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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丁酉年) 새해, 모든 의료

원 가족이 붉은 닭의 좋은 기운을 받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

랍니다.

우리 의료원에게 2016년은 미래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매

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경기도민의 간절한 바람인 권역외상센터가 성공리에 건립되어 

현재 병상이용률 90% 내외로 안정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제 1철골 주차장 증축 공사도 완료하였고, 간

호대학 신축건물은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학년 초 BK21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4월에 연구중심병

원 재지정 성공으로, 우리는 대형 국책연구사업 4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에서 3개뿐인 의료기관으로서 명성을 떨쳤고, 연

구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는 자긍심이 생겼습니다. 또 김유선 

교수의 ‘RIP3 바이오마커 이용 항암제 개발’ 기술 이전에 이어, 

서해영 교수의 ‘줄기세포 활용 교모세포종 항암 치료제 기술’이 

최근 한미약품에 이전되면서 의료기술 사업화의 쾌거를 거두었

습니다.

병원은 환자중심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교육인재개발부를 신설하

는 등 전략적으로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

터 리모델링을 위한 도면이 완성돼 곧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

다. 그리고 우리 병원이 표방하는 ‘안전하고 친절한 병원 만들기’

의 일환으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인력 5명을 충원했고,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시범병동 47병상이 12월 7일부터 운영을 시작

하는 등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하여 바꾸어가고 있

습니다.

해외 사업에서도 중국 연변 제2인민병원과 계약한 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이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이외에도 소주시, 무석

시, 당산시, 영하회족자치구, 염성시 등과 병원 건립 컨설팅 또

는 위탁경영 등에 대한 다양한 합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사 간에도 12년 연속 무파업을 달성하며 점점 더 견고

한 신뢰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이 힘들여 수

고하고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 의료원은 다시 한 번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고, 아울러 우리가 지향하는 ‘환자행복 

중심 서비스’ 구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저성장 기조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로 국내 경기도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올해 의료계의 환경 역시 파란(波瀾)이 예상됩니

다. 의료수가 인상률이 최근 7년간 2%에 못 미쳤고, 내년도 마

찬가지로 수가 인상률이 1.8% 정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저수

가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고 선택진료 제도는 올해에 완

전히 폐지되며, 비급여 영역의 급여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

입니다. 어려워진 의료환경으로 대형병원 간의 경쟁은 더욱 심

화될 것이고, 그에 적응한 생존 전략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차제

에 병원계는 고객경험(Customer Experience)을 최고 가치로 삼

아, ‘안전’이나 ‘친절’의 개념을 넘어 이제는 ‘품격’을 지향하며 자

신만의 유일함을 강조하는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올해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아주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Ajou Smart Healthcare 

Cluster, ASHC)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즉 ASHC는 ① 암·심

뇌혈관·이식 치료와 같은 중증 급성기 치료를 담당하는 아주대

학교병원 ② 뇌졸중·외상·암 재활 같은 만성기 치료를 담당하는 

중증재활 요양병원 ③ 기초·임상 융합연구나 의료정보 빅데이

터를 담당하는 융합연구센터 ④ 실버산업을 주로 담당할 광교 2

단계 사업 등 네 개의 기관이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

화하여 동반 발전하려는 전략입니다. ASHC의 네 기관 중 주요 

축인 중증재활 요양병원 건립을 시작으로 광교 2단계 사업에 대

한 다각적 검토와 병원 원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

을 수립할 것입니다.

의료원 미래를 향한 제2의 도약

둘째, 중증재활 요양병원과 간호대학 신축 공사를 차질 없이 진

행하는 한편 의과대학 기숙사 신축을 도모할 것입니다. 광교 부

지에 490병상 규모로 설립하는 중증재활 요양병원은 1월 중 착

공하여 2019년 4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간호대학의 오랜 꿈과 

희망인 간호대학 건물 신축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8년 

간호대학 설립 20주년에 맞추어 완공 목표입니다. 여기에 의과

대학 개교 3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숙사를 180실 규모로 신축하

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셋째, 의료원의 양적 규모 확대를 위해 ‘쓰리 파이브’ 목표를 설

정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쓰리 파이브란 외래환자 일평균 5천

명, 의료수입 5천억 원, 의료이익률 5%(250억 원) 달성에 대한 

목표 제시입니다.

넷째, 의료원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KPI 지표 확대 적용입니

다. 올해는 KPI 모니터링을 유지하는 한편 KPI를 임상과에 단계

적으로 적용하는 등 KPI의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섯째, 합리적 성과 및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

고 보완할 것입니다. 현재 개선 중인 교수업적평가 시스템을 조

속히 완료하여 2017년 실적부터는 평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우리 의료원 구성원의 염원인 제2병원 건립, 본원 확

장 등 지속적인 양적규모 확대를 위해 중·장기 마스터플랜 일명 

‘Future 2030’을 수립하여, 향 후 우리가 가야할 길을 제시할 것

입니다.

그밖에 3차 JCI 인증평가에서 성공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

록,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친절한 병원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

는 ‘환자 행복 중심 서비스 강화’ 활동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2017년 다른 어느 해보다 큰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하는 우리이기

에 따뜻한 마음과 시선으로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며 더불어 살

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심코 지나치며 한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 

그 작은 것 하나가 화합을 깨뜨리고 결속력을 느슨하게 만든다

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진심과 배려에서 

우러나와 환자에게 하는 말 한마디와 작은 실천이, 종국에는 우

리 병원의 긍정적 이미지를 환기시키고 안전하고 친절한 병원문

화를 형성해 갈 것입니다. 

우리 의료원의 미래를 향한 제2의 도약, 그 힘찬 도약을 위해 

2017년에도 지금처럼 힘껏 수고하여 주십시오. 보직자들도 한층 

더 노력하며 여러분과 더욱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결같이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새해 평안과 건

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 1. 2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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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행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무슨 짓을 해도 들키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왜 그가 

사회적인 도덕률 안에 머무르려 하겠습니까? 당장 반지를 문지르며 탈의실로 달려가겠죠. 이토록 기게스

의 마법반지는 그 소유자로 하여금 사회계약에 따른 도덕적 의무의 끈을 자르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향수(鄕愁)의 가면을 쓴 자질미달의 대통령과 그 뒤에서 자신들을 숨긴 채 국정을 좌지우지해오던 한 무

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게스의 반지’ 덕택에 자신들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 안 보인다는 생각에 사회

계약의 내부자로서의 ‘도덕’적인 고민 없이 일탈적 존재로서 ‘도적’질을 해왔습니다. 이들의 일탈을 알만한 

주변 사람들은 못 본 척 외면했고 영문 모르는 대중은 이같은 의심을 감히 상상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이 반지가 빠지면서 이들의 몸뚱이가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다시 

사회계약의 틀 안으로 끌어당기고 벌을 주는 일이 남았습니다. 단순한 괘씸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

를 이루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을 해친데 대한 엄격한 집행이어야 합니다. 이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도덕률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 나온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를 잠시 인용해볼까 합니다. 전설의 

나라 리디아의 왕 밑에서 일하던 양치기 기게스는 거인의 동굴에서 반지를 발견하고 이를 만지작거리다

가 우연히 반지를 돌리면 자신의 몸이 투명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투명인간이 된 그는 자기 나라의 왕

궁으로 달려가 왕비를 범하고 왕을 죽인 후 스스로 왕이 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에 작용하는 동기의 기저에는 적어도 ‘이익’과 ‘도덕’이란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 둘

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떤 동기를 앞세워야 하는가에 대해 묻는다면 보통 ‘도덕’이라 말할 겁니다. 하지

만 왜 바로 눈앞에서 내 이익이 사라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도덕’적 동기를 앞에 두어야 할까요?

사실 인간의 심적 본성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마도 ‘이기적’이란 말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

만 모두가 자기의 이익만을 얻으려 하는 날것인 본성만이 존재하는 사회가 과연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

요? 어떻게 이런 본성을 억누르고 우리는 사회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나의 이익을 일부 희생하는 대신 남도 같은 모습을 보이기를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를 찾았습니다. 

이를 우리는 예전에 교과서에서 ‘사회계약설’이란 말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 틀 안에서 구성원 모두가 

사회계약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되었습니다. 누구든 이를 지키며 ‘영리한’ 이기주

의를 지향하는 한 계속 사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반면, 만일 누군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벌을 받을 겁니다.

다시 기게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반지를 발견한 이후 그의 행동은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칸트의 

‘정언명령(定言命令)’에 근거한 관점이라면 그의 일탈에 대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

회계약적 관점에 충실한 그 누군가의 손에 그런 반지가 들어온다면 그 후에도 과연 그는 사회가 바라는 

‘이익’과 ‘도덕’ 사이, 
기게스의 반지

글 신승수 교수(호흡기내과)   일러스트 김민지

선인재 칼럼

호흡기내과 신승수 교수는

1994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예방의학과 내과학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 호흡기내과학을 전공한 

이후 현재까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아주대학교병원 폐암센터장을 함께 맡고 있

다. 전문진료분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이며 이외에 근거중심의학의 교육 및 보급, 임상진료지침의 개발에 관

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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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모세포종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서해영 교수와 한미약품의 

인연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 필연으로 가기 위한 우연이라는 말

이 가장 적당하다. 올해 초 한미약품에서 개최한 오픈이노베이

션에 참석했었던 서해영 교수에 대한 한미약품의 관심이 오늘의 

기술이전 협약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시판되는 줄기세포치료제와는 달리 저희 연구팀의 치료제

는 유전자가 이입된 줄기세포치료제로서 생산과정이 복잡해서 

기업에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 때

문에 우리 연구실에서 직접 생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

어요. 오픈이노베이션을 기점으로 한미약품에서는 저희 팀의 연

구에 관심을 가졌고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의 성숙도가 높은 

상태였음을 알게 되면서 상당히 빨리 협약이 진행됐습니다.”

서해영 교수팀이 개발한 줄기세포치료제는 건강인에서 추출한 

골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에 사이토신 데아미나아제(Cytosine 

Deaminase) 유전자를 삽입한 것으로, 현재 후기 전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2017년 교모세포종 대상 국내임상 1상을 앞두고 있

으며, 이후 뇌종양을 비롯해 다양한 암종으로 적응증을 확대한

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아주대학교와 한미약품과의 협약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명

확하다. 

“줄기세포치료제는 지금까지 4종류가 시판 허가되었는데 대부

분 환자 자신의 몸에서 뽑아 키워 다시 집어넣는 자가치료제이

거나, 제대혈에서 분리한 세포를 이식하는 등 아직 시술의 개념

이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건 동종치료제로서 대량 생산이 가

능하고, 약처럼 대중화되고 일반화될 수 있는 치료제인 거죠.”  

물론 완전히 일반화가 되기까지의 길은 결코 만만치 않다. 현재 

서해영 교수팀에서 만든 치료제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공정에 

개선할 점이 많은 것. 줄기세포를 키우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

고 생산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된다면 보다 광의(廣

義)의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서 교수의 설명이다. “비

용을 낮추는 거 자체가 또 하나의 사이언스”라고 말하는 그에게

서 이번 한미약품과의 협약은 암 정복을 위한, 암환자를 위한 더 

큰 세상으로 가기 위한 탄탄한 지지대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실용화와 기초연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서해영 교수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다. 무엇보다 줄기세포 연구가 초

아주대학교 줄기세포치료제,

한미약품과 손 잡고 
암 정복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기에 다른 과학 영역과는 달리 상업화 쪽으로 나아가다보니 대

표성 있는 학회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국줄기세포

학회 회장을 맡은 그가 학회를 하나로 모으는 대의를 실천한 것

은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일이었다. “초기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

서 학회를 열었어요. 그러다보니 학회가 너무 많아졌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지요. 제가 회장직을 맡으면서 학회들을 하나로 모

았고 지금은 굉장히 큰 학회가 됐어요. 초기에는 100~200명쯤 

됐던 회원이 지금은 1,000명으로 늘어났으며 모든 관련자가 학

회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발표도 하고 정책제안도 하는 아주 큰 

조직이 된 거죠.”

서 교수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기술 수준은 실용화 쪽으로는 거

의 최정상 수준이지만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기초과학 연구

가 부족한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향후 새로운 줄기세포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화 모델을 

이루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개발된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용화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과정에 대부분의 

기술이 사장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실용화까지 갈 수 있도

록 개발자가 연구원으로 남아 본인이 학창시절부터 개발한 기술

을 개선시키고 성숙도를 높이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연구실이 그런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내고 또, 저희 연구실의 모

든 이가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어떤 식으로든지 꼭 보상 받

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내내 시종일관 소녀 같은 미소와 열정을 감추지 않은 서

해영 교수. 보다 진화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통해 암환자에게 새

로운 희망을 전하고, 연구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

고 싶다는 그의 꿈이 이번 한미약품과의 협약으로 인해 활짝 꽃

피우길 소망해본다.  

