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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의료원 소식

왕희정 암센터장

간이식 분야의 명의로 장기이식 센터장과 

간이식 및 간담도외과장으로 재임 중인 

왕희정 암센터장이 표지를 장식했다.

표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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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4년 11월 창간한 의료원소식지는 의료원의 다채로운 소식과 분야별 의학·건강 정보를 

담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훌륭한 가이드로써 22년간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원내 의료 성과를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거점 병원 소식지로써 협력병원 및 기관, 

그리고 의료원 식구들에게 최신 의료 정보를 공유해 지역 의료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소식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최선의 진료를 다하는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알리고,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창구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보다 수준 높

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는 모든 의료인 여러분 그리고 아주대학교의료원을 

믿고 신뢰하는 많은 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의료원소식지를 발행하는 일은 곧 의료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과 같습니다. 소식지의 역할과 중

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며 2016년 여름,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되었습니

다. 새 단장한 의료원소식지는 단색 소식지 형태에서 벗어나 컬러 지면으로 바꾸어 시대의 흐름

을 반영하였으며 보다 쉽고 편안하게 다가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는 아주대학교의료원을 

널리 알리는 발판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아주대의료원 소식>은 다양하고 심도 높은 의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또한 활발한 정보 공유와 상호 소통을 통해 지역 의료계의 발전에 보탬이 되

고자 합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아주대의료원 소식>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   희   석

환자의 건강을 기원하는 

우리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담아 “활발한 정보 공유와 상호 소통의 창구

<아주대의료원 소식>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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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는 바로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기관으로서 유해 

물질 등에 의해 염증이나 손상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인지 

유독 우리나라에서 다량 사용된 것은 수증기가 많이 발생해 

빠르고 확실하게 가습이 되는 제품을 선호하는 한국 소비자 

특성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여러 가습 방법의 장·단점과 관리 

수칙 그리고 초음파식 가습기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홍보·

교육이 부족한 것도 요인이 될 수 있다.

2011년 7월에 다수의 임산부를 포함한 10여 명에게 원인 미상

의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하자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다.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은 양측 폐에 염증성 

액체가 광범위하게 차는 폐 부종으로 산소 부족이 오며, 진행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폐 손상과 폐 섬유화를 도래하는 매우 치

명적인 증후군이다. 원인은 폐렴, 패혈증, 심한 외상, 대량 수

혈 등을 꼽을 수 있다. 당시 발병 환자에서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했는데, 역학 조사와 동물 실험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가 원인임을 알아냈다고 한다. 담당 의료인과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 기관 담당자들의 많은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

고 생각한다.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할 때 

법률 용어로 ‘합리적인 의심’이란 말을 종종 사용한다. 이는 ‘유

죄가 성립하려면 논리적·상식적으로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호흡기내과 의사로서 부끄러

운 사실이지만 우리 가족은 당시 가습기 살균제를 몇 년간 거

의 매일 사용했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아무도 호흡기 쪽으

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는 점이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가

습기 살균제를 정말 많은 사람이 썼고 실제 연 사용 인원은 거

의 8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사망을 초래

할 정도로 호흡기에 치명적 독성이 있다면 호흡곤란 등의 증

상을 느끼는 사람이 적어도 수만 명은 될 것이며, 이들이 확

인이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이었을 

텐데 발표 전후에는 그렇게 큰 반향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

다. 폐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며, 약제 종류나 사용 기간, 사용

량, 사용 공간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전제로는 설명하

기 어렵다. 물론 현재는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거론되며 수

백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뤄진 경우가 많다. 외국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를 보

면 비슷한 성분의 약제가 아직도 버젓이 팔리고 있다. 

물론 이런 물질에 호흡기가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지

만 동물 실험을 거쳐 이미 논문으로도 발표된 지금에도 마음 

한구석의 의문을 떨칠 수가 없다.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

생한 데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은 아

직 못 다 맞춘 퍼즐 조각처럼 분명히 남아있다. 이는 여러 사람

이 노력해 도출한 결과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유추되는 의문까지 풀어내는 것이 그 결과에 더 큰 가치를 부

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러한 의문을 스스로 제기하고 

또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우리 호흡기내과 의사의 

의무이다. 

어쨌든 이러한 사태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큰 교훈이 되었다. 

앞으로 환경 위생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몸을 무

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없다. 이전에 세월호 사건이 그랬듯 큰 희생을 

치른 후에야 비로소 문제를 깨닫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

도록 우리 모두 각성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의 원인 

미국에서 장기 해외 연수를 시작한 2004년이었다. 비염과 아

토피가 심한 딸을 위해 전자 제품 전문점에 들러서 가습기를 

샀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초음파식 가습기와 좀 달랐다. 이는 

증발형 가습기로 물 위에서 팬을 돌려 가동하는 방식이라 수증

기가 잘 보이지 않고 소음이 상당히 컸다. 결국 다음날 한국계 

대형 슈퍼를 찾았다. 아니나 다를까. 초음파식 가습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미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조용하고 수증기 

잘 나오는 초음파식 가습기를 잘 안 쓰는지 의아했다. 

가습기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단순히 물을 데우는 원리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합리적 의심

글 박광주 교수(호흡기내과학교실)  일러스트  한하림

합리적으로 유추되는 의문점까지 풀어내는 것이 그 결과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러한 의문을 스스로 제기하고 또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명해야 하는 것이 

우리 호흡기내과 의사의 의무이다. 

선인재 칼럼

호흡기내과학교실 박광주 교수는 

만성 폐 질환, 중환자 치료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호흡

기내과 전문의. 현재 아주대학교병원 폐센터장이자 아

주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내과 주임교수 겸 임상과장

으로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인 가열식, 팬으로 수분을 방출하는 증발형 같은 것이 있고 우

리가 주로 사용하는 초음파식 가습기는 물을 진동시켜 수증기

를 발산하는 방식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데다 분무량이 많아 

가습 효과가 높다. 반면 과도하게 수분을 방출할 수 있고, 세

균이나 독성 물질이 바로 공기 중에 유출되기 쉬워 세척을 자

주 해야 한다. 사람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넣은 것도 그러한 이

유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증기만 발산하는 증발형이 보건·위

생상으로는 더 안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살균제 사용의 

필요성도 적고 사용하더라도 방출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

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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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희정 암센터장 

치료를 넘어 ‘치유’로 

아주대학교병원은 간센터, 위암센터, 대장암센터, 폐센터, 유방암센터, 부인암센터, 통합의학센터까지 

총 7개의 센터를 두고 세분화된 암 진단·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를 총괄하는 왕희정 암센터장에게 암센터의 현황에 대해 물었다.

정리 임은혜   사진 황원

센터를 말하다

2011년 보건복지부 선정 지역 암센터로 선정된 이래, 센터는 어떻게 발전해왔나.

아주대학교병원 암센터는 암 예방과 치료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다. 차별화된 맞춤형 진료 시스템 도입 등 환

자 중심의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 암센터로서 암 환자와 가족, 경기도 내 지역 주민을 위해 암예방, 

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등과 같은 암 관련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 대표기관으

로 역할을 수행 중이다. 보건소, 보건의료 관련 기관, 지역사회 생활터전과 연계를 통하여 암 대상자의 효율적 발굴, 

예방 활동, 재가 암환자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암 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

하고 있다.

암센터장이기 이전에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이기도 하다. 진료나 치료 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환자가 의사를 온전히 신뢰하고 동반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의료진과 서비스 구축자가 

암 환자의 심리를 공감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환자가 병원 절차에 맞춰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환자 개인별 

상황에 맞게 상담하고 치료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암 환자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암 진단을 받은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암은 인생에 다가온 하나의 어려운 환

경일 뿐. 가족과 담당 의사와 혼연일체가 돼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정한 뒤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여기서 최선이라는 말은 환자의 상황에 맞게 가장 확률 높은 치료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환자가 자신의 삶 속에 주치의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방법을 선택을 할 때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다.

타 병원 암센터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이 있다면.

아주대학교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대 암 부문 적정성 평가에서 매년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고 있다. 진

단, 수술, 항암요법 등 다양한 평가 지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타 병원에 비해 평균 입원 일수가 짧고 입

원 진료비도 저렴하다. 특히 고난도의 기술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복강경이나 내시경, 로봇 수술 등을 활용한 

최소 침습 수술로 합병증을 줄이고 비용과 재원 일수를 줄여 수술 받기 좋은 병원임이 입증됐다.

암센터의 목표에 대해 알고 싶다.

지역암센터의 암 관리 프로그램을 비롯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시설을 기반으로 암 환자의 원스톱 서비스, 개

인별 맞춤 치료, 윤리적 치료 및 평생 관리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 암센터 안에 

환자를 위한 고유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환자 입원, 검사 같은 시스템도 당일에 가능하도록 구상 중이며, 앞으로도 

환자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암센터가 될 것을 약속한다.

왕희정 암센터장 

1994년부터 지금까지 2,500건 이상의 간 절제술과 450건 이상의 간이식 집도를 주도했다. 미국 피츠버그대학 간이식센터에서 

연수했으며, 간암, 간 내 결석, 담도 질환 및 간이식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간암 환자에 대한 해부학적 간 절제술 체계화, 분자

표적 항암제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연구를 이끌어 왔다. 현재 암센터장으로서 환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암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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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센터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치료 표준 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진료 평가에서 위암 치료 1등

급을 유지해온 위암센터. 이는 소화기내과, 위장관외과, 종양혈액

내과, 병리과 등 타 과와의 긴밀한 협진을 바탕으로 격주로 다학

제 학술집담회를 여는 등 치료의 질을 철저하게 관리해온 덕분이

다. 위암 치료법을 연구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3년, 아주대학교병원의 위암 표준 진료 지침을 개발한 

데 이어 위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위암 치료 표준화’라

는 쾌거를 이뤘다. 다양한 치료 방법도 위암센터의 자랑이다. 환

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환자 상태와 암 진행 정도에 따라 각

기 다른 치료 전략을 세운다. 가령 임파선 전이 가능성이 낮은 조

기 위암 환자에게 내시경 점막 하 절제술과 복강경 또는 로봇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한상욱 교수 팀의 경우 숙

련된 기술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조기 위암 환자에게 100% 최

소 침습 수술을 한다. 최근 내시경 절제술과 복강경 수술을 결합

한 하이브리드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학계, 환자 모두의 이

목을 집중시켰다.

전체 위암 환자의 10%에 해당하는 말기 
위암, 진행성 위암 환자에게 적극적인 항암 
화학치료와 표적 치료, 국소방사선 치료를 
적절히 시행해 치료의 효과를 높입니다

한상욱 위암센터장 

경이로운 성과는 다른 과와의 바람직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대장항문외과, 소화기내과, 종양혈액내과 등과 
긴밀한 협진을 이어가겠습니다.

서광욱 대장암센터장 

믿을 수 있는 암 치료의 정석

아주대학교병원 각 분야별 암센터는 암 환자의 치유를 위해 끊임없이 정진한다. 

