것입니다. 작은 근육이 큰 근육을 움직이게 한다는 비밀, 어쩌

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맛도 좋고 가격도 착한 구로시장

구로동에 위치한 구로시장은 1960년대 생긴 전통시장으로 50년 

역사를 자랑한다. 주요 품목으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의

료 및 중국식품 등이 있으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장

인 만큼 소문난 맛집과 특색 있는 점포들이 많아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최근 현대화 사업을 통해 대형

마트 못지않은 편리하고 깨끗한 쇼핑환경을 고객들에게 제공 중

이며,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구로시장은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살

려 문화, 관광, 특화 상품 등과 연계된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전

통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구로시장의 떡볶이 골목

모든 시장마다 그곳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유명한 음식이 존재

한다. 구로시장 떡볶이 골목 중앙에 위치한 ‘칠공주 떡볶이’가 그 

주인공이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온 구로시장 칠

공주 떡볶이는 변하지 않는 맛과 가격으로 시장 방문객들의 발

길을 사로잡는다.

전통과 활기가 공존하는 

구 로
시 장

1962년 개장한 구로시장은 구로공단의 발전과 함께 오

랜 시간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1960년대 중반 공단이 조성되며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

성됐고, 70~80년대 구로공단이 한국 수출산업의 전진

기지로 번성하며 호황을 누리던 곳이다. 허기를 달래

고, 막걸릿잔을 기울이며, 생필품이나 새 옷 등 고향에 

가져갈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늘 붐비던 시장의 역사

를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 속에서도 활기를 잃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구로시장의 비결은 무엇

일까. 그 현장으로 들어가 봤다. 

Market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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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시장 명물 떡볶이를 맛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 

가게 앞은 늘 문전성시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으로 시

장의 정감을 느낄 수 있다. 칠공주 떡볶이의 오랜 손님은 ‘칠

공주 떡볶이의 오랜 단골이다. 오랜 시간동안 맛이 한결 같

다. 칠공주 떡볶이를 먹기 위해 항상 현금을 챙겨서 시장을 

찾는다’고 전했다. 떡볶이 외에도 튀김, 꼬마김밥, 어묵 등 또

한 맛볼 수 있다. 작지만 큰 행복, 구로시장 떡볶이 골목에서 

맛있는 한 끼 어떨까. | 위치 |  서울 구로구 구로동 736-1

| 영업 |  오전 12시~오후 12시(월요일 전체 휴무)

| 문의 |  02-868-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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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만드는 

월간 서울의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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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만드는 전문의료 매거진

9SEPTEMBER  2019                Vol.48

낭만닥터

김지선 맘편한내과의원 원장

서 울 의 사

아름다운 人터뷰

윤원몽 윤의원 원장 

서울의사, 함께 갑시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Young vs Veteran & Promising

홍   관 대한전공의협의회 여성이사

김영태 서울시의사회 학술 부회장

동호권 동대문구의사회 총무이사특집 세계패혈증의 날

홍성진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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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매거진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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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의사> 7월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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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7월 24일(금)까지

                   (24일 이전 소인에 한정)

보내주실 곳 : (04165)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907호 

                  <서울의사> 편집부

Tel : 02-3272-2052 

Fax : 02-3272-2053

E-mail : seongju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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