해부학교실 서해영 교수

서해영 교수는 서울대 미생물학

과를 졸업하고 미국 베일러 대

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현

재 아주대학교 해부학교실 주

임교수로 재직하며 한국 뇌신경

과학회 회장과 한국줄기세포학

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해부학교실 서해영 교수

지난 12월 5일,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와 손지웅 

부사장, 아주대학교 김동연 총장과 유희석 의무부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대학교 의과

대학 서해영·김성수 교수팀과 한미약품이 교모세포

종 줄기세포치료제 도입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한

미약품과의 협력을 통해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

을 주고 싶다고 밝힌 서해영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이경희   사진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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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환자 중심의 맞춤 치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암센터의 끊임없는 노력

센터를 말하다

아주대학교병원 위암센터는 최신 수술 기법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생존율을 높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치료 경험으로, 현재는 국내외 최고수준의 기술을 자랑한다. 

아주대학교병원 위암센터는 진단부터 치료, 수술 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음악처럼 매끄럽게 지휘하고 있다.

정리 남지연   사진 이성원

환자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 전략

아주대학교병원 위암센터에서는 위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환자 상태와 암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치료전략을 펼친

다. 소화기내과, 위장관외과, 종양혈액내과, 병리과, 영상의학

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가 긴밀하게 협진하여 암을 진단

하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전략을 세워 암 치료 및 관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한다.

2013년에 아주대학교의료원 위암 표준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위

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위암 치료를 표준화하는 등 위

암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격주로 진행하는 다

학제 학술집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의 질을 관리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진료평

가에서 위암치료 1등급을 받았다.

최신 수술 기법의 적극적 도입

아주대학교병원 위암센터는 지난 2003년부터 복강경 위암수술

을, 2008년에는 첫 로봇 위암수술을 시행하여 최근까지 복강경 

위암수술 2,000여 건, 로봇 위암수술 400여 건이라는 풍부한 치

료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임파선 전이 가능성이 낮은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과 복강경 또는 로봇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을 진행하는데, 고난도 기술과 풍부한 임

상경험을 바탕으로 조기 위암에는 100% 최소 침습 수술을 한다.

위암은 림프절로 암이 퍼지는 특징이 있어 암 발생 부위를 포함

한 림프절까지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넓어 개복의 

범위가 크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위암 표준치료와 달리 복

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최소침습수술은 암의 진행 정도에 따

라 복부에 0.5~1.5cm의 작은 구멍을 통하여 수술하게 되는데, 

개복 수술에 비해 몸에 부담이 적어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작아 

미용적 측면에서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상처 부위 감염 확률도 

낮다.

특히 하이브리드 수술은 감시림프절을 복강경으로 절제하여 전

이 여부를 확인하고, 전이가 없다면 내시경 절제술로 위를 최소 

범위로 절제하고 복강경 도구로 이를 다시 봉합하는 방식을 취

하기 때문에 내시경 절제술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최신 수술법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체 위암의 10%에 해당하는 말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의 

경우, 적극적인 항암화학치료와 표적치료, 국소방사선 치료를 

적절히 시행하여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암 수술 후에는 영양사가 식사지침 등 환자 교육을 통해 위암 식

이 및 회복을 돕고, ‘마음건강클리닉’과 연계하여 아픈 이의 마음

까지 보듬는다. 일 년에 한 번씩 위암 환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인 ‘위암 심포지엄’도 환자와의 교감과 친화를 중요시하는 

아주대학교병원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아주대학교병원 위암센터

2013년에 아주대학교의료원 위암 표준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위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위암 치료를 표준화하는 등 위암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격주로 진행하는 다학제 학술집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의 질을 관리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진료평가에서 위암치료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위장관외과 손상용 교수, 영상의학과 이제희 교수, 핵의학과 윤준기 교수, 종양혈액내과 최진혁 교수, 위장관외과 한상욱 교수, 

소화기내과 임선교 교수, 영상의학과 김재근 교수, 종양혈액내과 강석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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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부터 케어까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위암센터를 이끌고 있는 한상욱 센터장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치

료 방법을 고수하기보다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 치료를 추구한

다”고 강조한다. 

“그러자면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

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또 맞춤치료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 위암센터는 첫 방문에서 치료를 종결할 때까지 위암전담 

코디네이터가 검사와 치료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시스

템이 구축돼 있다. 진단에 있어서는 최신 기종의 내시경 시스템을 도

입한 고도화된 진단기법으로 기존 내시경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며 조

기 진단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여러 분야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학

제 진료로 수시로 환자와 가족을 상담하여 개개인에 맞춘 치료법을 

제시한다. 진단과 치료는 정확해지고, 설명은 더 친절해진 셈이다.

가장 중요한 수술 분야에 있어서는 내시경, 복강경, 로봇, 하이브리드

까지 최소침습수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위암센터를 이끌고 

있는 한상욱 센터장은 최소침습수술에 대하여는 국내외 어느 병원과 

경쟁해도 자신 있다고 말한다.

“국내외 최소침습수술 분야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전복강경 수술기법

에 대한 환자의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지

난 2010년에 전복강경 수술기법을 도입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수술

을 전복강경 수술기법으로 시행하고 있고 성적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1기 위암의 경우 97%, 2기 75%, 3기 47.6%, 4기 

28.8%에 달하는 완치율을 보이는데, 이는 타 의료기관에 비해 상당

히 높은 수치이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한상욱 센터장은 아주대학교병원이 위암 치료를 선도하게 된 것은 

“기초와 임상이 골고루 탄탄한 연구중심병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다. 특히 위암센터를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

을 이끌어냈다. 

2010년에 위암기전연구소를 설립해 위암의 발병기전부터 줄기세포 

응용 항암치료법 개발까지 연구한다. 병원 자체적으로 ‘인체유전체자

원은행’을 두어 기초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한상욱 센터장은 보건복지부 2013년 암정복 과제로 선정한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복강경 위절제술 다기관 임상연구’의 총괄책임을 맡

아 주도하고 있다. 5년간 1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이 연구

는 진행성 위암에서 복강경 위절제술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연구로, 

진행성 위암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중요한 연

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첨단장비를 잘 이해하고 이용하려 하

는 것도, 더 나은 수술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오직 생명을 위한 것입

니다.”

한상욱 센터장은 지금까지의 노력에서 한발 나아가 지속적인 기초

임상 연구 참여로 ‘연구가 참 진료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

이다. 더 좋은 인력을 확보해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고, 향후에는 암

병원 건립으로 모든 암질환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진료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 모든 노력이 위암의 효과적인 치료는 

물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인터뷰

한상욱 위암센터장

마음까지 헤아리는 참진료를 위해

고난도 기술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출범 후 10여 년 동안 위암 치료를 선도해온 아주대학교병원 위암센터. 

한상욱 위암센터장에게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환자맞춤형 치료에 대한 철학을 들어보았다.

글 유현경   사진 이성원

한상욱 센터장은 아주대학교병원이 

위암 치료를 선도하게 된 것은

 “기초와 임상이 골고루 탄탄한 연구중심병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특히 위암센터를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냈다. 

위암센터장 한상욱 교수(위장관외과)

진료 분야

위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약력

아주대 의과대학 외과 교수

아주대병원 위장관외과장, 위암센터장

아주대의료원 기획조정실장

효율적인 치료의 해답을 찾다

아주대학교병원이 별도 조직으로 암센터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2007년 7

월, 위암센터가 개소하면서였다. 과거 아주대학교병원을 찾은 위암 환자들

은 내원 후 검사부터 수술이 길게는 20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위암센터가 문을 연 이후 빠르면 내원 이틀 안에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

다. 이는 위암센터가 초기부터 도입한 협진시스템으로, 진단에서 치료, 관리

까지 긴밀하게 진행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현재 위암센터장을 맡고 있는 한상욱 교수는 위암, 복강경 및 로봇 수술의 

권위자이다. 그리고 위암센터를 처음 기획하고 추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암이라고 의심이 되면 불안한 마음에 빨리 치료받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

다. 오랫동안 위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도 해소하고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해답이 위암센터였

습니다.” 

위암센터가 그동안 펼쳐온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처음 실시하여 발표한 ‘위암적정성 평가’에서 ‘1등

급’을 획득했다. 이는 위암 환자에 대한 진단과 수술, 항암치료 등의 치료가 

의학적 그리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절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평가였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중 세 번째로 수술비가 저렴하고 재원일수가 짧

다는 평가도 받았다. 환자들이 덜 고통스럽고, 더 빠르게 위암으로부터 완

치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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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섭취 논란의 역사

지방 섭취에 대한 논란의 시작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안셀 키즈 교수는 고지

방식이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1956년 미국심장학회가 저지방식을 권고한 이후 미국에서는 비만

예방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저지방식이 추천돼 왔다. 이에 미국인의 식단에서 지방의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비만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저지방식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1970년대에는 미국에서 유행했던 ‘애킨스 다이어트’인 저탄수화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2000년대에 이르러 저

탄수화물식과 저지방식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많이 이뤄졌다. 그 결과, 초반의 단기간 체중감량 효과는 저탄수화

물식이 조금 더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지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감량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 과연 괜찮을까?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의 경우 시행 초기 단기간동안 체중감량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조기 포만감을 

유도해 식욕을 억제하며, 먹을 수 있는 식품 종류가 제한되면서 섭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도의 저탄수

화물·고지방식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실제 연구에서도 중단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장기적으로

는 체중감량 효과를 보기 어렵다. 하지만 체중감량 효과의 여부보다 더 큰 문제는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를 장기

간 지속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영양학적 문제이다. 지방 중에서도 특히 포화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면서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극단적인 고지방식

을 할 경우 다양한 음식 섭취가 어려워져 미량 영양소의 불균형과 섬유소 섭취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또 지나치게 탄

수화물을 줄이면 뇌로 가는 포도당이 줄어들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

첫째, 자기 자신의 식사습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탄수화물이나 지방 섭취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이를 각각 적

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 탄수화물 섭취는 65%를, 지방섭취는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며 균형 잡힌 식

사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몸에 좋지 않은 단순당과 포화지방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한다. 탄수화물의 경우, 단순당의 섭취를 줄이고 전곡류

와 같이 식이섬유를 비롯한 영양성분이 풍부한 탄수화물 섭취를 늘려야 한다. 경우에 따라 탄수화물과 지방비율을 위

와 다르게 조절할 수 있지만, 영양적인 측면과 전체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으로 치료 중인 환자는 식사 방법을 선택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심장이

나 콩팥이 나쁜 환자, 심한 당뇨병 환자는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와 같이 한 가지 영양소에 편중된 식사법을 함부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환자들은 식사 방법에 대해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극단적인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는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며 오히려 건강에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열량 섭취를 줄이고, 활동량 늘리기를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만이 비만과 다양한 질환

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건강 식사 방법이며, 이외의 다른 묘수나 쉽게 할 수 있는 편법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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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 괜찮은가?

글 김대중 교수(내분비대사내과)    일러스트 최청운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며 여러 가지 결심과 다짐을 하곤 한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결심 

중 하나는 아마 ‘다이어트’일 것이다.

작년 9월부터 여러 신문과 방송을 통해 소개된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버터 품귀 현상과 삼

겹살 소비 증가 추세가 나타날 정도로 해당 식사법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는 일상적인 식

단에서 탄수화물 과다섭취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 탄수화물을 전체 칼로리의 5~10% 정도로 줄이고 대신 지방 섭취

를 70% 이상으로 늘리는 극단적인 식사법이다. 문제는 이러한 식사 방법이 체중감량뿐 아니라 혈당 조절, 지방간 개

선, 중성지방 감소와 HDL 콜레스테롤(좋은 콜레스테롤)수치 상승에 효과적이라고 보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

한비만학회 등 5개 전문학회는 최근 유행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저탄수화물·고지방 식사’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당시 전문학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바탕으로 ‘저탄

수화물·고지방 식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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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의 위험성

흡연자라면 새해 금연 결심은 한두 번, 아니, 매 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흡연의 나쁜 점을 알면서도 

실천하기 힘든 것이 금연이다. 30년 동안 매일 한 갑의 담배를 피운 사람이 갑자기 금연을 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떠

나보낸 만큼의 상실감이 있다고 하니 금연은 참 힘든 결정이다. 그렇다고 흡연을 계속하는 것은 분명히 건강을 해치

는 일이다. 흡연할 경우, 폐암, 후두암, 구강암뿐만 아니라 위암, 신장암, 방광암, 백혈병 등 각종 암 발생률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흡연자의 경우, 중년의 성인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급사가 높게 나타난다. 그 외에도 천식, 폐기종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발생이 증가한다.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 의지력 결핍 아니다

이렇게 많은 병의 원인이 흡연인 줄 잘 알면서도 늘 금연에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의외로 금연클리닉을 방문한 

환자도 금연보조제로 니코틴 껌이나 패치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구용 금연보조제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

의 말을 듣고 내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구용 금연보조제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십 년 동안 매

일 해온 흡연 행동을 단 며칠 동안의 결심만 가지고 금연을 할 경우, 금연 성공률이 100명당 3명 미만이기 때문에 매 

번 ‘난 의지력이 모자라’라고 자책하기 일쑤다. 오랜 기간 동안의 흡연이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다. 바로 ‘니코틴 중독’ 때문에 금연이 힘들어지는 것이지, 결코 의지력

이 약해서가 아니다. 