풍부한 노하우와 탁월한 실력을 기반으로 부서별로 활발히 협진하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각 센터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정리 임은혜   사진 황원, 홍보팀 제공

아주대학교병원 암센터

간센터

풍부한 노하우와 탁월한 실력 겸비

아주대학교병원 간센터는 간암뿐만 아니라 급·만성 간염과 간경

화, 간이식 등으로 세분화된 의료진이 간 질환을 통합 관리한다. 

간 질환 통합 관리를 위해 소화기내과와 간이식 및 간담도외과, 

영상의학과와 방사선종양학과가 활발히 협진하고 있다. 소화기

내과에서 주치의가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해 환자의 질환을 빠르

고 정확하게 진단하면, 명의로 알려진 왕희정 교수가 이끄는 간

이식 및 간담도 외과에서 수술을 진행한다. 

간이식 및 간담도 외과는 간 질환 관련 풍부한 수술 경험과 탄탄

한 실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혈액형이 다른 사람끼리의 간 

이식에 성공하는 등 선도적인 성과를 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사망률 평가에서 아주대학교병원의 간암 사망률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센터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복강경 

간 절제술, 로봇 간 절제술 등과 함께 최소 침습적 치료를 진행하

며 간암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적극적인 치료로 만든 경이로운 성과 

대장암센터는 개원 당시부터 방사선종양학과와 함께 직장암 환

자에서 수술 전 항암 방사선요법을 시행해 직장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해왔다. 종양의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 수술하는 이 

치료법은 현재 직장암 환자의 보편적 치료법으로 단단히 자리 잡

았다. 대장암센터의 강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료 시스템이

다. 대장암 전문 코디네이터와의 상담 후 첫 환자가 당일 병기 진

단 검사와 수술 전 검사까지 마치고 결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진

료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암 세포가 다른 부위로 전이된 말기 암 환자의 경우라도 타 

과 전문의와 협력해 적합한 수술을 실시한다. 그 결과 1기 대장

암 5년 생존율 100%, 2기 87%, 3기 71%에 달하는 높은 생존율

을 기록 중이다. 최근 실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술사망률 

평가에서 대장암 실제 사망률이 0%로 조사됐는데, 이는 예측사

망률이 높은 말기 암 환자를 적극 수술하고 있음에도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급격히 낮춘 경이로운 성과다. 

대장암센터

국내 최고 수준의 특화·전문화된 
간암 치료시스템을 갖추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해 환자에게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원 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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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 서비스 

일찍이 유방암 분야에서 특성화·전문화된 진료 시스템을 구축한 

유방암센터는 2000년 유방클리닉 개설 후 2006년 유방암센터로 

개편해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아주대학교병원 유방

암센터는 경기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유방암센터로서 1년에 500

여 명의 유방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유방암센터에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세심한 진단을 거쳐 

환자별 맞춤형 치료를 실시하며 유방암 치료율을 끌어올린다. 동

시에 유방암 치료 후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방외과, 종양혈액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성

형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각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긴밀하

게 협진 체제를 유지한다. 또한 재활의학과, 마음건강클리닉, 통

합의료센터 등과 연계해 환자 치료 과정이나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삶의 질 문제까지 꼼꼼히 보살펴 치료 후 관리까지 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방암센터

부인암센터

신속·정확하고 성공률 높은 암 치료 

부인암센터는 매달 정기적으로 부인암 환자의 치료 방향을 결정

하고 예후를 평가하기 위한 튜머 보드(Tumor Board)를 개최해 

효과적인 치료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아주대학교병원 부인암 센

터의 치료 성적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특히 3기 말~4기의 진행

성 난소암 환자들의 5년 평균 생존율이 45~50%로, 세계 평균

치(18~35%)보다 15~27% 포인트나 높다. 이 성적은 미국부

인종양학회와 미국종양외과학회 공식 저널에도 소개돼 세계 종

양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부인암센터는 자궁암에 복강경

수술과 로봇수술을 적극 실시해 좋은 실적을 보였다. 복강경수술

과 로봇수술을 하면 합병증 위험이 줄어들고 회복 기간을 단축하

는 장점이 있다. 환자의 상황에 맞는 치료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

고 있다. 미혼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린 경우 임신과 출산이 가

능하도록 적절한 시기에 맞춰 환자의 병기를 설정한다. 앞으로도 

암 환자의 완치를 위한 부인암센터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는 계

속될 것이다. 

폐센터

폐센터는 전국적으로 손꼽는 진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료나 
연구 분야에서 더욱 발전하는 
폐센터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주 폐센터장 

교수진, 전문간호사, 코디네이터, 연구, 
간호사 등 진료와 연구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 한국을 대표할 만한 
유방암센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세환 유방암센터장 

흉부 컨퍼런스와 다학제 진료 시행 

폐암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6년 12월에 

개소한 폐센터. 2012년부터는 폐암을 포함한 모든 호흡기 질환

을 포괄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폐센터’로 운영해왔다. 호흡기 질

환 중에서도 특히 폐암은 다학제 진료가 중요하다. 이에 여러 임

상과가 힘을 모아 다학제 진료를 운영해 신속하면서도 믿음직

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호흡기내과, 흉부외

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이 상호 협력해 폐암을 빠르게 진단함

은 물론 환자의 상태와 병기를 정확히 파악·평가해 적절한 치료

를 시행한다. 여기에 매주 화요일, 모든 임상과 교원이 참여하는 

흉부 컨퍼런스를 개최해 환자 평가 및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 더

불어 다학제 진료로 환자의 만족도를 끌어올린다. 주 1회 외래에

서 임상과 의료진, 환자, 보호자가 함께 참여해 적절한 치료 방침

을 설명하는 것이 다학제 진료다. 최근에는 진단과 평가를 2~ 3

일 이내에 완료해 1주 안에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신

속한 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부인암센터는 말기 난소암 환자라도 최대한 
남은 종양이 적도록 최대종양 감축 수술을 
실시해 해외 유수 의료기관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높은 생존율을 자랑합니다.

장석준 부인암센터장 

환자와 가족에게 힘을 
북돋울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몸은 물론 마음까지 
치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미선 통합의학센터장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아주대학교병원은 암 환자에게 보완 요법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

고 사회적·심리적 지지를 위한 상담·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통합의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의학센터는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 의료진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오늘날 통

합의학센터는 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을 총체적으로 파

악해 전인적 치유를 돕는 센터로 자리매김했다. 2011년 6월 경

기지역암센터로 선정, 암 환자의 통합지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

업도 시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각 장기별 암센터에 전문 코디네

이터를 배치하고, 통합의학센터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뒀다. 또한 

여러 암센터와 함께 본관 2층에서 암 환자에 대해 체계적인 건강

관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암 환우 교육과 홍보 공간인 아주

푸른공간이 웰빙센터 6층에 신설된 후에는 한층 더 다양한 암 환

자 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의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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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MC를 읽다

당뇨병과 고혈압, 우울증 치료의 표준 마련 

본 연구의 1저자인 조지 립색(George Hripsak) 콜럼비아대 

의료정보학과 주임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진료 지침은 좀 더 

일관성 있게 변화하고 있지만 당뇨병과 고혈압, 우울증을 치

료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황금 기준

으로 여겨왔던 무작위 임상 시험에서 도출되는 결과만으로는 

실제 의료 행위 시 맞닥뜨리는 다양한 인구 집단의 치료법을 

모두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본 연구의 공저자이자 국내 오디세이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

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 박래웅 교수는 “이 연

구는 복수의 다국적 의료 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표준화된 

공통 데이터 모델로 전환되어 단기간에 대규모 관찰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향

후 오디세이 컨소시엄에 동참한 의료 기관의 빅데이터를 지

속적으로 이용하여 의약품과 의료 제품의 안전 감시 및 비

교 효과를 연구하고, 타 인종과 한국인의 예후 차이와 개인

별 맞춤 치료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국립과학원회보(PNAS, 

IF=9.674) 6월호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 박래웅 교수팀

다국적 의료 빅데이터 연구 성공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 박래웅 교수팀이 11개 기관 2억 5,000만 환자의 의료 빅데이터를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공통 데이터 모델(CDM, Common Data Model)로 변환·연구했다. 

이번 연구로 박래웅 교수팀은 빅데이터 의료 연구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환자군에 대한 새 연구법 제시

아주대학교의료원을 비롯한 국내외 56개 의료기관이 참여

한 오디세이 컨소시엄1)(OHDSI, Observational Health Data 

Sciences and Informatics)이 다국적 의료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등 일반적인 만성질환 환

자의 치료 방법이 세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11개 기관 2억 5,000만 환자의 의료 빅데이터를 세

계적으로 표준화된 공통 데이터 모델(CDM, common data 

model)로 변환해 분석한 것으로, 향후 전 세계의 다양한 환자 

군 데이터를 이용한 빅데이터 의료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했

다는 데 의미가 크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 최초 치료에 

메트폴민 치료제를 처방하지만 2차 치료에서는 국가별로 다

양한 치료 양상을 보였다. 당뇨병과 달리 고혈압이나 우울증

에서는 최초 치료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당뇨병 환자의 10%, 우울증 환자의 11%, 고혈압환자의 

24%는 다른 환자와는 전혀 다른 고유한 치료 패턴을 보였다

는 것이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 박래웅 교수는 

“이 연구는 복수의 다국적 

의료 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표준화된 공통 데이터 모델로 

전환되어 단기간에 대규모 

관찰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1) 오디세이 컨소시엄(OHDSI, Observational Health Data Sciences and Informatics)

다국적 의료 빅데이터를 공통 데이터 모델(Common Data Model, CDM)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다국적 비영리조직이다. 다양한 임상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의료 빅데이터 관찰 연

구는 궁극적으로 실제 임상에서 부딪히는 상황과 향후 임상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다기관, 다국적 의료 데이터 베이스 및 데이터 플랫폼의 차이는 정보의 

취합과 분석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인 과학자 그룹은 세계 각국의 데이터를 하나의 공통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여 의료 빅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오디세이 컨소시엄을 형성했다. 현재 아주대의료원을 비롯하여 14개국 약 6억 명의 환자 기록을 포함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오디세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연말까지 보험청구자료와 건강검진자료 일부를 공통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내 여러 상급종합병

원도 오디세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Characterizing treatment pathways at scale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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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al research promises to complement experimental re-
search by providing large, diverse populations that would be
infeasible for an experiment. Observational research can test its
own clinical hypotheses, and observational studies also can contrib-
ute to the design of experiments and inform the generalizability of
experimental research.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populations
and the variance in care is one component. In this study, the
Observational Health Data Sciences and Informatics (OHDSI) collab-
oration created an international data network with 11 data sources
from four countries, including electronic health records and admin-
istrative claims data on 250 million patients. All data were mapped to
common data standards, patient privacy was maintained by using a
distributed model, and results were aggregated centrally. Treatment
pathways were elucidated for type 2 diabetes mellitus, hypertension,
and depression. The pathways revealed that the world is moving
toward more consistent therapy over time across diseases and across
locations, but significant heterogeneity remains among sources,
pointing to challenges in generalizing clinical trial results. Diabetes
favored a single first-line medication, metformin, to a much greater
extent than hypertension or depression. About 10% of diabetes and
depression patients and almost 25% of hypertension patients
followed a treatment pathway that was unique within the cohort.
Aside from factors such as sample size and underlying population
(academic medical center versus general population), electronic
health records data and administrative claims data revealed similar
results. Large-scale international observational research is feasible.

observational research | data network | treatment pathways

Alearning health system (1) must systematically evaluate the
effects of medical interventions to enable evidence-based

medical decision-making. Randomized clinical trials serve as the
cornerstone for causal evidence about medical products (2, 3), but
evidence from these trials may be limited by an insufficient number
of persons exposed, insufficient length of exposure, and inadequate
coverage of the target population, factors that limit external gen-
eralizability. Observational studies can contribute to the larger goal
of causal inference at three stages: (i) the design of experiments,
such as determining what are the current therapies that should be
compared with a new therapy; (ii) the direct testing of clinical
hypotheses on observational data (4–8) using methods to correct
for nonrandom treatment assignment as part of the effect estima-
tion process; and (iii) better understanding of population charac-
teristics to improve the extrapolation of both observational and
experimental results to new groups.