그럼, 니코틴 중독은 왜 생길까?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위 혈류 감소를 일으켜 궤

양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니코틴이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흡입한 니코틴은 수 초 내 뇌로 들

어간다. 우리 뇌에는 니코틴을 감지하는 수용체(일종의 센서)가 있는데,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뇌에서 분비가 된다. 특히 도파민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진다. 많은 흡연가가 스트

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흡연을 하면 안도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반응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그런 자극을 본능적으로 원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된다. 반대로, 이런 자극이 갑자기 사라지면 

불안, 초조, 집중력저하, 불면, 쉽게 짜증냄, 날카로움, 식욕증가 등의 소위 ‘니코틴 금단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

서 의지만으로 금연을 할 경우에는 이런 금단 증상을 피할 수 없게 되며, 대부분 금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또 일부 

여성들은 다이어트에 좋다는 소문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금연 결심을 하기 힘들어 한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는 흡연을 하는 사람에서 복부비만이 더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금연을 하는 경우 단기간 체중 증가가 있을 수 있

지만,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가 더 잘 된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흡연이 체중 관리에 더 좋다는 소문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흡연은 병이며, 금연하는 것은 이러한 니코틴 중독을 이겨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연 치료는 전문가의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할 때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니코틴 패치와 함께 니코틴 껌이나 니코틴 사탕(로젠즈)을 같이 사용

하면 니코틴 패치만 붙일 때보다 금연 성공률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니코틴 패치와 껌, 로젠즈는 의사의 처방

이 없이 쉽게 구입하여 시도해 볼 수 있다. 경구용 금연 약제는 니코틴 패치와 비교하여 높은 금연 성공률을 보인다. 

경구용 금연 약제는 부프로피온(웰부트린)과 바레니클린(챔픽스)이 있다. 대개 1.5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복용을 하게 

되며, 6개월 금연 성공률은 25%~45% 정도다. 즉, 연초에 100명에게 경구용 금연보조제 치료를 했을 경우에 6개월 

후, 최대 45명이 금연에 성공을 한다는 것이다. 이 약들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상담과 

더불어 약물 복용을 하면 금연 시도에 큰 도움이 되며 큰 부작용 없이 금연 실행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경구용 금연

보조제와 니코틴 제제(껌, 사탕 등)를 병행했을 때 경구용 금연보조제만 복용한 사람들보다 금연 성공률이 높았다는 

보고도 있으니, 필요할 경우 의사와 상의 후에 니코틴 제제를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 급성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뇌혈관질환 등으로 입원 중인 환자는 반드시 금연 상담 후 적절

한 금연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금연은 병의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복용하는 약물과 병합하는 것이 두려운 경우도 있지만, 경구용 금연보조제는 단기간 복용하는 

약이며, 주치의와 충분한 상담 후 약물 치료를 결정할 경우 대부분 큰 문제가 없다. 건강을 위해

서 참 많은 노력을 하는 현대인에게 금연은 가장 확실한 건강 회복의 지름길이며, 병의 재발 및 

예방에 가장 필요한 생활습관이다.   

금연, 올해에는 성공합시다

글 주남석 교수(가정의학과)   일러스트 최청운

가정의학과 주남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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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불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으레 주변 사람들을 더 챙겨야지, 일에 좀 더 최

선을 다해야지, 건강을 위해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등의 새해 결심을 하기 마련이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을 위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운동복을 갖추고 두 시간 정도 비워서 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면 막상 운동을 시작하기도 유지하기도 어려워진다. 

더군다나 날씨는 춥고, 따뜻한 실내에 있고 싶을 때 걷기나 달리기와 같은 야외운동을 한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

게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꾸준히 유지하기도 쉬운 운동방법으로 ‘계단 오르기’가 있다.

계단 오르기의 효과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보다는 계단 오르기가 좋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어떤 점이 힘든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계단 오르기는 크게 세 가지로 칼로리 소모,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근

육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계단 오르기를 하면 칼로리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한 층을 기준으

로 약 7칼로리, 한번에 6층 정도의 계단을 오른다면 42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한다. 이는 빨리 걷기와 비교해도 무려 

두 배 정도의 칼로리가 소비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체중 조절 및 대사 증후군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공깃밥 하나 

가득에 300칼로리임을 감안했을 때, 6층 계단을 총 일곱 번 이용하면 밥 한 공기만큼의 칼로리가 소모된다.

또한 계단 오르기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2010년 한 의학 잡지에서 평소에 주로 앉아 지내는 젊은 여

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별도로 운동 시간을 가지지 않고 매일 규칙적으로 계단 오르기만 해도 유익한 콜레스

테롤인 HDL의 수치는 올라가고, 해가 되는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는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심장

혈관 등의 건강을 좋게 하고 중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계단 오르기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무릎이나 허리 관절의 건강

에도 도움이 된다.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하게 되는 동작 및 근육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척추가 곧게 서게 되고, 허

리 뒤쪽에 위치한 척추 ‘세움근’이 발달하게 되어, 척추가 받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주의할 점은 계단 오르기가 힘

들다고 상체를 앞으로 숙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허리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 

근육 운동이 필요한 이유

척추와 다리를 이어주는 ‘배요근’이라는 근육이 강화되면 똑바로 서는 데 도움이 된다. 허벅지의 앞쪽과 뒤쪽의 근육 

모두를 강화시켜 하체 근력이 향상되면 무릎 관절염 진행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겉으로 보기엔 체중이 많아 보이지 않는 ‘마른 비만’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마른 비

만이란 체중은 정상이지만 체내 지방의 비율이 높고 근육 양이 적은 것을 말한다. 마른 비만의 경우 대부분 내장에 

지방이 많이 쌓여 대사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식이 제한을 통한 다이어트가 아닌, 최소한의 

근육 운동이 절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뿐만 아니라, 마른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폐경

기 이후 골량의 감소로 인한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30대 이전에 뼈에 

충분한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계단 오르기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당부할 사항으로 혹시 무릎이나 다리의 다른 관절이 좋지 않다면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

터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운 겨울에도 따로 운동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좋겠지만,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는 우리의 몸에 생각보다 큰 활력을 준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의미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는 대신 가벼운 운동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훨씬 개운하고 건강해질 

것이다.  

겨울철 건강관리의 작은 실천

직장·집에서 계단 오르기

글 이두형 교수(정형외과)   일러스트 최청운

정형외과 이두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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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다짐, 
건강하게 지키기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___  20 2017. January+ February ___  21 

사람은 아기 때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자고,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점점 줄어서 60세 이상에서는 6~7시간 정

도로 감소한다. 어릴 때는 키나 체중의 증가 등 성장으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공부나 일, 운동 등 활동량이 많아 

에너지 소모가 많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이나 재생을 위해 상대적으로 긴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이

가 들면서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수면 시간도 점차 줄어든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 연구에서 

적절한 수면 시간은 7~8시간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4~5시간만 자도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는

가 하면(short sleeper) 어떤 사람은 8~9시간 정도를 자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도(long sleeper)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몇 시간을 자야 한다고 하기 어렵고, 개개인에 따라 적정한 수면 시간이 있으므로 이에 맞

춰 생활해야 한다.

낮잠도 마찬가지다. 여러 연구에서 낮잠이 생산성과 작업 능률뿐만 아니라 기억력 등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었

다. 이는 수면이 과부하 된 뇌를 회복시키고, 무작위로 보관된 기억이나 사고를 통합, 정리하기 때문이다. 낮잠은 여

러 면에서 유용하지만 낮잠을 너무 많이 자서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면 오히려 수면 리듬이 깨져서 일과가 더 힘들어 

지는 경우도 있다. 45분 이상의 낮잠은 깊은 수면에 들게 돼서 잠에서 깨기 힘들고, 깨고 나서도 비몽사몽에 힘들어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긴 낮잠은 피하라고 보고한다.

수면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잠의 질’

이렇듯 사람에 따라 적정 수면 시간이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잠의 질이라고 할 수 있다. 수면은 

NREM(non-REM)수면과 REM(Rapid Eye Movement)수면으로 분류된다. REM수면은 수면 중 빠른 눈동자의 움

직임이 특징으로 호흡, 심박동, 혈압은 불규칙해지고, 자율 신경계가 항진되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도 가장 심해지

는 단계이다. REM수면 중에는 몸은 마비가 되지만, 정신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며, 꿈을 꾸는 수면 단계이다. NREM

수면은 수면 단계에 따라 N1, N2, N3로 분류된다. NREM수면동안 호흡과 심박동이 느리고 안정적이며, 저혈압의 

조용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REM수면은 

육체의 휴식, REM수면은 정신의 휴식 상태라고도 추정된

다. 성인은 약 90분 주기로 반복되는 수면 주기를 가지고 있

다. 정상 성인에서는 N2가 약 50%정도로 가장 많고, REM

은 약 25% 정도를 차지하며, 양질의 수면을 위해서는 전체

적인 수면 시간뿐 아니라 각 수면 단계가 적절하게 구성되

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 원인 ‘스마트폰’과 ‘술’

현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은 스마트폰과 알코올이다.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기기가 되었고 출퇴근, 식사, 대화 중에는 물론 잠을 자려고 누웠

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는 일은 매우 흔하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은 불면증의 중요한 원인이다.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몇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기도 한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강한 빛, 특히 블루 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한다. 이

를 예방하고자 블루라이트 차단 어플리케이션이나 필름이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집중을 하면 각성 상태

가 유도되어 수면을 시작하기 위한 편안한 상태를 방해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술이다. 흔히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고, 역으로 잠을 자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여러 연

구에서 술은 양질의 수면을 방해한다고 보고한다. 술은 처음에는 수면을 유도하지만, 수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각성

을 유도하고 결국 새벽에 잠을 깨게 한다. 또한 술은 REM수면과 깊은 잠인 N3를 감소시키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을 증가시켜 수면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알코올 중독의 원인 중 하나가 불면증 때문에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이다. 이렇듯 잠이 안 온다고 술을 마시는 것은 양질의 수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행

동이기도 하다.

어떤 병에도 만병통치약이 없듯이 수면도 마찬가지다. 좋은 습관과 행동으로 수면을 유도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면 건강하고 안락한 수면을 취할 수 있다.

좋은 잠은 무엇일까

글 김현준 교수(이비인후과)   일러스트 최청운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기상시간은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한다.

잠자리에 들기 3~6시간 전에는 커피, 콜라, 녹차, 흡연, 과식은 하지 않는다.

낮 동안의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잠자기 4시간 전에 하는 운동은 신체 리듬을 변화시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한다.

침실에서는 잠만 자고, TV를 보거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는다.

낮잠은 가능하면 피하고, 자더라도 짧게 잔다.

술은 좋은 수면을 방해하므로 피한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Tip

정상 수면의 구성

 1 2 3 4 5 6 7 8

wake

REM

1

2

3

수면시간

이비인후과 김현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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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MC를 읽다 1

이비인후과 김철호 교수

액상 바이오플라즈마 이용
창상 치료기술 (주)아이씨디에 이전

액상 바이오플라즈마를 이용한 창상 치료 기술 이전

실제 의료용에 적합하도록 개발

염증작용을 조절하여 손상된 조직을 효과적으로 재생

액상 바이오플라즈마를 이용한 치료기술 이전

아주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김철호 교수가 보유하고 있

는 액상 바이오플라즈마를 이용한 창상 치료기술이 1억 

원에 플라즈마 관련업체 (주)아이씨디로 기술이전 됐다. 

지난 2013년 저온 상압 플라즈마의 치료기술이전에 이어 

플라즈마와 관련하여 두 번째 기술이전을 성사한 것이다.

이번에 기술이전한 ‘액상 바이오플라즈마 이용 창상 치료

기술’이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만성질환이나 

노령화로 발생하는 감염, 피부염, 욕창, 당뇨발, 화상 등 

다양한 창상에 대하여 액상 바이오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유해물질과 세균 등을 제거하고 정상세포, 염증세포 및 

이를 둘러싼 다양한 미세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조절하여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말한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기술 개발

이번 연구에 사용한 액상 바이오플라즈마는 실제 의료용

에 적합하도록 상온 상압 환경에서 발생된 플라즈마를 액

상형태로 만든 것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치료법이다. 

액상 바이오플라즈마는 혈액응고를 유도하여 급성 창상

의 치료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플라즈마 형성 시 발생

하는 다양한 산소유리기(free oxygen radical)가 각종 

병원균에 대해 항균작용을 나타내며, 각종 대식세포의 기

능을 강화하고, 창상주변의 염증작용을 조절하는 것을 확

인했다. 또 염증작용을 조절하여 창상치유에 적절한 환경

을 만드는 동시에 손상된 조직을 효과적으로 재생했다. 