Without sufficiently broad databases available in the first stage,
randomized trials are designed without explicit knowledge of ac-
tual disease status and treatment practice. Literature reviews are
restricted to the population choices of previous investigations, and
pilot studies usually are limited in scope. By exploiting the
ClinicalTrials.gov national trial registry (9) and electronic health
records, researchers already have demonstrated the discrepancy
between targeted populations and populations available for
study (10), raising the concern that designs may not be optimal.
Designs cannot be based simply on current treatment recom-
mendations. Local stakeholders (patient, family, physician, and
consultant) and global stakeholders (industry, regulators, aca-
demics, and the public) interact in complex ways (social media,
literature, lay press, guidelines, advertising, formularies, package
inserts, and direct interaction) to generate choices based on a
variety of inputs (indication, feasibility, preference, and cost)
(11–16). Because of this complexity, actual practice can be
characterized only empirically, answering questions such as what
treatment choices are being made in clinical practice, how many
patients experience which combination of therapies, and how
patterns may change over time or across different locations and
practice types. Just as sample size calculations have become stan-
dard in trial design, so large-scale characterizations of current
treatment practices may become standard in the future.
To carry out this systematic characterization on a very large scale,

observational research will have several requirements: a multina-
tional collaboration, common data standards, access to clinical data,
compliance with regulatory and privacy laws in multiple nations, and
appropriate methods and tools to implement the characterization.

This paper results from the Arthur M. Sackler Colloquium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Drawing Causal Inference from Big Data,” held March 26–27, 2015, at th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in Washington, D.C. The complete program and video
recordings of most presentations are available on the NAS website at www.nasonline.org/
Bi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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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라는 수식이 증명하는 노력 

세상의 모든 발명은 발견에서부터 시작된다. 남과 다른 시선

으로 대상을 봐야 문제를 발견하고 과제를 설정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렇기에 안목이 없다면 발명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

미에서 내시경 분야의 최고 실력자로 이름난 김진홍 센터 소

장은 탁월한 안목을 갖춘 발명가다. 1994년, 소화기내과를 선

택한 이후로 다양한 환자를 경험하며 자신의 분야에 깊이 빠

져들었다. 일반 내과와 달리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

한 소화기내과는 어릴 때부터 역동적인 일을 좋아하던 그에

게 잘 맞는 옷이었다. 자신의 분야를 좋아하는 만큼 의욕 또한 

넘쳤다. 치료 중 현존하는 검사나 시술을 적용할 때면 늘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래서 그의 검사법·치료

법의 말머리에는 종종 ‘최초’라는 수식이 붙었다. 1995년 세

계 최초 위암 말기 환자에게 위 유문부 코일형 금속제 확장형 

인공도관 삽입, 1998년 국내 최초 내시경적 위·대장 인공도

관 삽입술 성공, 2002년 국내 최초 코를 통한 위내시경 도입, 

2004년 국내 최초 내시경적 거대풍선 확장술에 의한 담석 제

거술 시술, 2012년 국내 최초 위 점막 하 종양에 대한 하이브

리드 노츠 치료 시행…. 내시경 관련 특허도 5개나 보유한 것

이 바로 그 성과다. 

 김진홍 건강증진센터 소장

다시 쓰는
의술의 
정의 

Good Doctor

진료 분야
위장관 치료내시경, 췌·담도질환, 

위장관질환 치료내시경 분야

약력
아주대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교수  

아주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소장 

대한췌담도학회 회장 

한국스텐트연구학회 회장 

김진홍 건강증진센터 소장

(소화기내과)
오직 환자를 위해 걸어온 길  

1995년, 그는 위암 말기 환자에게 코일형 인공 도관을 삽입하

는 데 성공했다. 이는 위 유문부가 막힌 위암 말기 환자에게 

획기적인 소식이었다. 위 유문부는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위의 아래쪽 부분을 뜻하는데, 당시 위암 말기였던 환자는 위 

유문부가 막혀 음식을 입으로 섭취하지 못했다. 매 끼 수액을 

맞으며 영양 섭취를 대신하다 코일형 인공 도관을 삽입한 후 

환자는 식사하는 즐거움을 되찾게 됐다. 이후에도 그는 도전

을 멈추지 않았다. 1998년엔 ‘내시경적 위·대장 인공도관 삽

입술’을 시행했다. 이는 이전까지 방사선 촬영기기 화면을 보

며 위에 삽입하던 인공도관을 내시경을 활용해 넣은 것이다. 

“학계에 처음 발표할 때만 해도 ‘왜 하느냐’고 만류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수술을 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도 해주셨고요. 

내시경으로 인공 도관을 위에 삽입하려면 도관 직경이 짧아

야 했는데 그런 제품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추진했습니다.” 

내시경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한 그는 2002년 ‘코

를 통한 위내시경’을 도입했다. 이는 수면 내시경의 경우 일부 

환자에게는 호흡이나 혈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반 내

시경을 하면 카메라가 식도로 넘어갈 때 환자가 느끼는 불편

그의 의술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늘 환자

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치료받을 방법을 고민

하기에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설사 그 결과물이 세

상에 없던 것일지라도 말이다. 그래서 ‘발명가’라는 표현

이 적합할 법한 김진홍 건강증진센터 소장을 만나본다. 

글 임은혜  사진 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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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소한 것. 내시경을 점막 하 종양 치료에 접목한 것도 모

두 환자를 위함이다. 이는 초음파내시경으로 점막 속에 숨은 

종양을 확인한 후 내시경을 이용해 종양을 절제하는 방법이

다. 이로써 환자들은 보다 섬세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진단·치료법을 개발하며 지내온 나날들, 

생략이 필요할 만큼 많은 성과를 낸 그이지만 절대 안주하지 

않는다. 요즘은 2004년 자신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거대풍

선 확장술’의 세계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제거하기 어려웠던 

거대 담석들을 큰 풍선과 내시경을 이용해 쉽게 꺼낼 수 있

도록 한 것이 거대풍선 확장술이다.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거대풍선 확장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세계표

준화는 시술 케이스와 문제점을 취합해 가이드라인을 만드

는 작업. 결국 이 또한 환자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함일 테다. “고생하던 환자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보면 그

김진홍 건강증진센터 소장의 사전 속 ‘의술’은 다르게 정의해야 할 것 같다.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 병이나 상처를 고치는 기술. 또는 의학과 관련된 기술을 고안하는 것’이라고. 

오늘도 김진홍 건강증진센터 소장은 의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이다. 

소화기내과에서는 간, 위, 장, 담도 등과 같

은 소화기 계통 질환을 진료·치료한다. 아주

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에서는 간 질환, 췌·

담도 질환과 치료 내시경, 위장·대장질환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환자를 진료하는

데, 수면 내시경이나 일반 내시경에 비해 편

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코 내시경, 캡슐 내

시경은 물론 다양한 내시경적 치료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 간센터, 위암센터, 대

장암센터 등과 함께 국내 유일의 점막하종양 

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세분화된 치료로 환자

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문의 : 1688-6114

위치 : 본관 2층

‘사람 중심의 진료’를 기본으로 하는 아주대

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는 1994년 6월 병원 

개원과 함께 문을 열었다. 2012년 8월부터는 

아주대학교병원 웰빙센터 5층으로 이전해 

최신 시설과 맞춤형 검사 프로그램으로 환자

를 만나고 있다. 기본종합검진 외에도 2030 

검진, CEO 검진 등의 맞춤형 종합검진 프로

그램을 제공하며, 정밀검진, 암 정밀검진, 특

화 정밀검진 등 기능별로 환자가 필요로 하

는 검진을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 

중 의심질환이 발견되면 바로 해당 과로 연

결해주는 ‘당일 검사’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의 : 1688-2118

위치 : 웰빙센터 4층 ~ 5층

 
소화기

내과  

 
건강증진

센터 

Good Doctor
김진홍 건강증진센터 소장의 ‘최초’에 관한 기록 

국내 최초 담낭내시경 시술, 세계 최초 말기 위암 환자에게 코일형 인공도관 삽입술 성공, 국내 최초 

로프웨이를 이용한 소장내시경 시술, 국내 최초 내시경적 위·대장 인공도관 삽입술 성공 등 

국내 최초 코를 통한 위내시경 도입, 국내 최초 내시경적 거대풍선 확장술에 의한 담석 제거술 시술, 

국내 최초 위 점막 하 종양에 대한 하이브리드 노츠 치료 시행 등 

1990년대

2000년대 

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행동하는 진심’을 

느끼게 된다. 

당일 검사로 환자를 편안하게 

2015년 건강증진센터 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수검자의 입장

도 헤아리게 됐다는 그. 검진받는 환자는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받기를 원한다. 검진 대상을 세분화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당일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건강증진센터

에서 시행하는 당일 검사는 ‘환자가 편해야 한다’는 그의 의

료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치료든 검사든 환자가 편안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검사하면 환자가 편할까?’를 생각해야겠죠. 건강증진센터가 

당일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증진센터

에서 대장내시경을 하면 30% 정도의 환자에게 용종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검진기관에서는 검진과 치료를 당

일에 받지 못합니다. 결과를 알린 후 ‘다음번에 소화기내과에 

가서 제거하라’고 말하는 식이죠. 그러면 환자는 오늘 검진을 

위해 약을 먹고 장을 비웠는데 다음에 또 장을 비워야 합니

다. 이런 불편이 없어야겠죠.” 

국어사전은 ‘의술’이라는 단어를 ‘병이나 상처를 고치는 기술. 