김철호 교수팀은 2012년 11월부터 시작한 의학·첨단과학

기술융합 원천기술개발사업에 과제(과제명: 종양미세환

경 복원을 통한 생체친화적 항암 플라즈마 멀티플랫폼 개

발)의 총괄연구책임자로 플라즈마와 관련된 다양한 항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중견(도약)연구자 지원

사업(과제명: 생체친화적 플라즈마를 이용한 염증재생제

어 기술개발)을 지원받아 플라즈마를 이용한 다양한 원천

치료기술을 개발하여 종양뿐 아니라 창상 및 다양한 염증

성 질환의 치료에 응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액상 바이오플라즈마 이용 

창상 치료기술’이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만성질환이나 노령화로 발생하는 

감염, 피부염, 욕창, 당뇨발, 

화상 등 다양한 창상에 대하여 

액상 바이오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유해물질과 세균 등을 제거하고 

정상세포, 염증세포 및 이를 둘러싼 

다양한 미세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조절하여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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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선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밥상

지역암센터장 전미선 교수 & 요리연구가 나카가와 히데코

새해맞이 닭 요리와 
뿌리채소 요리로 지키는 겨울 건강

정유년을 맞이하여 즐기는 닭 요리

세계암연구기금(WCRF)은 대장암 발병 확률을 줄이려면 소고기

나 돼지고기 등 붉은 살코기를 일주일에 500g 이내로 섭취할 것

을 권하고 있다. WCRF가 식생활·체중·운동량이 대장암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논문 263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 육류 및 

가공육이 대장암을 높이는 주 원인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암 환자들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로 대표되는 

붉은 살코기 섭취를 극도로 경계하곤 한다. 이에 전미선 교수는 

고기 500g을 3인분 정도로 계산하여 일주일에 3회 또는 조금 더 

줄여 2회(350g) 정도 섭취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한다. 고기를 주 

요리로 즐기지는 않되, 식사에 곁들이는 것에는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붉은 살코기에 대한 부담이 느껴진다면 닭고기, 

오리고기, 흰 살 생선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해당 재

료들은 붉은 살코기와는 다르게 양의 제한이 없고 주변에서 손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붉은 살코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재료다. 

원하는 분량의 닭날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살짝 데치는데, 

이때 닭날개가 익지 않게 주의한다. 잡내 제거를 위해 살짝 데친 

닭날개를 건져 깊지 않은 냄비에 넣고 마늘과 고추를 함께 썰어 

넣은 뒤, 발사믹 식초로 만든 소스와 물을 붓고 뚜껑을 덮는다. 

한소끔 끓인 뒤 중약불에서 타지 않게 가끔 뒤집어주며 고기가 

잘 익을 때까지 약 20분정도 조린다. 아주 간단하게 훌륭한 메인 

요리가 완성된다.

건강한 흙의 기운을 머금은 뿌리채소

다음으로 준비한 요리는 겨울철 건강을 책임지는 뿌리채소 요리

다. 기호에 따라 계절에 맞는 제철 채소를 준비하되, 되도록 다

양한 뿌리채소를 사용한다. 이번 건강밥상에서는 알타리 무, 고

구마, 우엉, 연근, 당근, 배추 속, 콜리플라워, 비트, 양배추와 대

표적인 겨울 제철 과일인 귤과 유자를 준비했다. 뿌리채소는 저

장이 용이하여 겨울에도 제 맛을 즐길 수 있는 제철 채소로, 겨

울철에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섭취하기에 제격이다. 

지역암센터장 전미선 교수(방사선종양학과)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Tufts 의과대학 조교수,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조교수를 

지낸 뒤 아주대학교병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주대학교병원 암

센터장, 기관연구윤리심의실장, 암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아주대학교병원 통합

의학센터장을 맡고 있다. 전미선 교수는 국가암관리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의학센터를 설립하여 암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크게 기여하

며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요리연구가 나카가와 히데코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귀화한 요리연구가 나카가와 히데코 

선생은 어린 시절 프랑스 요리 셰프인 아버지와 플로리스트인 어

머니를 따라 지중해 연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연스레 요리

의 길로 접어들었다. 현재 연희동의 '구르메 레브쿠헨' 요리교실에

서 지중해식 요리 강좌를 하고 있다.

2017년 새해는 정유년, 붉은 닭의 해라고 한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의 붉은 살코기를 멀리해야 하는 

암 환자에게 닭고기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로 손꼽힌다.

 더불어 닭 요리와 함께 곁들일 수 있는 뿌리채소 요리도 함께 준비했다. 

겨울철 영양분 섭취에 좋은 뿌리채소를 색다르고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밥상을 만나보자.

글 남지연  사진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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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를 손질할 때에는 껍질을 까지 않고 흙을 털어낸 뒤 솔이나 

수세미로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채소의 영양

분을 보존하면서 향까지 더욱 살아나게 한다.

육류나 가공식품 등을 멀리하는 암 환자는 출출하거나 입이 심

심할 때 간식으로 채소나 과일을 찾는 경우가 많다. 특히 투병 

중 기운이 없고 입맛이 떨어지면 달콤한 것이 입맛을 끌게 되는

데, 이럴 때 환자들이 간식으로 주로 과일을 먹는다. 하지만 과

일은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함량 돼 있어 과도한 섭취를 할 경우 

자칫 체중 증가의 원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전 

교수는 과일보다는 여러 가지 채소로 궁금함을 달래는 것을 추

천한다. 

채소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보통 샐러드를 떠올리는데, 익히지 

않은 신선한 채소를 먹는 것도 좋지만 항암치료 중에는 면역력

이 저하되고 소화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소를 익혀서 먹는 

것이 좋다. 익힌 채소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영

양 흡수도 더욱 용이하다.

준비한 채소찜 요리는 조리가 간편할 뿐 아니라 물에 데치거나 

익히는 등의 조리법보다 재료의 영양소 손실을 막는다는 측면에

서도 환자에게 좋은 조리법이다.  

하지만 달콤한 과일을 대체하기에 채소는 고유의 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소스가 필요하다. 고추장

이나 케첩, 마요네즈 혹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샐러드 소스 등을 

곁들이기보다는 건강한 재료로 만든 지중해식 소스와 일본식 소

스를 곁들이면 다양한 음식과 함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조리가 간단하고 색깔이 화려하여 연말이나 연초에 파티 음식으

로 준비하기 좋은 이번 건강밥상 요리는 간단한 조리 과정이 무

색할 정도로 특별한 밥상을 꾸미기에 부족함이 없다. 게다가 어

른과 아이가 함께 즐기기 좋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건강 밥상을 진행하며 전미선 교수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자

녀의 식사를 챙기느라 환자 자신의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젊은 환자들이 자녀의 식사를 챙기

다보면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족 모두에

게 좋지 않다. 때문에 환자와 자녀 모두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하여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콜리플라워나 연근은 

모양이 예뻐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에도 좋고, 재료를 준비하고 

다듬는 과정도 어렵지 않아 아이들과 함께 놀이처럼 진행하는 

것도 좋다.

환자에게 식사를 하는 것이 매 끼니를 때우기 위해 해야 하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요리의 맛을 즐기며 건강을 챙기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전미선 교수의 세심한 마음이 전해지기 

바란다.  

만들기

1. 소스 재료를 섞어놓는다.

2.  닭고기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   

완전히 익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마늘 3쪽과 고추 1개를 편으로 썬다.

4.  데친 닭날개와 썰어둔 마늘과 고추, 소스,   

물 200ml를 냄비에 넣고 센 불로 한소끔 끓인 뒤  

중약불로 약 20분간 조린다.

재료(20개분) 닭날개 20개, 마늘 3쪽, 붉은 고추 1개, 물 200ml

소스 발사믹 식초 1/2컵, 간장 1/2컵, 물 1컵, 설탕 3큰술, 후추

닭날개 발사믹 식초 조림

만들기

1.  껍질을 벗기고 얇게 채썬 비트를 팬에 넣은 뒤 발사믹 식초 1/2컵과 설탕 2

큰술을 넣고 5분정도 조린다. 식혔다가 샐러드 볼에 넣는다.

2.  귤은 양 끝을 잘라낸 뒤 세로로 놓고 안쪽의 흰 껍질까지 깨끗하게 벗긴 뒤 

칼집을 넣어 살만 발라낸다. 귤을 자를 때 나오는 즙을 볼에 함께 넣는다.

3.  붉은 양배추는 깨끗이 씻어 3~4cm의 폭으로 큼직큼직하게 썰고, 양파는 

결과 수직으로 얇게 썰어 볼에 넣는다.

4.  볼에 블랙 올리브를 넣고 준비한 드레싱 재료들을 섞어 마지막으로 뿌리고 

소금으로 간을 하면서 재빨리 버무린다.

재료(4인분)  비트 1/4개, 발사믹 식초 1/2컵, 설탕 2큰술, 귤 4개, 

붉은 양배추 1/4개, 양파 1/2개, 블랙 올리브 5큰술

드레싱  레드 와인 비네거 1큰술, 귤 2개분의 귤즙, 소금, 후추, 올리브유 4큰술

비트, 귤, 검은 올리브 샐러드

채소찜과 특별한 소스

만들기

1.  찜통을 불에 올려 김이 나오기 시작하면 손질해 썰어 

놓은 방울 양배추, 우엉, 연근, 고구마 등 준비한 채소

를 넣고 찐다. 배추는 다른 채소가 어느정도 익으면 마

지막에 넣는다.

2.  타프나드 소스의 재료를 믹서기 용기에 넣고 간다.

3.  달래는 채썰고 유자는 즙을 낸 뒤 껍질도 겉면을 얇게 

긁어낸다(유자 제스트).

4.  준비한 달래 유자 소스 재료와 3번을 모두 섞는다.

재료  방울 양배추, 배추, 고구마, 우엉, 연근 등 기호에 맞

는 제철 채소

소스1  타프나드(Tapenade) 소스  블랙 올리브 1/2캔

(200g), 케이퍼 2큰술, 앤초비 1캔(50g), 레몬즙 1큰술, 디

종머스타드 1작은술, 올리브유 100ml

소스2  달래 유자 소스  유자 1개의 껍질과 즙, 쌀식초 5큰

술, 양조간장 2큰술, 달래 5줄기, 깨소금 1큰술, 참기름 1큰

술, 올리브오일 2큰술, 깨소금 1큰술, 소금 약간

지중해식 

타프나드 소스

일본식

달래 유자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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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관절염 환자, 고위험군 대다수에서 위험요인 과소 평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병률이 2~5배 증가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 많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가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주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서창희 교수팀(류마티스내과 서창희·정주양 교수, 간호대 부선주 교수)이 

2015년 12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치료 중인 환자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환

자가 인식하는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 실제의 위험요인을 비교하고, 각 위험인자가 환자의 위험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이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신체적 비활동성, 비만, 부모의 심혈관질환 병력 

등을 말하며, 이번 연구에서 실제 심혈관질환 위험도는 SCORE (Systemic Coronary Risk Evaluation)로 

평가했고, 심혈관질환 위험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유럽류마티스학회 예방 가이드라인의 목표에 부

합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29명(13.9%)이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에 해당하였고 중등도 위험군은 

83명(39.9%), 저위험군은 96명(46.2%)였다. 고위험군의 대다수인 96.6%가 본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

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자신이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이라고 인식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는 항고혈압약

제 또는 항고지혈증약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부모의 심혈관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놀랍게도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중 당뇨 병력, 흡연, 신체적 비활동성, 비만 등은 환자의 위험도 인식에 영

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는 자신의 당뇨 병력, 흡연, 신체적 비활동성, 비만과 같은 요

인이 심혈관질환 발병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류마티스관절염 환

자의 상당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 등에서 예방 가이드라인의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심혈관질환 위험도 관리 시급

서창희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심혈관질환 발병이 증가한

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실제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예방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 교수는 “병원에서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철저한 교육을 통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해야 하고,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는 가이드

라인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 국제 학술지 ‘메디슨(Medicine)’ 최신호에 게

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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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and actual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in KoreaA cross-sectional studySunjoo Boo, PhDa, Erika S. Froelicher, PhDb, Ju-Hui Yun, MSNa,c, Ye-Won Kim, BScd, Ju-Yang Jung, MDd,

Chang-Hee Suh, MD, PhDd,∗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the perceived and actual 10-year risk for cardiovascular disease (CVD) and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cardiovascular risk factors on perceived CVD risk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RA) in Korea. Additionally, the

attainment of CVD prevention guideline goals by 3 levels of CVD risk (low, moderate, and high) was presented.

For this cross-sectional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208 patients with RA. Actual CVD risk was estimated with the Systematic

Coronary Risk Evaluation (SCORE), and goal attainment was assessed based on the European League Against Rheumatism

guidelines. Actual CVD risk and perceived risk were compared with cross-tabulation. Chi-square tests were used to evaluate

differences in cardiovascular risk factors by perceived risk. Levels of goal attainment were presented in percentages.