또는 의학에 관련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김진홍 

건강증진센터 소장의 사전 속 ‘의술’은 다르게 정의해야 할 

것 같다.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 병이나 상처를 고치는 기술. 

또는 의학과 관련된 기술을 고안하는 것’이라고. 오늘도 그는 

의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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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anks

위장관외과 한상욱 교수와 한남수 님

한결같은 소신으로 
든든한 믿음으로

지난 4월 26일 위장관외과 한상욱 교수에게 위암 수술을 받은 한남수 님. 한 달여가 흐른 5월 어느 날 다

시 병원을 찾은 한남수 님의 얼굴에서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암은커녕 감기조차 앓은 것 같지 

않은 건강함과 활력이 넘쳤다. 

“지난번에 뵈었을 때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이제 식사도 많이 적응되셨죠?”

“네. 교수님께서 수술 잘 해주셔서 이제 거뜬해요. 알려주신 대로 담배도 커피도 끊고, 먹는 것도 조심

해서 먹고 있고요.”

올해 4월 위암 진단을 받은 한남수 님에게 다시 건강함을 찾아준 사람은 위암센터 한상욱 교수(위장관

외과)다. 1996년부터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한 한상욱 교수는 위, 십이지장질환 및 복강경 위 수술의 

전문가이며, 특히 위암 수술의 권위자다. 빠른 판단과 정확한 수술로 한남수 님을 다시 일상으로 복귀

하게 해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도타운 신뢰, 정확한 검사와 수술로 조기 위암 치료 

올해 40대 중반, 두 아이의 아빠로 한창 일하고 있던 한남수 님은 안산의 어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통

해 위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때 위궤양으로 고생한 적이 있지만 최근 자각 증상이 없었기에 조금 

놀랐다. 그렇게 진단을 받은 직후인 4월 12일, 아주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를 찾았다. 수술이 필요하다

는 판단으로 4월 25일 위암센터 한상욱 교수에게 진료받은 뒤 그날 입원했고 다음 날 수술에 들어갔다. 

“우리 병원에 오셨을 때 건강검진을 받고 위암이 발견된 상태였어요. 다행히 항암 치료 없이 수술적 치

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초기였죠. 수술은 빠를수록 좋은데 이미 원내 협진을 통해 검사를 마쳤고,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판단했기에 지체 없이 진행했습니다. 복강경을 이용해 위의 2/3를 

절제(위아전절제)하기로 했는데, 마침 암이 크게 진행되지 않아 가능했던 일이었죠. 개복 수술보다 수

술 상처도 적고 환자 고통이 줄어드는 데다 회복도 빠릅니다.”  

올해 4월 위암 진단을 받은 한남수 님에게 다시 건강함을 찾아준 사람은 

위암센터 위장관외과의 한상욱 교수다. 1996년부터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한 한상욱 교수는 위, 십이지장질환 및 복강경 

위 수술의 전문가이며, 특히 위암 수술의 권위자다. 

빠른 판단과 정확한 수술로 한남수 님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해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하다 갑작스레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병을 치료할지 걱정하게 된다. 

이때 환자의 몸과 마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만난다면 암 치료는 물론 새로운 삶의 에너지까지 얻게 된다. 

한상욱 교수와 한남수 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유현경   사진 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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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교수의 이야기처럼 한남수 님은 “치료에 대한 빠른 판단과 진행 덕에 더 믿을 수 있었다”며 고

개를 끄덕인다. 위암센터 코디네이터의 상담부터 의료진의 협진 체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최적의 치료 

등 환자 중심의 시스템, 여기에 한상욱 교수를 만난 것까지. 한남수 님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저는 교수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믿고 맡겼습니다. 덕분에 수술 후 5일 만에 퇴원할 

정도로 회복도 빠르고, 정말 좋더라고요.”  

가족을 돌보는 마음이 맺어준 인연

매년 200명이 넘는 환자의 위암 수술을 집도하고, 1,500례의 복강경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내기에 한상

욱 교수의 실력은 이미 평판이 자자하다. 더불어 많은 환자가 암 진단을 받고 불안해하기 마련인데 암 

진단을 받고도 한남수 님의 마음은 불안감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한다. 그의 장인께서 한상욱 교수의 치

료로 위암을 완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희 장인어른이 교수님께 수술받고 완치되셨어요. 아버님의 치료부터 완치까지 모든 과정을 봤죠. 그

래서 저도 한상욱 교수님 믿고 온 거예요.” 

치료 중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가족 이야기를 꺼내자 한상욱 교수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다. 

“어쩐지 저를 굉장히 잘 아시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두 분 모두 잘 치료받으셨으니 정

말 기쁩니다.”

한상욱 교수는 가족의 치료 과정을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봤던 환자이기에 감회가 새롭다. 가족같은 마

음으로 환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평소 소신이 보답을 받은 기분이다.

완전한 졸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환자와 의사 

항암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예후를 보이는 만큼 한남수 님은 완전히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러

나 어쩌면 건강한 삶을 위한 그의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깨끗하게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5년의 시

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예방과 회복을 위해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하는데 퇴원 후 음식 조절을 못 한 탓에 탈이 나서 얼마 전에

는 응급실을 찾기도 했단다. 수술 전까지만 해도 바쁜 생활에 쫓겨 음식을 몰아서 먹고, 커피도 하루 20

잔씩 마시고, 줄담배를 피우는 그였기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수술 후엔 줄어든 위를 생

각지 못하고 고기를 먹는 바람에 응급실을 찾기도 했다고. 수술이 끝인 줄 알았는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한남수 님과 그의 가족은 매사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이런 위암 환자를 많이 보아온 한상

욱 교수는 얼마 전 위암센터에서 주최한 위암심포지엄에 한남수 님을 초대하기도 했다.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음식도 조심하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더 건강하셔야 해요.”

“덕분에 앞으로 제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할지, 생활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자세히 알 수 있었어

요. 제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에게도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됐어요. 운동도 하고 더 조심해서 꼭 완

치되도록 할 겁니다.”

한남수 님은 앞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으로 몸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의사와 환자로 5년의 시간

을 더 만나야 하는 것. 의사는 최선의 치료로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며 

새로운 삶이라는 선물을 지켜낸다.

예방에 가장 중요한 

정기검진.

1~ 2년에 한번씩 

위내시경을 통해 

위 상태를 체크한다. 

탄 음식에는 발암 물질이 있다. 

불에 타서 까맣게 된 고기나 

음식은 피한다.

정기적으로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하고 발견 시 

제균 치료를 

받도록 한다.

위를 자극하는 

술과 커피를 줄이고 

담배는 금한다.

건강한 식습관. 

영양분을 고루 섭취하되, 

비타민과 섬유질이 

많은 과일과 

야채를 즐겨 먹자. 

땀이 날 정도의 

적당한 운동을 자주 하되, 

심한 운동은 피한다.

과식을 자제하고 

지방분을 적게 먹는다. 

평상시 짜고 맵지 않게 

음식을 섭취 한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여유 있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도록 한다.

1 2 3 4

5 6 7 8

한상욱 교수에게 듣는 위암 예방 생활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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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위해 선택한 의사의 길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은 애가 타기 마

련이다. 더구나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이 병원 저 병원을 쫓아

다녔다면 안타까움은 더하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이

라는 생각이나 ‘내가 의사라면 도움이 되었을 텐데’라는 생각

이 들 것이다. 배희원 레지던트는 “제 마음이 딱 그랬어요. 그

래서 의사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죠.”라고 말한다. 챙길 

것도 할 일도 많은 레지던트 1년차 생활. 시간을 쪼개어 만난 

정형외과 배희원 레지던트는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전남 순천 태생인 그는 사실 태

권도 지역 대표로 활약하는 등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선수생

활을 했다. 선수 생활을 접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데다 의대 

를 지망했다니 다소 의아했다. 하지만 사연을 들어보니 고개

가 끄덕여진다.

“어머니께서 원인도 모른 채 3년 가까이 아프셨어요. 나중에 대

구에 있는 병원까지 가서야 병을 알고 1년 가까이 입원하셨어

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결심했었죠. 의사가 되기로요.”

늦게 시작한 공부라 하루 2시간만 자며 그야말로 강행군을 이

어갔다. 다행히 노력한 보람이 있었는지 그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발판 삼아 의사를 선택했고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일이기에 그는 지금 누구보다 열심이다. 

주어진 일에 완벽을 기함은 물론 먼저 나서서 부지런히 움직인

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정성이 가득 묻어난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배희원 레지던트는 인턴생활을 마감하며 지난해 ‘베

스트 인턴상’을 받기도 했다.

환자의 마음을 여는 비법

그는 환자에게만큼은 ‘재미있는 선생님’으로 통한다. 소아정형

외과 인턴 시절에는 꼬마 환자가, 정형외과 레지던트인 지금

은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환자가 많은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재치 있는 입담과 친근한 어투로 환자를 웃게 한다. 게다가 언

제나 가족처럼 정을 주며 대하다 보니 환자를 떠나보냈을 때 

느끼는 슬픔도 크다.

“골절로 고관절 수술을 할 어르신인데 폐렴이 생겨 수술도 못 

하고 떠난 분이 계세요. 수술을 안 하려다 마음을 돌린 케이스

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였고,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며 신경

을 썼던 만큼 더 안타까웠어요.”

가족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을 이들을 어떤 말로 위로해야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정작 남은 가족은 배희원 레지던트의 손

을 꼭 잡으며 “고마웠다”는 말을 해줬다. 아픈 사람을 대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과 노력의 과정이 남은 가족에게는 하나의 위

로가 됐던 것이다.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하며 ‘오늘도 더 친절히, 웃으며 지내자’

는 다짐을 한다는 배희원 레지던트. 늦은 저녁 시간, 갑작스레 

호출을 받은 그의 몸과 마음도 급해진다. 쉼 없이 바쁜 레지던

트 생활, 힘들지만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일 터. 진료에 있어

서는 냉철하고 유능하지만, 언제든 환자들이 다가올 수 있는 

따뜻한 의사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 안으로 그가 성큼성큼 다가

가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배희원 레지던트

진심을 나누는 
실력 있는 의사로 

어쩌면 세상은 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사랑하는 가족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꿈을 꾸고, 열심히 도전하게 되었다면 

그 꿈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글 유현경  사진 이성원

Dream Talk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발판 삼아 

의사를 선택했고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일이기에 그는 지금 누구보다 열심이다. 

주어진 일에 완벽을 기함은 물론 먼저 나서서 

부지런히 움직인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정성이 가득 묻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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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집중치료실 유선희 주임간호사

환자의 아픔에 
마음으로 공감하다 

시원한 초여름의 단비가 땅을 적시던 날, 조심스레 신경계집중치료실 문을 두드렸다. 환자들의 침대 

사이에서 유선희 주임간호사의 ‘미소’가 걸어 나왔다. 활기 넘치는 그녀에게 환자와의 추억 그리고 

일의 기쁨과 보람에 대해 들었다.

글 전은숙  사진 박창수

간호하는 일은 내 삶의 ‘바탕’ 

병실에 누운 친할머니가 며칠째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실 

때였다. 당시 나는 친할머니 귓가에 갖은 이야기를 들려주

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어느 간호

사가 “사람의 마지막 감각은 청각이래요.”라고 말했다. 배

려심 가득한 그 한 마디 덕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

지 생전에 미처 못다 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다. 덕분에 

환자와 그 가족 곁에서 묵묵히 할 일을 다 하는 때론 힘들

기도 할 ‘간호사’라는 직업이 내게는 대단히 아름답게 느껴

진다. 유선희 간호사도 비슷한 마

음이었을까. 그녀의 곁에도 병원 

생활을 20년 이상 하셨던 할머니

가 계셨다고 한다. 그만큼 간호사

들을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았

기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간호사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었던 것. 이는 지금껏 그녀가 간

호사라는 직업을 ‘소명’이라고 말하

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만큼 사명감

을 가지고 일하지만, 때론 힘들 때도 있다. 

“세상을 떠나는 환자를 대할 때가 힘들죠. 10년 이상 된 경

력자가 됐음에도 그런 일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아요. 허

탈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새 환자를 살펴

야 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한 감정에 매몰될 틈이 없어요. 

아프고 힘든 다른 환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혼해서 아이

가 있는 지금,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면서까지 간호사 일을 

하는 이유도, 이 일이 그만큼 제 삶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

지요.” 

환자가 건네준 감동의 초콜릿 

환자에 관한 모든 기억이 소중하지

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머릿속에 깊

이 각인된 단 한 사람, 누구일까. 

“그 환자가 당시 중학교 1학년 남학

생이었거든요. 안타깝게도 뇌종양

으로 의식이 불명확하고 눈빛 교

환은 물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어떤 일이 있어도 

새 환자를 살펴야 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한 감정에 

매몰될 틈이 없어요. 

아프고 힘든 다른 환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지금,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면서까지 간호사 

일을 하는 이유도, 

이 일이 그만큼 제 삶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지요.

Love Together

상태였어요. 한창 자랄 나이에 몸이 안 좋아 병실에 있으니 

여러 간호사분이 신경 써주셨어요. 저도 아이가 있으니 환

자가 아픈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아이가 생각나 가슴이 미어

지더군요. 언젠가부터 그 환자가 의식을 되찾고 말을 하기 시

작했어요. 여전히 몸은 자유롭지 못했지만 상태가 좋아진 거

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초콜릿을 

건네더라고요. 말은 잘 할 수 없어도 제게 고마워하는 것 같

았어요. 감동적이었죠.” 

그렇다면 무엇이 환자를 낫게 했을까? 의료진 뿐 아니라 환

자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녀는 곁에

서 지켜본 환자 부모님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한다. 

“환자의 부모님이 상당히 긍정적인 분이셨어요. 아이에게 

‘넌 이겨낼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건강해질 수 있어!’ 이

런 말을 끊임없이 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내 

아이가 아프다면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

기도 했죠. 그 환자는 일반병동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호

전됐고요. 때때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며 건강을 기원하

고 있어요.” 

늘 병원에서 환자와 그 가족을 마주하며 유선희 주임간호사

는 항상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는다고 한다. 건강

하다는 것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스스로에게 감사하게 

된다는 것. 그녀에게 누군가를 간호하는 일은 오히려 자신

을 치유하는 일이다. 그녀는 “남을 돕고자 하는 데서 오는 

행복감이 크다. 앞으로도 이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

택이었다는 걸 증명하면서 살 것이다”라고 전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음으로 공감할 줄 아는 유선희 주임

간호사. 당차고 다부진 베테랑 간호사임에도 친한 옆집 누

나나 언니 같기도 한 그녀. 나는 그런 유선희 주임간호사에

게 이렇게 전하고 싶다. 오래전 나에게 힘을 주었던 간호사

에게 해주지 못한 말, ‘환자 곁을 떠나기 싫어 나는 법을 배

우지 않는 천사다’라고.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___  30 2016. July + August  ___  31 

아주대학교병원 스포츠의학센터

2012년 8월 개설된 스

포츠의학센터는 운동선

수의 스포츠 손상에 대

한 치료, 예방,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한 프로

그램을 제공한다. 더불

어 일반인을 위한 스포

츠의학 정보 및 재활운

동 프로그램도 선보인 

바 있다. 스포츠의학센

터는 내원한 선수와 환

자에게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업무

뿐 아니라 경기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3차 상급종합 진료기관으

로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은 환자의 염원이 이루어진 곳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병원에서 큰 효과를 얻지 못

한 환자들이 찾아와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

다는 것이 이두형 교수의 전언이다. 또한 치료 팀과 의료진이 

함께 움직이므로 효율적인 치료와 처방이 가능하다. 이처럼 서

로 긴밀히 협력하는 치료 팀과 의료진이 보여주는 노력 덕분에 

환자들의 신뢰는 나날이 공고해지는 중이다. 

스포츠의학은 ‘운동선수의 운동 중 부상 혹은 일반인의 부상을 

치료하는 운동 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스포츠의학과 일반 의학

의 차이는 무엇인가.

스포츠의학은 2000년대부터 학문으로 정착했다. 넓게는 피지컬 

피트니스까지, 좁게는 운동하다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하고, 나

아가 예방까지 맡으면서 선재활을 주도한다. 운동 중 몸 상태가 나빠

지지 않도록 미리 조절, 예방하는 것도 스포츠의학이다. 환자가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지 영양 면까지도 포함해 점검 및 처방하기도 

한다. 일반 의학은 뼈가 부러지면 수술을 해서 뼈를 접합하면 치료가 

끝나는데, 스포츠의학은 환자가 완치된 후 운동 수준이 전처럼 우수하

지 않을 때 그 이유를 분석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환자의 근육과 밸

런스를 조정해서 예전 수준까지 가도록 하는, 선진국형 의료 분야라고 

보면 된다. 

스포츠의학센터는 어떤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와 치료사를 한 팀으로 구성

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료진의 판단 아래 운동부터 하기 어

렵겠다는 판단이 들면 치료에 집중한다. 이러한 급성기가 지나면 운

동 프로그램을 짜서 회복하는 스포츠의학의 도움을 받게 된다. 운동을 

하다가 사고 난 건 치료하기 쉬운 편이다. 문제는 작은 것이 누적되면

서 생기는 병이다. 야구 투수의 투구 수를 제한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

서 나온 건데, 반복 운동으로 생기는 질환과 통증은 일반적인 경우보

다 더 치료하기 힘들다. 부상과 질환에 노출된 프로선수가 선수 생활

을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케어하는 것도 스포츠의학의 영역이다. 어렵

지만 재밌고 보람있다.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 환자에게 적용되는 치료 프로그램은 무엇

인지.

생활 스포츠를 즐기다 부상 당하는 경우도 많다. 의욕은 넘치는

데 신체 조건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무리하다가 부상을 얻어 치료받은 후 재활까지 하게 된다. 일반 

직장인은 반나절씩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교육 프로그

램을 짜서 집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인별, 질환별 맞춤형 프

로그램을 짜니 그대로 따르기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여름철 운동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여름은 운동으로 건강을 증진하기 좋은 계절이다. 조금만 주의

를 기울이면 다치지 않으면서도 큰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햇볕과 열기 때문에 오후 1시부터 3~4시까지는 운동을 피할 것을 

권하는데 일사병과 열사병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물을 자주 마셔 부족

한 수분을 보충해주는 일도 중요하다. 여름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이 수상스포츠다. 이 수상스포츠를 즐기다 사고를 당해 병원에 오는 

경우도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끼리 부딪혀 코뼈, 손가락 골절 

등을 겪기 쉬운 데다 안전을 위해 팔다리를 고정한 것이 부상의 출발

점이 된다. 한쪽 팔의 골절은 다반사고, 양쪽 팔이 동시에 부러지는 경

우도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다. 

환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운동 습관이 있다면.

부상 예방에 좋은 건 준비 운동이다. 운동 강도가 셀 거 같으면 

몸에 미리 신호를 해주는 것이다. 새천년 건강체조 같은 준비 운

동과 정리 운동을 제대로 안 하면 근육통과 관절통이 오래 간다. 오랜

만에 운동했다가 다음날 온몸을 맞은 듯한 통증을 느낀 경험이 많을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에 관한 좋

은 정보가 많으니 찾아서 운동 시작 전후에 따라하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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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형 교수(아주대학교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운영위원장) 

 스포츠의학센터 이두형 교수에게 듣는 

스포츠의학과 
여름철 운동 노하우 

지금도 많은 이가 운동을 하다 부상당하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

을 고수하다 질환을 얻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가 겪는 고통의 

무게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치료와 예방으로 건강하게 생활

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스포츠의학센터. 이두형 

교수에게 스포츠의학과 여름철 운동 요법에 대해 물었다. 

글 김민정   사진 고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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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아래 피부, 
여름철 피부질환 다스리기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피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계절이다. 여름철 흔하게 발병하는 피부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은 물론 

증상, 예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글 김수경 교수(피부과)  

Healthy Life 

보통 2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

만 발병 후 여러 부위로 전염되

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

다. 따라서 피부를 항상 청결하

게 관리하는 자세가 갖자. 

기미 증상처럼 보인다고 해서 모

두 기미인 것만은 아니다. 비슷

한 색소성 질환이 많으므로 정확

한 진단을 위해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덥고 습한 환경에서,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젊은 사람이 잘 감염된다. 가

급적 실내 습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유지하도록 하자. 

땀띠를 없애려면 서늘한 환경을 유

지해야 한다. 더불어 여기에 에어컨

이나 선풍기를 틀어 땀을 증발시켜 

주면 대부분의 경우 수일 내에 자연

적으로 호전된다. 