Among patients with RA, 13.9% were identified as being at high risk for CVD, whereas 39.9% were at moderate risk, and 46.2%

were at low risk. The majority of those at high risk (96.6%) underestimated their risk for CVD. The use of antihypertensive or lipid-

lowering medications and having a parental history of CVD significantly increased the likelihood that subjects with RA would perceive

themselves as being at high risk for CVD. Diabetes, smoking, physical inactivity, and obesity did not affect perceived risk. A

substantial proportion of the subjects with RA did not meet the prevention guideline goals.
Patients with RA who are at increased risk of developing CVD must be managed as soon as possible to attain the guideline goals

and, accordingly, lower their risk of future CVD.Abbreviations: BP = blood pressure; CCP = cyclic citrullinated peptide; CRP = C-reactive protein; CVD = cardiovascular

disease; EULAR = European League Against Rheumatism; HDL-C =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MDHAQ=Multidimensional Health Assessment Questionnaire; NSAID =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RA = rheumatoid arthritis; SCORE = Systematic Coronary Risk Evaluation; TC = total cholesterol.
Keywords: cardiovascular disease, guideline adherence, rheumatoid arthritis, risk factor, risk perception

1. Introduction
Rheumatoid arthritis (RA) is a chronic, systemic, inflammatory,
and autoimmune disease that leads to progressive joint

destruction and disability. The incidence of RA is 4 to 5 times
greater in women than men under the age of 50, and it is 2 times
greater in the 60 to 70 age group.[1] RA affects about 2% of
the Korean population.[2] Despite the relatively low prevalence
of the disease, the need to improve outcomes for patients with
RA is especially important because the prevalence of RA has
been consistently and rapidly increasing in Korea and, more
importantly, people with RA have a much higher risk for
developing cardiovascular disease (CVD) than people
without RA.[3]
CVD accounts for about one-third to half of all RA-related

deaths.[4,5] Evidence shows that the risks for atherosclerosis and
coronary calcification are extremely high in RA patients.[6–8] In
addition to traditional cardiovascular risk factors, RA-related
inflammation is partially responsible for the increased risk of
CVD.[9,10] Medications to reduce symptoms of RA, such as
glucocorticoids, also may affect cardiovascular risk factors.[11,12]Based on a large prospective cohort study, people with RA were
2 times more likely to develop CVD than those without RA.[13]
Furthermore, RA patients are less likely to experience symptoms
of angina. Thus, the majority of their CVD goes unrecognized or
unmanaged, which can lead to sudden cardiac death.[14]
Therefore, efforts to prevent CVD are especially important in
this population. The increased risk for CVD in patients with RA
means they should be screened on a regular basis to identify those
at high risk for future cardiac events to provide interventions that
are effective in preventing 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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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내과 서창희 교수팀 

국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심혈관질환 발병위험 과소평가

“심혈관질환 발생위험 낮추려면 예방 가이드라인 준수 교육 철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208명 대상 환자의 인식과 실제 위험요인 비교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의 96.6%가 자신의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과소평가



  

소년, 의사가 되다

6살 꼬마는 눈물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집안의 막둥이로 

사랑 받으며 늘 꼬물꼬물 엄마 옆에 붙어 자던 소년에게 병원으

로 실려 가는 엄마의 모습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자 죽음에 대

한 공포였던 것이다. 당시 충수돌기염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엄마는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새벽에 불려

나온 의사선생님에게 바로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다. 

어린 꼬마에게 이 하룻밤의 기억은 참으로 강렬하게 남았다. 매

일 병원 앞을 지날 때면 기웃 기웃 엄마를 살려준 의사선생님 얼

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애썼고 고맙고 감사한 그 마음은 소

년에게 “나도 커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거야”라는 꿈을 안

겨주었다.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한눈

을 팔아본 적이 없었던 그 꿈은 소년을 청년으로, 학생을 의사로 

만드는 가장 단단한 반석 역할을 톡톡히 해낸 셈이었다.

의대에 입학한 뒤에도 김상현 교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을 살리는’ 분야에서 꼭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은 그로 하여

Good Doctor

신경외과 김상현 교수

진료 분야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척추측만증, 척수종양

약력

연세대 의과대학 졸업

미8군 121병원 신경외과 과장

아주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부소장 역임

아주대 의과대학 신경외과 부교수

금 심장을 수술할 수 있었던 흉부외과를 선택하게 한 것. 그러나 

인턴 과정에서 그는 신경외과로 방향을 틀게 되었다. 신경외과 

과장님을 비롯 주변의 모두가 “어차피 힘든 걸 할 거면 우리에게

로 오라”는 설득 때문이었다.

선택은 자신의 몫이었지만 어쨌든 흉부외과를 하리라 마음을 먹

고 있다가 전공을 바꾼 김상현 교수는 레지던트 2년차 즈음 신

경외과 의사로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당시 뇌종양을 앓던 8개월 된 소아를 돌보고 있었어요. 죽을 고

비를 몇 번이나 넘겼고 당직일 때는 밤새도록 침대 옆에서 떠나

질 못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바뀌더라고요. 같은 환자라도 주치

의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

달았고 신경외과 의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과가 나쁘더라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6개월도 못 산다고 했던 아기는 8개월을 더 살고 결국 세상을 떠

났지만 곁에서 밤을 새우며 작은 아기를 돌봤던 그 기억은 김상

현 교수로 하여금 신경외과의로서 삶에 대한 지표를 세우게 만

들었다.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는 누구나 회복과 완치에 대한 꿈을 갖고 찾아온다. 

그러나 말 그대로 ‘꿈’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것 또한 환자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굵은 동아줄을 내미는 것은 의사의 사명이지만 

김상현 교수에게는 사명을 뛰어 넘어, 삶에 스며든 일상이다. 

희망을 품고 찾아오는 환자에게 매 순간 최선의 결과를 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신경외과 김상현 교수. 

그의 명성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글 이경희   사진 이성원

신경외과 김상현 교수

많이 듣고 정확히 진료하며 
꼭 필요한 것만 치료한다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___  30 2017. January+ February ___  31 

당시 뇌종양을 앓던 8개월 

된 소아를 돌보고 있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고 당직일 때는 밤새도록 

침대 옆에서 떠나질 못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바뀌더라고요. 

같은 환자라도 주치의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신경외과 의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과가 나쁘더라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베트남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도무오이 서기장 수술 역시 드

라마틱했다.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찾아온 베트남 사람들이 누

군지도 몰랐고 치료할 환자는 더더군다나 몰랐던 상황. 환자가 

베트남 고위직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그 위력을 느낀 건 급

하게 도착한 베트남 공항에서부터였다. 비행기에서 여권을 달

라고 하더니 게이트고 심사고 뭐고 없이 그냥 바로 병원으로 직

행을 한 것. 

“환자가 당시 95세로 노령이었고 6개월 간 걷지를 못해서 거의 

누워 지내던 상황이었죠. 누구도 상황이 나빠지길 바라지 않았

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상현 교수는 당시 새로운 수술기법이었던 레

이저 추간판 감압술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환자는 수술 당일에 

바로 걷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그 뒤 호치민 병원은 김 교수

가 수술에 썼던 장비와 수술기법을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우연

찮게도 베트남 사업에서 4조원짜리 건설 수주를 받는 등 경사가 

잇달았으니 서기장 수술 성공과의 연계성을 부인할 사람은 그

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베트남 수상이 내한했을 때 김 교수가 

청와대 만찬에 초대 받고 외교통상부의 표창을 받은 것은 부수

적인 일이었다.  

치료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척추 명의로 명성을 얻고 있는 김상현 교수지만 그 명성이 반드

시 수술에서 비롯되지는 않는다. 노화로 인한 척추 질환과 질병

으로 인한 척추 질환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 혹은 치료를 하고 환

자를 대하는 그만의 방식은 그의 이름을 살아있는 가지처럼 사

방으로 뻗어나가게 했다.

“척추는 누구나 병이 생길 수 있고 누구나 아플 수 있는 곳입니

다.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다 병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노화

도 있거든요.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 노화와 질병은 엄연히 구분

을 해줘야 합니다. 제 원칙은 질병일 경우에만 치료를 하는 겁니

다. 노화로 인해 불편한 건 관리를 잘해서 치료 없이 자신의 척

추를 보존하는 것이죠. 저는 수술이 잘된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듣는 것보다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하자고 했는데 여기 와서 수

술을 안 해도 된다며 기뻐하는 환자들의 모습에 더 감사함을 느

껴요.” 

또 하나, 그는 첫인상의 깐깐함과 달리 환자를 매우 편하게 대하

는 의사였다.  

“회진을 돌 때, 진료를 할 때 저는 늘 환자가 하고 싶어 하는 얘

기를 다 듣습니다. 의사는 캐내는 게 아니라 환자가 주는 대로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환자가 하고 싶은 말, 불편한 걸 말해야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때까지 모두 다 들어줘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환자의 이야기

를 덜 들으면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과하게 치료하거나 덜 치료

할 수 있어요.”

김상현 교수는 “많이 듣고 정확히 진료, 진찰한 뒤 꼭 필요한 것

만 치료한다”며 척추는 정상적인 건 잘 살려야 하기 때문에 가급

적이면 손을 안대고 치료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이야기

를 덧붙였다. 오직 진단과 치료, 수술에만 집중하는 그의 스타일

은 VIP 환자에 대한 압박감 역시 당연하게 소멸시켰다. 일단 수

술에 들어가면 VIP든 아니든 신경을 안 쓴다는 것. 수술 환자의 

30%가 교수님, 학장님 등 지인인데 들어갈 때 마다 긴장하고 떨

면 어떻게 치료를 하겠냐고 반문을 하는 그를 보면서 그가 왜 명

의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구한다.  

“치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오직 병, 환자밖에 안 보입니

다. 고민과 생각은 수술 전에 다 끝내고 일단 수술이 진행되면 

계획대로 착착 해 나가는 거예요. 변수조차도 전부 수술 전에 계

산을 끝내놓는 거죠.”

좀 더 완성도 높은 수술을 향한 끝없는 연구와 열망, 남들이 포

기할 때 홀로 포기하지 않고 밤을 지새우는 몰입…. 생명과 회

복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의는 오늘도 환자의 꿈과 희망에 닿고 

있다.  

환자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

지금도 그렇지만 김상현 교수는 처음부터 수술을 참 좋아한 

의사였다. 레지던트 때 신경외과 동기들이 400~800건의 수

술을 할 때 그는 3,000건을 했으니 그냥 수술방에서 살았다고 

보는 게 정확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수술부터 시작해 “다

음 수술도 네가 할래?”하면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네!”하고 수

술방으로 들어갔다. 레지던트 때 이미 척추 수술을 2,000건이

나 했다니 신경외과의 척추 은사님이 그를 탐낸 건 일견 당연

한 결과였다. 엄청난 추진력을 갖고 있었던 은사님은 뇌종양 

쪽으로 진로를 정한 그를 데려오기 위해 앞장서 조용히 주변

을 정리(?)해줬고 탐냈던 김상현 교수를 척추 쪽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다.

생각해보면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6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의 삶은 자신의 의지와 주변의 상황에 의해 때로는 목표대로, 

때로는 자신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 끝은 

늘 ‘생명’과 잇닿아 있던 셈이었다. 

2010년 국내 최초로 키아리증후군이 있는 척추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흉추 측만증 교정 수술에 성공하고, 2011년 도무오

이 전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치료했던 일은 대한민국 의료

계와 환자들에게 ‘신경외과의 김상현’이라는 이름 석 자를 각

인시킨, 본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종의 사건이었다. 

“키아리증후군과 척추측만증이 함께 있는 경우 치료를 기존방

식으로 하면 상처도 크고 마비가 올 수도 있으며 회복이 어렵

고 일상생활도 힘듭니다. 저는 당시 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들의 수술방법을 보러 3개 기관에 연수를 다녀

온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세침습수술의 도입이 기존의 

수술법 보다 안전하고 마비나 상처도 적을 거라는 확신을 갖

고 수술을 시도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13세였던 환자는 큰 상처 없이 이후 키

가 7cm나 자라면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고 김상현 교수가 

잔잔히 입꼬리를 끌어 올린다. 수술의 성공이 아닌 회복한 환

자의 삶을 뿌듯해하고 대견해 하는 미소다.  

회진을 돌 때, 진료를 할 때 저는 늘 

환자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다 

듣습니다. 환자가 하고 싶은 말, 

불편한 걸 말해야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때까지 모두 다 들어줘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환자의 이야기를 덜 들으면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과하게 치료하거나 

덜 치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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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정연훈 교수팀

세계 최초, 약물치료로 
암환자의 난청 예방 가능성 제시

암환자에게 많이 사용하는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대표적 부작용인 청력소실을 예방하는 길 열려 큰 의미

국제저명학술지 ‘활성산소학회지’ 최신호 표지에 논문 게재

아주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정연훈 교수와 김연주 연구강사의 연구

논문이 국제 저명 학술지인 <활성산소학회지(ARS)> 2016년 10월호 

표지논문으로 실렸다. <활성산소학회지(Antioxidants & Redox 

Signaling)>는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분야의 국제저명학술지(SCI)

로 인용지수가 7.093이다. 논문은 이독성 약물인 시스플라틴의 난청

유발 기전에서 코넥신 43(Connexin 43)의 역할을 규명한 것으로, 논

문 제목은 ‘항암제 시스플라틴에 의한 난청 부작용에서의 코넥신 43 단

백의 역할(Connexin 43 Acts as a Proapoptotic Modulator in 

Cisplatin-Induced Auditory Cell Death)’이다.

시스플라틴 부작용인 청력소실 예방 가능성 열려

시스플라틴은 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항암제로 난청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에

게 불가피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난청을 보호할 방법은 현재 없다. 내이에는 청각 기능 유지를 위한 칼륨이온 국

소순환에 관여하는 간극결합이라는 채널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채널을 구성하는 소단위 단백질이 코넥신이다.  

연구팀은 시스플라틴을 복강 주사하여 난청이 유발되는 생쥐 실험군과, 시스플라틴에 코넥신 형성-간극결합 억제제인 카

베녹솔론을 함께 투여하는 실험군에서 청력검사 및 청각유모세포 소실 정도를 관찰했다. 

그 결과, 시스플라틴을 주사한 실험군에서 상당한 청력저하를 보이는 것과 달리(청력역치값: >40 데시벨), 카베녹솔론을 

함께 투여한 군에서는 상당한 청력 보존효과가(청력역치값: <25 데시벨) 관찰되었다.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으로 실용화 가능성 높아

카베녹솔론은 감초 뿌리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제조되는 약물로 한때 항궤양제로 널리 처방되었던 약물이다. 연구자들은 

카베노솔론의 국소적 흡수 방법을 개발하여, 일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극복하고 카베녹솔론의 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즉, 복용이나 주사를 통한 전신 흡수가 아닌 고막내주사 요법으로 달팽이관에만 카베녹솔론을 흡수시키

는 연구를 통한 실용화에 힘쓰고 있다.

정연훈 교수는 “이번 논문은 간극결합 조절약물을 통하여 난청을 예방할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보고한 것으로, 구체적으

로는 암 환자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스플라틴 항암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청력소실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연구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ORIGINAL RESEARCH COMMUNICATION

Connexin 43 Acts as a Proapoptotic
Modulator

in Cisplatin-Indu
ced Auditory Cell Death

Yeon Ju Kim,1 Jangho Kim,2 Young Sun Kim,1 Beomyong Shin,
3 Oak-Sung Choo,

1

Jong Joo Lee,
1 and Yun-Hoon Choung

1,3

Abstract

Aims: Gap junction coupling is known to play a role in intercellular c
ommunication by the Good Samaritan

effect or bysta
nder effect. N

onjunctional c
onnexins (Cx

s) may also play certain gap junction-indep
endent roles

in cell death or survival.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ole of junctional an
d

nonjunctional
Cxs in ototoxic drug-induced

auditory cell death by focusing on Cx43 in the cochlea. Resu
lts:

Nonjunctiona
l Cx43 condit

ions were pre
pared by low

confluence cu
lture (5 · 10

3/cm
2) or a trafficki

ng inhibitor,

brefeldin A (BFA), in aud
itory cells, an

d short length
ened Cx43s w

ith amino-terminal (NT; amino acids 1–25
6)

or carboxy-term
inal (CT; am

ino acids 257–382) were transfected into Cx-deficient
HeLa cells to avoid

gap junction formation. Knock
down of nonchanne

l Cx43 (small interfering
RNA [siRNA]) inh

ibited Cis-

diamminedichloropla
tinum (cisplatin)-ind

uced cell death regardless of
gap junction formation; howeve

r, a gap

junction blocker, 18 alpha-glycyrr
hetinic acid (18a-GA), show

ed inhibitory effect only under the junctional

condition. BF
A did not show any additive influe

nce on the inhibitory
effect of siRN

A Cx43. Shorten
ed Cx43-

transfected HeLa cells al
so resulted in a significant i

ncrease in cell death under cisplati
n. In the animal studies

with cisplatin-treat
ed rats, hearing thresholds of

auditory brainstem response were
significantly preserved by a

gap junction blocker, carb
enoxolone, sh

owing much more preserved stereocilia of hair cells in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fin
dings. Innova

tion and Conclusio
n: Cx43 plays a proapo

ptotic role in
cisplatin-indu

ced

auditory cell d
eath in both ju

nctional and n
onjunctional c

onditions. Tar
geting the Cx-

mediated signal
ing control

may be helpful
in designing n

ew therapeutic str
ategies for dru

g-induced oto
toxicity. Antio

xid. Redox Sig
nal. 25,

623–636.

Introduction

O
ne of the major side effects of Cis-diammine-

dichloroplatin
um (cisplatin) use

as a chemotherapeutic

agent is ototo
xicity, which

includes heari
ng loss and ba

lance

disturbance (4
1). Therefore,

a therapeutic
strategy to reduce

ototoxicity fo
llowing cispla

tin treatment is urgently
required.

Histochemical analysis r
evealed that cisplatin

primarily ac-

cumulates in hair cells and supports cells in the organ of

Corti, lateral
wall cells, and

spiral ganglio
n neurons.

Cisplatin is tra
nsferred into h

air cells throu
gh transporter

s,

including cop
per transporte

r 1 and organi
c cation transp

orter

2, and induces NAD
PH oxidase 3 (NOX3) and

superoxide-

generating enzyme-mediated pro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Exces
sive ROS production results in redox

imbalance and eventually becomes a mediator of cel
l death

(28). Despite
several studie

s on the mechanism of cisplatin-

induced cytotoxicity,
the ototoxic pathophysiolo

gy remains

unclear and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intracellular

mechanisms.

Gap junction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nn

els in-

volved in intercellular c
ommunication in the cochlea (31).

Gap junctions permit the direct intercellular
transfer of

molecules <1 kDa. Ea
ch gap junctio

n is formed by appositi
on

of two hemichannels from adjacent cells
, and each in turn

comprises six protein subunits term
ed connexins (Cx

s)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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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Together

소아 환우에 대한 각별한 애정

어린 시절 할머니 문병 갔을 때 처음 간호사를 봤는데, 할머

니를 치료하는 간호사의 모습에서 ‘아우라’가 비췄다고. 할머

니를 돌보는 정성과 태도에서 막연히 느낀 동경이라는 그 때

의 감정이 지금의 이 간호사를 만든 우연한 계기였다. 그렇

게 시작된 간호사란 직업과의 인연, 지금은 간호사로써 느끼

는 보람에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 “많이 힘드셨

죠? 그 한마디 말에도 그렇게 고마워하실 수가 없어요. 환자

들에게 주사 놓고 약 주는 일 외에는 특별히 해주는 것이 없

는데도 말이죠. 그럴 때 간호사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어요.”  

이 간호사의 소아 환우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다. 소아 병동

에서 근무한 기간이 긴 점도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지만, 환

아나 보호자와의 오랜 소통을 통해 형성된 특별한 감정이 

그녀가 소아 환우에 남다른 애정을 갖는 가장 큰 이유이다. 

희귀질환에 걸려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다니던 아이, 결국에

는 합병증으로 어떤 약도 처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세상을 떠난 환우를 생각하면 당시의 안타까움이 아직도 가

슴에 남아있다는 이 간호사. “그 아이는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중환자실에도 여러 번 입원했습니다. 부모의 입

장을 생각하면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은 세상에 없을 것 같은

데, 잘 견뎌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간호사들과 이야기

할 때는 항상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셨고요. 밝은 모습을 잃

지 않는 모습에 더 큰 사명감이 생겼죠.”

소아암 환우를 위한 더 큰 사명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은 그녀지만 간호사 일에 대한 좌절

이나 회의보다는 보람을 더 느낀다. 중환자를 다루는 일은 

분명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환자들은 누구보다 여리다. 그래

서 그런 환자들을 보면 부담감보다는 책임감이 앞선다. 겪

어보지 못한 질병에 고통 받는 만큼 작은 것 하나도 더 신

경 써서 알려주고 보살펴줘야 한다. 보호자가 알아야 할 세

세한 정보 하나까지 알려주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 보람도 느낀다. 그런 사명감과 보람 때문에 그

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역량을 소아암 환우에 쏟고 싶어한

다. 때로는 치료가 목적이 아닌 통증 완화를 위해 입원하는 

중환자를 돌보는 일도 한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어 치료를 

종료하고 생명 연장을 위해 입원하는 아이들도 있다. 하지

만 그런 아이들도 여느 아이들 못지않게 잘 놀고 잘 웃는다. 

밝은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런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꿋

꿋한 모습, 결과는 좋지 않지만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는 그

들의 모습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로서의 희로

애락을 느낀다.

“저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픈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을 누

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을 누

구보다 잘 알기에 엄마의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어요.” 

환아는 물론 환아의 보호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환자의 마

음을 보듬는 이경숙 간호사. 그녀의 사랑이 빚어낸 감동은 

오늘도 환자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한다.  

소아외과병동 이경숙 주임간호사

공감이 빚어낸 더 큰 감동

환자를 대하는 일은 비단 그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질병 치료 이전에 그 질병을 제대로 파악하고 환자의 아픔에 공감해야 한다. 

이경숙 주임간호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한다. 

15년차,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간호사라는 직업을 통해 수많은 환자를 대하며 느낀 

간호사의 사명을 소통과 공감으로 꼽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글 허성환    사진 황원

많이 힘드셨죠? 그 한마디 말에도 

그렇게 고마워하실 수가 없어요. 

환자들에게 주사 놓고 약 주는 일 외에는 

특별히 해주는 것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럴 때 간호사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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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수원시와 ‘한국식 병문안 문화’ 개선 나서 

아주대학교병원과 수원시는 지난 11월 3일 수원

시청 상황실에서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아주대학교병원은 ‘의료기관 입원환

자 병문안 기준 권고’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감

염 예방과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

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병문안 자체 자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병문안 

기준 권고에서는 임산부와 만 70세 이상 노약자, 

만 12세 이하 아동,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병문안을 자제하며, 의료기관은 단체 방문을 제

한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을 내원객에게 안

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기준 권고에 따라 병문안 시

간을 평일 오후 6~8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

시~12시, 오후 6시~8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주대학교병원, 

감마나이프 수술건수 1천례 달성

아주대학교병원 감마나이프센터는 지난 10월 4

일 감마나이프 수술 건수 1천례를 달성했다.

감마나이프 수술은 두피나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 방사선 물질에서 방출되는 190개 이상의 

고에너지 감마선을 좁은 부위에 집중시켜 병변

을 치료하는 무혈 무통의 최첨단 뇌수술법이다. 

정상세포를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병변을 

치료할 수 있어 방사선 수술 방법 중 가장 우수

한 치료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

으로 96만 명 이상이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았다.

김세혁 감마나이프센터장(신경외과)은 “아주대학

교병원 감마나이프센터는 자동 위치 조정 장치

와 3차원 그래픽 처리보드가 부가된 최신 워크스

테이션, 3차원 치료계획 프로그램과 고속네트워

크를 통한 영상전송시스템이 결합된 완벽한 컴

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입원부터 수술, 당

일 퇴원까지 전 과정을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술 전에 동영상 자료를 이용해 환자

와 보호자가 수술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

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학교병원 감마나이프센터는 12월 2

일 본관 아주홀에서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 1천

례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

간을 가졌다. 

아주대학교병원, 

제4세대 수술로봇 ‘다빈치 Xi’ 도입 

아주대학교병원이 제4세대 수술용 로봇 ‘다빈치 

Xi’ 모델을 도입하고 11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운

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한 제4세대 Xi 시스템은 기존 모델에 

비해 기능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어, 림프절제

술이 필요한 고난이 암수술은 물론 다양하고 복

잡한 최소침습 수술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다빈치 Xi는 4개의 로봇 팔이 움직일 수 있는 각

도가 커져 더 넓은 부위를 수술할 수 있다. 또 로

봇팔의 길이가 5cm 늘어난 반면 굵기는 약 6cm 

가늘어져 인체의 복잡하고 깊은 곳까지도 로봇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기공식,

“2018년까지 첨단 실습실 등 갖춘 

7층 건물 완공”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2월 13일 김동연 아

주대학교 총장, 이영현 학교법인 대우학원 상임

이사, 유희석 의료원장, 풍림산업 이필승 대표이

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내 부지에서 ‘아주대

학교 간호대학 기공식’을 했다.

이번에 신축하는 간호대학은 2018년 5월까지 9

천235㎡(2천793평) 부지에 141억 원을 들여 첨

단 간호실습실, 시뮬레이션실, 세미나실, 강의실, 

연구실험실 등을 갖춘 지상 7층 건물로 건립된다.

김동연 총장은 “짧은 시간에도 헌신과 열정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간호대학의 건립은 

아주대학교가 추진하는 유쾌한 반란에 한층 힘

을 더하고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고, 유희

석 의료원장은 “간호대학 건물이 완공되면 교육

과 연구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차세대 간호인재

를 육성하여 전국 최고의 간호대학’을 만든다는 

목표에 성큼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회 의료원 발전기금 후원인의 밤’ 

개최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2월 6일 라마다 프라

자 수원 호텔에서 의료원 발전기금 후원인의 밤

을 개최했다.

의료원 발전기금 후원인의 밤은 의료원의 발전

과 지역사회 나눔 정신 확산을 위해 뜻을 모아 

준 후원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이외에도 수술 준비 과정인 도킹(docking)이 간

소화돼 수술시간을 줄일 수 있고, 내시경 렌즈 바

로 뒤에 카메라를 설치해 실제와 흡사한 초고화

질의 3D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료진의 편리

성이 향상돼 더욱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김욱환 로봇수술위원장(췌담도외과)는 “아주대학

교병원은 현재 가동 중인 다빈치 Si에 이어 추가

로 Xi 모델을 도입하여 현재 두 대의 최첨단 수술

용 로봇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로봇수술

을 8백 건 이상 시행했다”고 설명하고 “다빈치 Xi

가 기존 모델의 한계를 넘어 더욱 정교해졌기 때

문에 집도하는 의사나 환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개시

아주대학교병원은 12월 7일부터 국가건강보험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

동(47병상) 운영을 시작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기간 동안 전문 간

호 인력이 간호뿐만 아니라 간병서비스를 24시

간 동안 제공하여 가족의 간병 부담은 줄이고 입

원 서비스의 질은 높여주는 선진국형 치료시스

템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

하는 제도다.