Check Point

Check Point

Check Point

Check Point

피부에 퍼지는 얼룩덜룩 반점    어루러기

피부에 연한 황토색, 황갈색, 적갈색의 반점이나 하얀 탈색 반이 섞여 나타나며 가려움증이 있

을 수 있다. 말라세지아라는 효모균이 피부 각질층에 감염돼 나타나는 증상으로 피부에 얼룩덜

룩한 반점이 생길 경우 의심해봄 직하다. 진단 시 병변부에 국소 항진균제를 약 2주간 바르는

데, 병변이 넓으면 항진균제를 복용할 수 있다. 여름마다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자외선을 받아 진해지는 갈색 반    기미

얼굴에 다양한 크기의 갈색 반이 발생하는 질환이며 장시간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는 여름에 심

해질 수 있다. 몇 가지 치료법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먼저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 PA++

이상인 제품을 손으로 톡톡 두드려 외출 20~30분 전에 바르고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

이드로퀴논 크림을 바르기도 하는데 최소 2개월 이상 지나야 치료 반응이 나타나고 6개월 이

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 화학박피술이나 낮은 에너지의 엔디야그레이저 등의 치료법도 시

도해 볼 수 있다.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해야    땀띠

땀이 분비되는 도중 땀관이나 땀관 구멍의 일부가 막혀 땀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고온다습한 여름에 많이 발생하며 신생아에게 많이 나타난다. 땀띠의 종류에는 약 1㎜ 정도의 

투명한 물방울 형태의 물집이 나타나는 수정땀띠, 적색 구진 또는 물집이 생기며 심한 가려움

증을 동반하는 적색 땀띠, 염증이나 가려움증 없이 구진처럼 보이는 물집이 있는 깊은 땀띠가 

있다. 수일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  

여름철에 주의할 2가지 두드러기    두드러기

먼저 콜린성 두드러기는 심부 체온이 1°C 이상 상승하면 나타날 수 있으며 약 1~2㎜ 정도의 발

진이 주로 몸통에 많이 나타난다. 피부 가려움증보다는 따가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일

광 두드러기는 발생 빈도가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햇빛에 노출된 부위에서 피부 가려움증과 부

종, 발진 등이 나타난 후 수 시간 내 정상 피부로 돌아간다. 콜린성 두드러기와 달리 체온이 높아

지지 않고 햇빛에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수 분 내에 피부 증상이 나타난다.

자꾸 몸을 긁는 우리 아이, 혹시?    농가진

여름철 소아나 영유아의 피부에 잘 발생하는 얕은 화농성 감염. 황색포도알균이나 화농성 사슬

알균 등이 원인이다. 학령기 이전의 소아에게 잘 발생하며 전염성이 있어 발생했을 경우 유치원

에 보내지 말고 아이 옷이나 수건 등을 분리·소독해야 한다. 증상이 가벼우면 병소를 깨끗이 씻

고 소독해 딱지를 제거한 뒤 항생제 연고를 발라 치료하는데, 합병증이 동반되거나 병변이 많고 

자꾸 번지면 항생제를 투여한다. 

콜린성 두드러기를 예방하려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뜨거운 

물로 몸을 씻거나 운동을 심하게 

하는 일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일광 두드러기는 가능한 태양광

선을 피하고 외출 시에는 자외선

뿐만 아니라 가시광선까지 차단

하는 물리적인 일광 차단제나 의

복으로 태양광선을 차단하는 것

이 두드러기 방지에 도움이 된다.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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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Tomorrow

사회로부터 받은 만큼 돌려주는 가치 환원

누구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순간을 맞는다. 물론 그 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이 한 번은 찾아온

다는 사실이다. 병원을 찾은 김헌유 님에게 이 순간이 도래했

을 때, 그는 반갑게 맞이하고 기꺼이 변화했다.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다 정년퇴직을 맞은 때가 1990년쯤, 그는 2004년 병

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를 ‘무료했다’고 회상한다. 

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시간을 보냈다. 견디다 못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했지만 이마저 쉽지 않았다. 그래서였

을까. 이곳저곳 몸이 아프기 시작해 진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

았다. 병원에서 우연히 자원봉사에 대한 얘기를 듣는 순간,  

퇴직 전부터 실천하고자 했던 ‘가치 환원’이라는 단어가 떠올

랐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환원일 터였다. 

“저에게 봉사는 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까

지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 혜택을 받았으니 이를 다시 

돌려줘야겠죠. 물론 기부 같은 방법도 있겠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원봉사 신청 뒤 번호표를 뽑는 등 다양한 봉사를 경험했고, 

그러다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이동 봉사’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찾아 다양한 내용

의 봉사를 제공하는 일이다. 환자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일은 

물론 진료 접수, 엑스레이 촬영, 진료, 수납, 약 처방 등 진료

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활동 영역이다. 진료과에서 “도움이 필

요한 환자가 있다”고 연락을 받으면 직접 그 과로 방문해 환자

를 안내하고 출구까지 모셔다드리기도 한다. 그렇게 이동 봉

사를 시작해 한 해 두 해를 넘기더니 오늘에 이르렀다 한다. 

병원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

2005년부터 주 2~4회 꾸준히 봉사해온 김헌유 님. 근래는 일

주일에 두 번, 오전 8시에 도착해 12시에 병원 문을 나선다. 원

래 봉사 시간은 9시부터. 다른 봉사자들과 달리 1시간 일찍 나

와 일찍 들어가는 데는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유가 있다. 이른 

시간에 도와야 하는 분이 더 많다는 것. 주로 아침 일찍 진료를 

받기 위해 나선 환자들이다. 이렇듯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뭔가를 질문하면 ‘최대한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한다는 것이 

자원봉사자 김헌유 님

도울 수 있으니 언제나 청춘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게 마련이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한다는 사람도, 다가온 오늘을 

즐긴다는 사람도 있다. 벌써 10여 년째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김헌유 님은 확실히 후자다. 

환자들을 도우며 ‘오늘’을 사는 김헌유 님을 만난다.

글 임은혜  사진 황원

그의 봉사 철직이다. 이어 그는 “감염내과가 어디인가요?”하

고 물었을 때 머뭇거리면 안 되지 않겠냐고 반문한다. 이는 처

음 자원봉사를 하는 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가 가장 모범을 보

이려 하는 덕목이기도 하다. 이토록 한결같이 마음을 다해 활

동하다 보니 병원 직원은 물론 자주 드나드는 환자의 얼굴도 

잘 알고 있다. 그중 휠체어를 타고 6여 년을 병원에 다닌 끝에 

걸을 수 있게 된 환자를 봤을 때는 내 일처럼 기분이 좋았다. 

의료진의 노력과 환자의 의지가 만든 결실이 아닐 수 없다. 아

픔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운다. 스스로 환자

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는 이유다. 때문

에 도움을 준 환자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넬 때면 함께 “고

맙다”고 인사를 건네고만 싶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환자들을 

돕는 일은 제게 기쁨이자 희열이죠. 그래서인지 힘들다고 느낀 

적도 없어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장애인 봉사활동을 하는데,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 봉사활동을 할 겁니다.”

그랬다. 열심히 일 한 대가가 꼭 돈이어야 하지는 않을 것이

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기쁨 그리고 이를 통해 얻는 쾌감. 

하물며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면 그 노동은 더욱 가치 있고 숭

고한 것이 아닐까. 말을 마친 김헌유 님이 환하게 웃었다. 그

의 색 바랜 머리카락이며 결 고운 주름도 함께 웃는 듯하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김헌유 님의 뒷모습을 보며 ‘젊음’이라

는 단어를 떠올렸다. 환자를 돕는 지금, 오늘을 즐기는 그이기

에 시간은 천천히 간다. 그렇기에 늙지 않는다. 적어도 누군가

를 위해 봉사하는 김헌유 님은 언제나 청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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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의생명과학 사업단’

BK21 플러스 현판식 가져

아주대학교 ‘의생명과학 사업단’이 6월 10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송재관 1층에서 BK21 

플러스 현판식을 가졌다.

의생명과학 사업단은 아주대학교 대학원 의

생명과학과 김병곤 교수가 사업단장을 맡아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의생명 기

초분야 연구리더 양성과 의생명 산업체 발

전을 견인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

며, 지난 12월 ‘BK21 플러스 사업 중간평가’

에서 예비 선정된 이후 4월 말에 최종 선정

되었다.

이후 5월에 BK21 플러스 사업의 수행에 관

하여 한국연구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날 현판식에서는 주일로 의과대학장, 박

해심 첨단의학연구원장, 김병곤 의학과장, 

강엽 연구부학장 등이 참석하여 현판식을 

축하했다.

을 통해 이용자들이 질환을 이해하고 질환

이 완화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실 때마다 큰 

보람과 사명감을 느낀다.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환경성 질환을 극

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용자에게 

만족을 주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올해의 임상교수상’ 수상자에

장석준 교수 선정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올해의 임상교수상’ 

수상자로 산부인과학교실 장석준 교수를 선

정하고 지난 6월 9일 시상했다. 올해의 교

수상은 활발한 진료와 연구 활동으로 의료

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임상교수에게 수

여하는 상으로, 임상교수의 진료 및 연구 의

욕을 고취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

는 추호석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장, 이영

현 상임이사를 비롯해 의료원 주요 기관장

간호대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과 

산학협력 체결 

아주대학교 간호대학(학장 유문숙)이 지난 

5월 24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원

장 김우경)과 ‘보훈가족 치매예방을 위한 협

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건강 관리를 위해 협

력하기로 했으며, 협약에 따라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생들은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혈압 

및 혈당 확인, 말벗하기, 함께 산책하기 등

의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유문숙 간호대학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학생

들에게 봉사활동의 기회를 준 보훈원에 감

사드리며,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참석했으며, 장석준 교수의 연구실에서

는 ‘제1회 올해의 임상교수상’ 현판식도 진

행됐다.

장석준 교수는 현재까지 50여 편의 SCI급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전 세계 부인암 의

사들이 난소암 치료의 교과서로 사용하는 

‘난소암 수술(Surgery for Ovarian Cancer)’ 

3차 개정판 발간에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아주대학

교병원 부인암센터장을 맡아 자궁근종 및 

양성 난소종양뿐만 아니라 자궁내막암, 자

궁경부암 등의 부인암 환자에 복강경 수술

을 시행하여 통증을 최소화하고 입원 기간

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높은 생존율을 유지

하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유희석 의료원장, 

말레이시아 산부인과학회 

특별강의

유희석 의료원장(산부인과)이 6월 3일에

서 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Connexion@Nexu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개관 2주년 성과보고회 성료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수탁운영하고 있는 수

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가 개관 2주년을 

맞아 지난 6월 7일 아토피센터 로비와 대강

당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에는 민병구 수원시 환경국장을 비롯한 환

경부, 경기도 관계자와 유희석 의료원장, 박

해심 첨단의학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성과보고회 이외에도 무료 피부검진, 미술 

체험 놀이, 분리수거 농구 게임, 캘리그라피, 

센터 프로그램 사진 및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행사에 참여한 일반인에

게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다.

유희석 의료원장은 기념사에서 “환경부와 

경기도, 수원시의 지원 아래 지역 내 교육, 

의료, 보건, 복지 등 여러 분야 기관과 교류

하고 협력한 결과, 아토피센터는 환경성질

환 예방관리를 위한 도심 속 휴식처이자 배

움터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오늘의 성과

가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이수영 센터장님

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수영 센터장은 “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제24회 말레이시아 산부인과학회에 특별 

연자로 초청을 받았다. 유희석 의료원장

은 아시아부인종양학회(Asi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ASGO)의 차기 회

장으로, 전 세계 부인종양 의사가 사용하는 

난소암 치료 교과서인 ‘난소암 수술(Surgery 

for Ovarian Cancer)’ 3차 개정판에 장석준 

교수와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등 부인종양 

분야에서 실력과 권위를 인정받아 특별 연

자로 초청을 받게 됐다. 