아주대학교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해 13층 서병동을 새롭게 단장하

고, 간호사 39명, 간호조무사 8명, 간병도우미 4

명의 인력과 면담실, 침대용목욕실, 전동침대, 중

앙모니터링시스템, 낙상감지센서, 서브스테이션 

등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었다.

자리로, 유희석 의료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와 후원인 28명이 참석했다.

유희석 의료원장은 인사말에서 “의료원의 성장

과 발전을 염원하는 후원인 여러분의 하나 된 뜻

으로 모인 발전기금은 의료원 비전 달성을 위한 

건물 신축과 교육·연구 지원금 등으로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다”며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전했다.

후원인을 대표하여 이기호 수원 쉬즈메디병원장

은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며, 아

주대학교병원이 지역 사회의 의료 발전에 중추

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

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의료원은 이날 행사에서 김윤기 전 행정부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주대학교병원,

'FIFA U-20 월드컵코리아 2017' 

공식 지정병원 선정

아주대학교병원과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

원회는 지난 12월 15일 ‘FIFA U-20 월드컵코리

아 2017’ 수원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식 

지정병원 협약식 및 현판 전달식을 했다.

공식 지정병원은 내년 5월과 6월 수원에서 열리

는 U-20월드컵 10개 경기(예선 6경기, 16강전, 

8강전, 3,4위전 및 결승전)가 진행되는 동안 선수

와 팀 관계자, FIFA 관계자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전담 지원하고, 경기 중에는 의사와 응급구조사

가 상시 대기하고 앰뷸런스를 배치한다.

아주대학교병원은 경기당일 의사 1명과 응급구

조사 3명, 앰뷸런스 1대를 지원하고 팀 훈련 시

에는 응급 구조사 2명 내지 4명을 지원한다.

탁승제 병원장은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공

식 지정병원으로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

선을 다할 것이고, U-20 월드컵 개최를 통해 세

계문화유산이 있는 수원과 아주대학교병원 의료

www.ajou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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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병원, 화학재난대응 훈련과 

어린이 실종·유괴 예방 훈련 실시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11월 3일 본관 1층과 권

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일부 구역에서 

2016학년도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삼성 반도체 인근에서 화학물질 수

송 차량이 전복돼 유해물질이 대량 누출된 상황

을 가상으로 설정해 진행했다. 

재난 상황을 알리는 ‘코드 블랙(Code Black)’을 

발동하고 재난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을 마련하였

으며, 행정지원팀·응급진료팀·진료지원팀이 소

집되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갖췄

다. 또 이송되는 가상 환자를 등록과 배정, 처방

을 하는 등 실제처럼 훈련했다. 

한편, 11월 11일 본관 6층 소아병동에서 ‘2016

년 어린이 실종·유괴 예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원내에서 영유아 실종 및 유괴 상

황이 발생했을 때 교직원과 보안요원의 상황 대

처능력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본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수원 남부 

경찰서 산남 지구대와 연계해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소아병동을 방문한 어린이 내원객

이 보호자 시야에서 벗어나 병원 밖으로 나가는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했다. 

두 훈련 모두 위험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실제 상황처럼 진

행되었으며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훈련에 대한 

총평을 하며 보완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주대학교의료원, 

의생명과학 국제 심포지엄 성료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2월 12일 대강당에

서 국제 심포지엄 ‘2016  Ajou Biomedical In 

ternational Symposium’을 개최했다.

대학원 의생명과학과와 첨단의학연구원이 공동

으로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중국·일본·

싱가포르·미국 5개국의 연구자와 대학원 의생명

과학과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해 최근 의생명과

학 분야의 최신 이슈인 오토파지(autophagy·자

가포식)와 미토콘드리아, 염증 질환의 새로운 발

병 메커니즘에 대한 최신지견을 나눴다.

주일로 의과대학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아주대

학교의료원은 BK21 플러스와 연구중심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책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 분야

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증명했다. 이번 심포지

엄을 통해 의생명 연구 분야의 최신 정보를 얻고 

의견을 교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터키 이스탄불 소재 병원 관계자 일행 

본원 방문 

지난 10월 21일 터키 아나돌루 의료원(Anadolu 

Medical Center)을 비롯한 이스탄불 소재 병원 

관계자 일행 10명이 본원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아주대학교병원의 환자 안전 관리와 

위생 관리, 임상 영양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공

유하기 위해 본원을 방문했으며, 병원 시설 곳곳

을 견학하고 환자 급식 배식 과정을 참관했다.

특히 방문단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을 적용한 본원의 주방 위생 관리 체계

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한 배선 관리 체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아주대학교병원, 

인도네시아서 의료봉사

아주대학교병원 해외 의료봉사단은 11월 28일부

터 12월 3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의 바둥 지역

과 덴파사르 지역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단은 안재홍 교수(안과)를 단장으

로 순환기내과, 알레르기내과, 재활의학과, 치과 

등 의사 7명과 약사 1명, 간호사 5명, 임상병리사 

2명, 시설 및 행정 담당자 4명 등 의료진 26명이 

참여했다.

이들 의료진은 낙후된 의료환경과 가난 때문에 

진료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현지 주민들을 주

로 진료하고, 진료 마지막날에는 오랫동안 인도

네시아에서 생활하며 건강을 돌보지 못한 한인 

동포를 위한 야간 진료 및 상담도 진행하며 총 

1,320건을 진료했다. 특히 이번 봉사에서는 저주

파치료 서비스와 혈당(BST) 및 ABO 혈액형 검

사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는 비타민과 학용품을 

나눠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탁승제 아주대학교병원장은 “상당한 비용과 시

간을 들여가며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는 사랑의 

의술을 펼친 단원들에게 감사하고, 후텁지근한 

날씨와 고된 여정으로 힘이 많이 들었을텐데 모

두 건강하게 돌아와서 기쁘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대한 

감사장 전달식 가져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지난 10월 

중국 종합병원 약제부서장 

일행 본원 방문 

지난 11월 18일 중국 종합병원 약제부서장 일행 

30명이 본원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한국병원약

사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으며, 방한 일정 중 본원을 방문해 아주대학

교병원 약제팀 운영 현황에 대해 듣고 약제팀을 

비롯한 병원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희 약제팀장은 본원의 약품 사용과 관리법

에 대해 강의하고 “이번 방문이 한중 약사 단체

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병원약학의 발전을 도모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계장협의회, 

주거취약계층에 연탄 2천4백 장 전해

아주대학교의료원 계장협의회가 연말을 맞아 지

역사회 주거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배달 봉사를 시행했다. 

지난 12월 10일 연무동 일대에서 열린 ‘수원 지

역주민 나눔 연탄 봉사활동’에는 아주대학교의료

원 한상욱 기획조정실장, 박재호 행정부원장을 

비롯해 계장협의회 회원 25명이 참가해 회비로 

구입한 연탄 2천4백 장을 가구당 3백 장씩 8가

구에 전달했다. 

한상욱 기획조정실장은 “송년모임을 어려운 이

웃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대신한 직원들께 감사

의 마음을 전한다”며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앞으

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데 최선

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 인력 

37명 배출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10월 26일 3소강당에서 

‘제1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 인력 표준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8월 17일부터 10주간 진행된 교육으로 본

원 의료진을 포함한 16개 기관 37명의 의사, 간

호사, 사회복지사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 인

력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지정 ‘완화의료 전문 인력 표준과정 

교육기관’인 아주대학교병원은 말기 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문 

인력 표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8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협조에 대한 

주한 미군 8군의 감사장 전달식을 시행했다.

감사장 전달식은 지난 8월에 있었던 2016년 을

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시 참석하여 협조한 권역

외상센터, 총무팀, 홍보팀, 국제진료센터, 대외협

력팀 직원에게 훈련에 대한 노력과 관심에 감사

하고 양국의 동맹 향상에 기여한 뜻을 담아 감사

장을 수여했다.

이 날 시상자로 온 제 8군 의무참모 마이클 디. 

워트(Michael D. Wirt) 대령은 “한국과 미국이 한 

팀으로 한반도에 한 기여에 감사하며, 훈련 시 여

러분이 보여준 파트너십이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만성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 

현판식 개최, 본격 연구 수행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2월 9일 송재관에서 

만성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 현판식을 개최했다. 

만성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는 인체자원은행과 

연계해 만성뇌혈관질환(혈관성 치매 및 혈관성 

우울증 등) 연구에 필요한 인체자원과 임상정보

를 수집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

리본부가 주관한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대형 국책 연구 사업을 수

행하며 구축한 산·학·연·병 네트워크와 국내외 

최대 규모의 빅데이터 수집 역량을 바탕으로 지

난 9월 ‘2016년도 만성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운영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0년까지 만성뇌혈관질환 인체자원과 아밀로

이드 PET/MRI를 기반으로 한 뇌 영상자료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 책임자인 정신건강의학교실 홍창형 교수

는 “전국에서 수집되는 고도화된 인체유래물 자

원을 이용한 최첨단 연구로 만성뇌혈관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하루 빨리 해결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의학문헌정보센터 도서 기증

생리학교실에서 『Physiology』 외 도서 

206권, 『Annual review of physiology』 

외 제본저널 92권을 기증.

외과학교실 김영환 교수가 『쏘리웍스』 외 

도서 61권을 기증.



뇌사장기기증,
생명을 두드리는 또 하나의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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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수상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수탁 운영하는 수원시 환경성질

환 아토피센터(센터장: 소아청소년과 이수영 교수)가 

지난 12월 1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 수

원시 보건의료인 상’ 시상식에서 단체상을 받았다.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은 시 의원과 보건의료분야 전

문인, 의학단체 대표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심

사해 유공자와 단체에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는 사회적으로 문제

가 되고 있는 환경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후 다양한 자체 프로그

램과 교육 활동으로 환경성 질환의 예방 효과를 높이

는 등 시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박해심 교수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학술대회서 

우수 연제상 수상 

알레르기내과 박해심 교수팀(반가영 교수, 팜 듀이

(Duy Le Pham) 박사)이 지난 11월 5일 롯데호텔 부

산에서 열린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서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논문 제목은 ‘중증 천식에서 호중구 자가 효

소작용과 호중구 세포 외 DNA 트랩 현상(Neutrophil 

autophagy and extracellular DNA trap in severe 

asthma)’이다.

박 교수팀은 중증 천식환자의 혈중 호중구 자가 효소

작용과 호중구 세포외 DNA 트랩 증가 현상, 기도 염

증반응의 증폭 기전을 규명하여 중증 천식의 병인 기

전과 치료 표적을 제시했다.

이 논문은 영국 알레르기 및 임상 면역 학회(British 

Society for Allergy & Clinical Immunology) 공식 

학술잡지인 ‘Clinical and Experimental Allergy(IF: 

5.587)’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박 교수팀은 상금으로 받은 45만 원을 아주대학

교의료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이은소 교수, 

영국피부과학회지 국제간행위원 선정

피부과 이은소 교수가 영국피부과학저널(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의 국제간행위원(International 

Editorial Board)에 선정돼 12월 1일부터 활동한다. 

영국피부과학저널은 영국피부과학회 공식 학술지로 

논문인용지수(Impact Factor, IF) 4.317이다. IF를 부여

받는 SCI 등재 잡지(ISI Journal Citation Reports) 중 피

부과학 분야 61종 가운데 5위에 해당하는 잡지다.

한경진 교수 ‘몸에서 녹는 금속 나사’ 논문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본상 수상 

정형외과 한경진 교수가 지난 10월 21일 열린 대한정

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학술상은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

로 매년 출간한 논문을 심사하여 우수한 논문에 대하

여 기초와 임상으로 나누어 선정하는 상으로, 한 교수

는 마그네슘 합금 소재의 생체내 분해성 금속 나사못

(K-MET)과 관련한 세계 최초의 기초-임상 복합 연구 

논문으로 학술상 기초 부문의 대상에 선정됐다.

한경진 교수의 논문은 마그네슘 합금 소재의 생체내 

분해성 금속 나사못(K-MET)을 이용한 수부 골절 수

술에 관한 임상 연구와 이 소재를 동물에 적용하여 생

분해되어 가는 과정의 조직분석학적 연구결과를 종합

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세계 최고 학술지인 미국국립

과학원회보(PNAS, 논문인용지수 9.674) 2016년 1월

호에 게재됐다.

홍지만 교수팀,

첨단 의료기술 개발 사업 선정 

5억5천만 원 연구비 지원 받아 

신경과 홍지만 교수팀의 연구과제가 보건복지부 첨단 

의료기술 개발사업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부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첨단 의료기술 개발사업은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분야

에서 진행된 기초연구 성과를 임상에 적용해 안전성

과 치료 효능을 검증하고, 혁신적인 바이오 신약을 개

발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가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팀은 혈관 폐쇄성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신생

혈관 재생을 유도하여 뇌관류 저하를 호전시키는 것

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며 3년간 5억5천만 원의 연

구비를 지원받는다.

양정인 교수팀,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2년 연속 수상 

산부인과 양정인 교수팀(정연선, 구경아)이 지난 11월 

29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한국모자보건학회 추

계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논문 제목은 ‘경기도 시범 지역 내 산모의 저

염 저당 섭취 영양 교육이 임신 중 소금 및 당 섭취량

에 미치는 효과’다. 