유 의료원장이 강의한 특강의 제목은 ‘Ra-

dical cytoreductive surgical procedures 

in advanced ovarian cancer and impact 

on Survival’로 난소암 환자의 적극적 수술

을 통한 생존율 향상에 관한 내용이다.

유희석 의료원장은 대한부인종양학회

장, 대한비뇨부인학회장, 부인암학회지 

Gynecologic Oncology의 편집위원과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의 편집

위원장 등을 지냈었고, 현재 미국부인암학

회(SGO) 정회원, 세계부인암학회(IGCS) 정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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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병원, 

2016 아주국제외상학술대회 성료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6월 2일 별관 대강

당에서 ‘2016 아주국제외상학술대회(Ajou 

International Trauma Conference)’를 개최

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이번 학술대회

는 오는 6월 13일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개소를 기념해 기획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탁승제 병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부에

서는 △성공적인 외상센터를 위한 필수 조

건(UC샌디에이고 외상센터 라울 코임브라 

교수) △일본 외상 치료 시스템의 혁신: 닥

터헬리와 D - Call Net을 중심으로(니혼의

과대학 구니히로 마시코 교수) 강의가 진행

됐다. 2부에서는 △외상외과 의사의 삶(니

혼의과대학부속 치바호쿠소병원 히로시 야

츠마츠 전문의)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

센터의 현황과 활동(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재난의료현황 및 동향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강의가 이어

졌으며, 이외에도 한국과 미국 군병원의 외

상환자 치료와 관련한 임상 경험을 공유하

는 강의가 진행됐다. 

위암센터, 

제10회 위암 심포지엄 

성황리에 마쳐

위암센터는 지난 5월 27일 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위암, 이겨낼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제10회 위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0여 명의 위암 환자와 보호자 등이 참석

한 이번 심포지엄은 위암 치료법을 비롯해 

수술 후 마음 건강관리, 위암 극복기 등의 

강의와 질의 및 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강

의 중간에는 ‘위암 맞춤형 식단’ 강의와 함

께 로비에 전시된 상차림을 살펴보고 참가

자가 직접 시식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상욱 위암센터장은 인사말에서 “아주대

학교병원 위암센터는 조기 암 진단과 맞춤 

치료를 위해 소화기내과, 위장관외과, 종양

혈액내과 등이 다학적 협진 진료를 하고 있

으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

하고 있다”며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가 위암 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많은 도

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탁승제 병원장은 개회사에서 “아주대학교병

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는 3월 14일 진

료를 시작한 이후로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경기남

부지역 중증외상환자를 책임지는 센터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 개소식을 앞두고 훌륭한 

국내외 연자를 모시고 학술대회를 열게 되

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2016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학술대회 개최 

간호대학은 지난 5월 26일 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전략’을 주제로 ‘2016 아주대

학교 간호대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정보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빅

데이터를 간호 분야에 적용해 학문적·임상 

실무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

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문숙 간호대학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

용: 소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송태민 한국

경기지역암센터 보건복지부 

‘지역암센터 우수사업기관’ 선정

아주대학교병원 경기지역암센터가 보건복

지부의 ‘2016년도 지역암센터 우수사업기

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지역

암센터 운영과 국가 암관리사업 수행 결과 

등을 심사하여 매년 우수사업기관을 선정하

고 예산을 지원한다.

아주대학교병원은 2011년에 경기도 암환자

를 위한 지역암센터로 지정됐으며, 암환자

의 치료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치유와 회

복’이 센터의 목표다. 경기지역암센터는 보

건소나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자원이 풍부한 

경기도 특성에 따라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전미선 경기지역암센터장은 “암센터 사업 

중 유튜브에 올린 ‘암 아카데미’ 동영상은 

보건복지부 국가암평가대회 암관리기획부

문에서 수상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았

고, 재가암환자를 위해 보건소를 직접 찾아

가는 프로그램이나 암경험자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등은 지역사회의 

보건사회연구원 빅데이터센터장) △의료 분

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임상 의료 빅데이

터를 중심으로(의과대학 박래웅 교수) △간호

학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간호대학 부선주 교수) 

강의가 진행됐다. 행사 마지막에는 주제에 대

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희석 의료원장은 축사를 통해 “1998년 

개교한 이후로 간호대학 구성원 모두가 간

호대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특

히 매해 최신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학문적 성장과 간호대학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오늘 학술대회가 참석하신 

여러분께 의미 있는 논의와 연구의 장이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문숙 간호대학장은 

인사말에서 “빅데이터 분야의 우수한 연자

들과 만나는 이번 학술대회는 간호학을 공

부하는 대학원생과 학부생, 간호사, 교수 모

두에게 새로운 연구 분야를 확장하는 뜻깊

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응과 만족도가 크다”고 설명하고 “경기지

역암센터는 앞으로도 네트워킹과 다양한 방

식을 활용하여 암경험자의 욕구를 충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직원 및 가족대상 

‘한마음 문화탐방’ 행사 펼쳐

의료원동아리 ‘문화탐방’과 인사복지팀에서

는 지난 6월 11일 경기도 안성 일대에서 교

직원 및 가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

마음 문화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교직원 상호 간 친목 도모와 가족 간의 화합 

및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안성맞춤박물관 견학’, ‘안성팜랜드 

체험’과 더불어 한국전통예술인 ‘태평무’ 및 

‘남사당놀이’ 공연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으

며,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 교직원 및 가족에

게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도서기증  

피부과학교실 이은소 교수가 <Journal 

of dermatological science> 외 낱권 

저널 64권을 의학문헌정보센터에 기

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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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내 아들 한석아!

군대 있을 때 엄마가 자주 편지 써 주면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런 편

지를 쓸 줄은 몰랐다.

어릴 때부터 하얀 피부에 어디서든 눈에 띌 만큼 커다란 키에 멋진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곤 했던, 착하고 순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천

진난만했던 우리 한석이. 엄마는 네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행복했고 

늘 고마웠단다.

잔병치레 한번 안 하고 너무나 순탄하게만 잘 자라주었던 나의 귀한 

한석이, 늘 엄마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누나와 너였어. 늘 엄마

만 믿으라고 했었는데 네가 어릴 때부터 장사하느라 놀아주지도 못

하고 좋은 환경에서 기르지 못했는데 둘이 서로 의지하고 잘 노는 의

좋은 남매로 잘 자라 주었지.

건강하고 착하고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아이들

로 자라게 해 달라는 엄마 기도대로 너희들은 정말 예쁘게 잘 자라

줬어. 누나는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했

고, 한석이는 멋진 드러머가 꿈이었는데 돈벌이가 안 된다고 사장님

이 꿈이라며 드럼은 취미로 하겠다고 했었지. 꿈을 위해 고등학교 때

부터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 엄마 아빠 호강시켜주겠

다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도 일찍 다녀왔던 착한 한석이. 군 

생활도 얼마나 예쁘게 착하게 잘했던지 표창장도 몇 개나 받고 포

상휴가를 다 못 썼을 만큼 뭐든 열심히 했던 착한 아들.. 눈가에 항상 

웃음이 있고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긍정적인 아들. 너를 생각하면 너

무 예뻐서, 고마워서 눈물이 흐른다.

한석아, 치킨집 사장님 되서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면서 꿈을 빨

리 이루게 도와줘서 고맙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던 우리 한석이. 잠자는 시간도 아껴 오픈 준비를 하며 행복해했던 

한석이. 4개월 동안 딱 하루 쉴 만큼 정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행복

해했는데, 좋아했던 배달을 다녀오다가 애지중지하던 가게를 200

ｍ도 안 남긴 채 사고를 당해 하늘나라로 가다니…. 엄마 탓인 것 같

고 먹어도 잠을 자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엄마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

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구나. 

평소에도 늘 남을 돕고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했던 한석이, 둘째 이

모가 신부전증으로 투석 받고 상태가 안 좋아져서 한쪽 눈이 실명

될 만큼 안 좋다는 말에 가슴 아파하고 걱정했던 착한 한석이, 내 자

식 죽는다는데 부모 마음을 움직여 이모에게 신장을 주고, 여덟 명에

게 새 삶을 선물하고 간 착한 한석이…. 넌 아마 엄마 아빠에게 기쁨

만 주고 간 천사가 아닐까 생각이 든단다. 널 기억하는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은 그저 착하고 긍정적인 너로 인해 행복했다는 말 뿐이더구

나. 너로 인해 많은 지인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

었단다. 

한석아, 넌 정말 천사인 것 같구나. 둘도 없는 누나는 자기 꿈을 포기

하고 네 꿈을 이루겠다고 가게에서 치킨을 만들고 있단다. 한석아,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해. 그곳에선 일하지 말고 천사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편히 쉬렴.

P.s_ 한석이 일부를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께 전합니다. 착하고 성

실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한석이를 기억해 주세요. 지나가

다가 저와 스쳐 지나갈지도 모르지만 건강하기를 빌겠습니다. 어딘

가에 우리 한석이 8명이 살고 있다는 것에 위안도 받지만 너무나 착

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청년이었답니다. 한석이처럼만 살아주셨으

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랑을 주고 간 천사, 
우리 아들!

뇌사장기기증 생명을 두드리는 또 하나의 나눔

※ 이 글은 장기기증자 가족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아주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증문의 : 본관 지하 2층 장기기증상담실 031-219-6004

이비인후과 김철호 교수, 

대한두경부종양학회에서 우수구연상 수상

이비인후과 김철호 교수가 지난 5월 21일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서 

개최된 대한두경부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

했다. 수상한 연구 제목은 두경부암에서 HSPA5 유전자가 리소좀활

성을 조절하여 생존관련 오토파지 신호를 세포사멸로 전환한다는 연

구(HSPA5 regulates signaling switch from pro-survival to pro-

apoptosis through lysosome inhibition in head and neck cancer)

로 생체친화적 플라즈마를 이용한 항암중개연구 내용이다.

김현아 교수, 

대한류마티스학회 학술대회서 우수포스터상 수상

류마티스내과 김현아 교수가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대

한류마티스학회 제36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

다. 수상한 포스터 제목은 ‘한국인 건선관절염 환자의 임상적 특징: 

대한류마티스학회 생물학적 제제 등록 사업에서의 결과 분석(Clin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soriatic arthritis patients: results 

from the nationwide KOBIO registry)’이다.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신기철 교수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로, 대한류마티스학회 생물학적 제제 등록 사업에 등록된 건선관

절염 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팀은 건선관절염 환

자와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임상 양상을 비교한 후, 천장관절염을 동

반한 건선관절염 환자와 건선을 동반한 강직성척추염 환자를 한 군으

로 분류하여 건선을 동반하지 않은 강직성척추염 환자 군과 임상양상

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HLA-B27 양성률, 말초관절염, 천장관절염의 

심각도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영상의학과 곽규성 교수팀, 

최우수논문상 수상 

영상의학과 곽규성 교수팀이 지난 5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

린 ‘2016년 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

했다. 수상한 논문 제목은 ‘관절 연골상 초음파로 관찰되는 고에코

층에 관한 조직학적 관계분석(A superficial hyperechoic band in 

human articular cartilage on ultrasonography with histological 

correlation)’으로, 한태선 전공의(2016년 졸업)와 영상의학과 곽규성 

교수가 각각 제1저자와 책임저자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영상의학과 

박성훈 교수, 정형외과 민병현 교수, 재활의학과 윤승현 교수, 병리과 

이기범 교수가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다.

이 연구는 퇴행성 관절질환인 골관절염에서 나타나는 연골 변화를 

초음파를 이용해 조직학적으로 관찰한 것으로, 향후 골관절염 진단과 

모니터링에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 

연구 결과는 대한초음파학회지 <Ultrasonography>에 게재되었으며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시상하는 우수 논문 후보에도 추천

되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정종철 교수, 

대한신장학회 학술대회서 최우수포스터상 수상

신장내과 정종철 교수가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대한신장학

회 제35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포스터상(Best Poster Award)

을 수상했다.

수상한 포스터 제목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식사 내 단

백질 대비 인산 섭취와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 분석(The Association 

of Dietary Phosphate to Protein Ratio with  Metabolic Syndrome: 

Analysis of KNHANES Data)’이다.

정 교수는 논문을 통해 단백질 양 대비 인산의 비율이 높은 음식을 

섭취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 연구 결

과는 식품에 다량 함유된 인산이 가공식품의 보존제와 상관성이 있

다는 점에서 공중보건학적인 의미가 있다. 

영상의학과 서배선 전공의·박호성 방사선사,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학술대회서 수상 

영상의학과 서배선 전공의와 박호성 방사선사가 지난 5월 21일 열

린 제25회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학술대에서 각각 수상해 중재

치료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서배선 전공의(지도교수: 원제

환, 김진우)는 ‘외상성 사지혈관 손상의 중재적 치료(Endovascular 

treatment of traumatic peripheral vascular injury)’ 논문으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박호성 방사선사(혈관조영실)는 ‘터널식 투석용 카테터 삽입 시술시 

최적의 카테터 길이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논문으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해외 학회 지원을 받는다. 

www.ajoumc.or.kr 
AUM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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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아주대학교의료원

TV 신문

Media in AUMC

<조선일보> 2016. 06. 15

한국인 90% 비타민D 부족…

햇볕 쬘 틈 없다면 보충제 먹어라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조선일보> 2016. 06. 01

중금속 범벅 우레탄 트랙…

199개校 사용 금지 - 

직업환경의학과 박재범 교수

<조선일보> 2016. 06. 15

호두 알레르기 있다면 

캐슈넛·헤이즐넛 섭취 피해야

알레르기내과 신유섭 교수

<조선일보> 2016. 06. 15

여름엔 햇볕 30분 쬐고, 

생선·계란 섭취하면 충분

가정의학과 주남석 교수

<조선일보> 2016. 06. 15

채혈기 잘못 사용하면 

혈당 체크 하나마나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중앙일보> 2016. 06. 13

당뇨병·고혈압·우울증 진료 

가이드라인, 

동서양 환자 차이 반영해야

의료정보학과 박래웅 교수

<조선일보> 2016. 06. 11

모기 물렸을 때 부항이 즉효?

피부과 김유찬 교수

<조선일보> 2016. 06. 15

치주질환·치아 관리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치과병원 지숙 교수

<한겨레> 2016. 06. 02

친환경 말잔치…

미세먼지 줄인다며 ‘주범’ 

경유차 늘려줘 - 

예방의학교실 장재연 교수

<국민일보> 2016. 05. 24

[주목! 이 클리닉] 임신영 교수는

재활의학과  임신영 교수

<국민일보> 2016. 05. 24

[주목! 이 클리닉]
 ‘사경’ 진료·연구·교육…
국내 최고 협진팀 갖춰

사경센터 임신영, 김현지,
조재호, 정승아 교수

<한겨레> 2016. 06. 15

말기 암환자는 집에서 

호스피스 받을 수 있어

아주대병원

<한국일보> 2016. 05. 24

배불러도 달달한 

디저트 찾는다면…

당신 혹시 설탕 중독? -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한국일보> 2016. 06. 07

납 축적된 학생에 ADHD·

운동능력 저하 나타나 - 

직업환경의학과 박재범 교수

<한국일보> 2016. 06. 14

청각장애인에게 희소식…

차세대 인공와우 기술 개발

이비인후과 장정훈 교수

<서울경제> 2016. 06. 14

아주대병원 경기 남부 

권역외상센터 문열어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

정형외과 박영욱 교수

KBS 2TV 아침뉴스타임

2016. 05. 31

5분 건강 톡톡 - 

하이힐 뒤 숨겨진 고통

‘무지외반증’ 

직업환경의학과 박재범 교수

KBS 뉴스9 

2016. 06. 02

‘컨테이너 교실’ 

폼알데하이드 3배 검출

중증외상치료센터 이국종 교수

SBS 뉴스

2016. 06. 14

아주대병원 중증외상 

치료센터 개소… 

‘아덴만의 영웅’ 배치

아주대 의대 연구팀

    KBS 아침뉴스타임

2016. 06. 21

[5분 건강톡톡] 

스마트폰 중독,

여성이 더 위험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2016. 06. 22

일물전체식 1편: 

과일 껍질째 먹어라

소화기내과 신성재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6. 06. 29

대장질환

정신건강의학과 조선미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6. 06. 01

키워줄까 말까~ 

신 가족갈등! 조손육아

간센터 왕희정, 정재연 교수

EBS 명의

2016. 06. 03

아버지의 자리-

간, 소리 없이 무너진다

신경외과 윤수한 교수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2016. 06. 22

   엄마 아빠의 행복한 꽃, 

5살 시율이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

YTN 사이언스 뉴스출발

2016. 06. 10

렌즈로 혈당 측정하고 

약물 투여까지...

세계 최초 개발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

OBS 뉴스

2016. 06. 09 

암 환자 우울증 원예치료…

‘행복 호르몬’ 증가

안과 안재홍 교수

KBS 1R 라디오주치의 

이충헌입니다

2016. 06. 14

[건강이슈 특집]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돌려 

드립니다 2탄-백내장 녹내장



add to Heart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___  44 2016. July + August  ___  45 

아주 사랑나눔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의료원 발전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금액 : 5,298,400원

● 약제팀 최성주 계장, 1백만 원 약정

약제팀에 근무하는 최성주 계장이 의료원의 발전과 감

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의료원발전기금으로 1백만 원

을 약정하였다.

간호대학 발전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금액: 1,100,000원

간호대학 건축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금액: 1,150,000원

의과대학 발전기금

● 의대교수장학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금액 : 4,960,000원

의과대학 기숙사 신축 발전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금액 : 15,675,140원

- 큐피부과 원장 강원형 1천만 원 기부

큐피부과 강원형 원장이 지난 2015년 12월 기숙사 신축

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한데에 이어 의과대학의 발전

을 위해 기숙사 신축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생리학교실 강엽 교수 5백만 원 기부

의과대학 학부모 한용환 님 2백만 원 기부

의과대학 학부모 홍영기 님 5백만 원 약정

의과대학 학부모 손명애 님 2백만 원 약정

「의료원 발전기금」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의 미래를 위하여 다양

한 형태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후

원금은 우리 의료원이 계획한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더욱

더 기여하고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하여 후원자 여러분에

게 보답할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권역외상센터 건립, 난치병 

극복을 위한 의생명과학 연구, 의학 인재 육성 등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사랑하는 모든 분

이 지금 바로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발전기금 후원회(☎ 031-219-4000)

아주사회사업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액 : 40,161,940원

● 후원

아주사회사업기금에서는 갑작스러운 뇌경색이 발

병하여 우리병원 신경과로 입원한 40대 중반 남자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환자는 미혼이

며, 부모 사망 후 형제들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친구

도 없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도 필요 없다고 할 정도

로 고립된 생활을 해 왔습니다. 고시텔에서 혼자 살

며, 택배회사에서 야간작업을 하며 일당을 받아 생

활해왔다고 합니다. 뇌경색으로 마비 증상이 발생

한 환자를 다행히 고시텔 주인이 발견하여 119를 

통해 우리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졸중 집중치료실

에서 입원치료 받았습니다. 환자는 입원진료비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고, 주변의 지지체계도 전혀 

없어 도움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아

주사회사업기금에서는 본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

였습니다.

아주사회사업기금에서는 가족, 친구, 사회와 단절

되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있는 환자의 치료비를 지

원하여 환자가 사회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사회사업기금에 많은 관심

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 원 금 액 예 우

1백만 원 이상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5백만 원 이상 
·차량 출입증 발급(1년)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1천만 원 이상 
·종합건강진단 무료 쿠폰 증정(1매 1회)
·차량 출입증 발급(3년)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5천만 원 이상 
·종합건강진단 무료 쿠폰 증정(2매 1회)
·차량 출입증 발급(10년)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1억 원 이상 

·종합건강진단 무료 쿠폰 증정(2매 평생)
·차량 출입증 발급(평생)
·건물 또는 실명명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후원자 예우

후원 방법

현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 형태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시 각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아주대의료원)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무통장 입금 SC은행 692-20-307934

  SC은행 692-20-166907

•안내전화 발전기금 후원회 ☎ 031-219-4000

 의과대학 발전기금

•기숙사 신축 발전기금 무통장 입금  SC은행 692-20-166209

•의학과 발전기금 무통장 입금  SC은행 692-20-307923

•의대교수 장학기금 무통장 입금  SC은행 632-10-026880

•안내전화 의과대학 교학팀 ☎ 031-219-5017

 간호대학 건축기금

•무통장 입금 SC은행 692-20-014725

•안내전화 간호대학 교학팀 ☎ 031-219-7007

 아주사회사업기금

•무통장 입금  SC은행 692-20-161479

•안내전화 사회사업팀 ☎ 031-219-4747



스트레스도 풀고 상품도 받자! 
“아주대학교의료원을 나만의 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새롭게 단장한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당신에게 힐링의 시간을,  

부담 없는 취미 생활을 찾는 당신의 여가에 즐거움을 선물할 컬러링 이벤트! 

일러스트 윤곽선을 따라 나만의 색으로 칠해주세요. 

완성한 작품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총 5개의 작품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마감_ 2016년 7월 31일 

당첨자 발표_ 다음 호 소식지  

메일 보내실 곳_ topink4@aumc.ac.kr

EVENT

아주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당신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아주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가 함께합니다. 

웰빙센터 4~5층 / 1688-2118 

• 개인 및 기업
 맞춤건강검진

•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 오후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검진

•구강검진

•작업환경 측정

•보건진단 사업 

•유해요인 조사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국가

공단검진

산업

위생관리

종합

건강검진

기업

출장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