이 연구는 양 교수팀이 ‘몸에 좋은 경기도 임산부 건

강밥상 만들기’ 사업팀(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과 최유리, 박유경 교수)과 공동으로 진행

한 것으로, 연구팀은 수원과 화성에 거주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

으로 영양 상담을 시행했다. 교육 전후를 비교한 결과 

임산부의 소금 섭취량은 2.1g 감소했으며, 하루 나트

륨 섭취량도 539.8mg(소금 1.3g) 감소했다.

윤승현 교수, 미국 재활의학회 학술대회서 

최우수포스터상 수상

재활의학과 윤승현 교수(공동연구: 정형외과 이두형 

교수, 영상의학과 곽규성 교수, 재활의학과 나은우 교

수, 우지은 전공의,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Michael 

Lee 교수)가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국 시

카고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93차 미국 재활의학회

(ACRM, American Congress of Rehabilitation 

Medicine) 학술대회에서 최우수포스터상(the ACRM 

1st Place Poster Winner)을 수상했다.

미국 재활의학회 학술대회는 재활의학과 의사는 물

론 재활치료사가 참가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학술대회

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각국의 연구자가 ‘다학제 재

활 연구를 통한 삶의 향상’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

와 토의를 진행했다.

수상한 논문 제목은 ‘난치성 유착관절낭염에서 관

절낭보존 수압팽창술과 스테로이드 단독 사용의 

비교: 무작위 대조군 연구(capsule-preserving 

hydrodilatation with corticosteroid versus 

corticosteroid injection alone in refractory adhesive 

capsulitis of shoulder: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다.

이 논문은 미국 재활의학회지인 ‘물리치료 및 재

활 기록(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에 게재될 예정이다.

정승아 교수팀, 

태준 안과 논문 최우수상 수상

안과 정승아 교수팀(진호성 전공의)이 지난 11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안과학회 제116회 학술대

회에서 태준 안과 논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02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5회를 맞은 태준 안과 

논문상은 태준제약 후원으로 국내 안과 발전에 이바

지한 의료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정 교수팀이 수상한 논문 제목은 ‘한 눈 약시 환아에

서 원거리 시력과 근거리 시력의 호전속도 비교’다. 

연구 결과, 한 눈에 약시가 있는 환아에서 초기 근거

리 시력이 원거리 시력보다 좋은 경우가 많았지만 시

력이 호전되는 속도는 원거리 시력이 더 빨랐다. 또 

초기 근거리 시력이 좋을수록 원거리 시력이 더 빠르

게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AUMC NEWS 수상실적

뇌사장기기증 과정은?
가족 동의 후 수술 완료까지 보통 2~3일이 소요됩니다.

뇌사장기기증, 아주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가 함께합니다.

<장기기증희망등록>

아주대학교병원 B2 장기기증상담실(031-219-6004)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 www.konos.go.kr)

영안실 안치

수술이 끝나면 바로 영안실에 안치를 하게 되고 가족들은 장례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족의 동의

가족의 동의는 기증 시점에서 법적 선순위자 1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기기증의 결정권을 갖는 가족의 선순위는?

배우자  자녀(연장자)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순입니다.


뇌사판정 과정

법적 절차에 따라 상세한 검사과정을 거쳐서 뇌사에 합당한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립니다. 

 뇌사가 판정되면 수술 전에 뇌사 판정된 시간이 법적 사망시간이 됩니다.

 판정의 과정에서 뇌사상태가 아님이 확인되면 기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증 가능한 장기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합니다.

1차 
뇌사 조사

2차 
뇌사 조사

뇌파 검사
뇌사 판정 
위원회

뇌사 판정


수혜자 선정

뇌사 판정과 함께 기증 가능한 장기가 확인되면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을 받을 수혜자 선정을 합니다.

수혜자 선정은 국가 기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장기기증 수술

수혜자가 선정되면 수혜자의 담당 의료진들이 모여 기증 수술을 진행합니다.

기증 수술이 완료되면 수술 전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봉합을 하고 깨끗하게 사후 처리를 합니다.

적출된 장기는 곧바로 수혜자에게 이식됩니다.



가족의

동의

뇌사판정 및 
기증 가능성 평가

수혜자

선정

장기기증

수술

영안실 안치

장례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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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vision&Radio

언론에 보도된 아주대학교의료원Media in AUMC

Newspaper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KBS 뉴스9(2016. 10. 26.)

‘고지방 다이어트’ 열풍 한 달… 

‘심각한 위해’ 경고 

이비인후과 정연훈 교수

MBC 뉴스데스크(2016. 11. 12.)

소방관의 보이지 않는 적 ‘소음’,  

어느 정도일까

가정의학과 주남석 교수 

KBS 뉴스7(2016. 10. 26.)

기능성 쌀 ‘눈큰흑찰’, 

성인병 예방 효능

권역외상센터 정경원 교수

MBC PD수첩(2016. 10. 25.)

두 살 민건이의 죽음, 골든타임은 있었다

정신건강의학과 홍창형 교수

KBS 1TV 101세의 프러포즈(2016. 11. 20.)

치매, 기억력보다 행복이 중요하다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SBS 생활경제(2016. 11. 24.)

‘저혈당’ 주의보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MBC 경제매거진M(2016. 12. 17.)

[Y리포트] 당뇨병 식이요법 점검

알레르기내과 이지호 임상강사

SBS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2016. 12. 04.)

발효, 그 면역력의 힘

해부학교실 정민석 교수

OBS 이것이 인생(2016. 12. 11.)

만화 그리는 의대 교수 정민석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KBS 1R 라디오주치의 이충헌입니다

(2016. 11. 23.)

[건강이슈] 당뇨병

췌담도외과 김봉완 교수

MBC R 지금은 라디오시대

(2016. 11. 10.)

간경변 환자의 간이식 관련

종양혈액내과 박준성 교수

MBC R 지금은 라디오시대

(2016. 12. 08.)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백혈병 환자

<서울신문> 
소아외과 홍정 교수

2016. 10. 13.
소아외과의 30명뿐… 
얘야, 다치지 마라

<중앙일보> 
정신건강의학과 신윤미 교수

2016. 10. 14.
공부 잘하는 약 소문에, 

ADHD 치료제 먹는 고3들

<국민일보>

정신건강의학과 홍창형 교수
2016. 10. 17.

SNS, 자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해 정보 게시자와 
운영자 처벌 강화해야

<중앙일보> 
이비인후과 정연훈, 

김연주 교수
2016. 10. 24.

암환자 난청 약물치료 길 열려

<중앙일보> 
외상외과 이국종, 정경원 교수

2016. 10. 25.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중증외상센터에 미친 
이국종의 좌절

<조선일보>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2016. 10. 26.
‘살이 쏙’ 코코넛 오일 오히려 

LDL 수치 높여 

<조선일보>
정형외과 이두형 교수

2016. 10. 26.
심부근육 약하면 
통증·관절염 위험

<중앙일보>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2016. 10. 27.
버터·오일 퍼먹는 고지방 
다이어트 건강에 심각한 

위험 초래할 가능성

<조선일보>
의료정보학과 박래웅 교수

2016. 11. 01.
AI 선구자들 모여 미래 

병원·혁신 新藥 내다본다

<조선일보>
간호대학

2016. 11. 01.
[사진] “선서합니다”… 

미래의 나이팅게일 꿈꾸는 학생들

<매일경제>

노인보건연구센터 이윤환 교수
2016. 11. 02.

노년은 ‘짐’ 아닌 ‘선물’…
100세 시대, 

노화 인식부터 바꿔라

<중앙일보>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2016. 11. 07.
당뇨병 유병률 14%로 사상 최고… 

환자 77%가 관리 안해

<동아일보>

위암센터
2016. 11. 23.

안전하고 정밀한
 ‘환자 맞춤형 위암센터’ 실현

<한국일보>

피부과 김유찬 교수
2016. 11. 29.

아토피 앓거나 
면역력 떨어진 어린이

“물사마귀 조심”

<조선일보>
해부학교실 서해영 교수

2016. 12. 07.
줄기세포 이용한 

항암신약 개발 계약 체결

<중앙일보> 
정신건강의학과 조선미 교수

2016. 12. 12.
순하면 바깥 활동 많이 시키고, 
까다로울수록 단호하게 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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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to Heart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는 

희망의 메아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최고의 의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설립과 21세기를 선도할 

세계적인 의료 브랜드 창출에 기여하고자 의료원발전기금 모금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마음을 함께하여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료원 발전기금 후원자 현황(2002년 ~ 2016년 12월 31일 현재)

※가나다 이름순

  1억 원 이상

길훈종, 김영석, 김정경(윤원석), 문봉기, 김윤희(박기현), 수도상사, 신용협동조합, 이재은, SC은행수원지점㈜, 주일로, 황필상 수원교차로㈜

   

  5천만 원 이상

고미경(신유섭), 박해심, 유문숙, 이영주, 최병헌, 큐피부과의원(강원형)

  3천만 원 이상

강원형, 김용순, 남동호, 박지원, 송미숙, 심철, 유희석, 이기호, 이삼구, 이재헌

  1천만 원 이상

㈜경진섬유, ㈜다림바이오텍, ㈜아비스간병인협회, 강석윤, 강신영, 강화옥, 강희영, 김광민, 김광수, 김대중, 김동우, 김미, 김미란, 김민희, 

김성문, 김신, 김영민, 김윤기, 김춘자, 김현주, 김효심, 김효철, 나은우, 대우의료재단대우병원, 동서의원, 박광훈, 박근칠, 박기현, 박명철,  

박샛별, 박진희, 박형란, 박희붕, 서울이치과의원, 서정호, 성가롤로병원, 성주재단, 소의영, 손명세, 손지웅, 송민경, 송주은, 수병원, 아라코㈜, 

아라코㈜장례식장, 오기석, 오산밝은안과, 유미애, 유혜라, 윤원석, 윤장운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이득주, 이명애, 이비인후과학교실, 이성낙, 

이수영, 이영돈, 이영순, 이영희, 이율, 이일영, 임인경, 임파크㈜, 장원영(정우엠아이티), 전미선, 정연무, 정연훈, 정윤석, 조기홍, 조병륜, 

조수국, 조용관, 조인셋㈜, 최선정, 최소연, 최홍규, 하람비뇨기과의원, 함형미, 현명선, 홍성종, 홍성호, 홍형숙, 황종익

  5백만 원 이상

강엽, 교수상조회, 김남초, 김명욱, 김영수, 김완기, 김은서, 김의석, 김재근, 김정도, 김진홍, 김태희, 김현아, 김형중, 민근식, 민병현, 민영기, 

박래웅, 박은정, 박일영, 박재범, 박준협, 박태준, 박해선, 방경숙, 백은주, 송재회, 윤덕용, 조재군, 최선정

  3백만 원 이상

㈜삼포실버드림, ㈜영신공조, 간호본부, 간호본부(1004데이), 강세원, 김상태, 김선용, 김영호, 김원배, 김장희, 김혜숙, 박경주, 박미미, 

박승현, 박인휘, 박재호, 밝은세상의원, 배기수, 배선형, 봉구범, 소동문, 신승수, 아주약국, 아주좋은과일, 우병완, 원예연, 원제환, 

유성정밀화학, 유영창, 이경종, 이맹갑, 이순옥, 이위교, 이윤환, 임문채, 임영애, 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 전공의협의회, 전기홍, 조은혜, 

진효정, 채선미, 최규선, 최재영, 한경희, 해부학교실, 허균, 홍영기, 홍지만, 황명숙, 황병남, 황윤익

 

  1백만 원 이상

㈜아이피엔, ㈜인성메디칼, 간호대졸업생, 간호대학 1회 졸업생, 간호대학 9회 졸업생, 간호대학 10회 졸업생, 간호대학 11회 졸업생, 

간호대학 12학번, 간호대학 13회 졸업생, 간호대학 14회 졸업생, 갈렙앤컴퍼니㈜, 강송구, 강수진, 강지윤, 강창진, 계장동우회, 고보람, 

고상민, 고은정, 고제상, 곽규성, 곽덕영, 곽정섭, 권명호, 권명희, 권수현, 권오일, 길명주, 김각현, 김경덕, 김경민, 김경희, 김광우, 김규남, 

김대현, 김동원, 김미향, 김민수, 김병곤, 김병삼, 김병세, 김선일, 김세중, 김소영, 김순선, 김승권, 김앤박마취통증의학과, 김영배, 김영숙, 

김영희, 김영희, 김용덕, 김용성, 김용학, 김은영, 김의섭, 김일태, 김재규, 김재일, 김정기, 김정호, 김주형, 김진선, 김진수, 김진실, 김창달, 

김철호, 김현정, 김형선, 김활웅, 김흥수, 남애리나, 남열우, 남중옥, 노지훈, 노학래, 농협수원유통센터하나로봉사단, 마취통증의학과 

의국, 만도위니아㈜, 무교동일품낙지, 문창현, 박관식, 박기태, 박남희, 박문성, 박범식, 박석오, 박선, 박수경, 박순모, 박연옥, 박은규, 

박은영, 박주연, 박진선, 배소현, 배현임, 배형준, 백선희, 백설경, 백운기, 백정숙, 백충희, 백환기, 베스트산부인과, 변치규, 봉홍근, 

비뇨기과의국동문회, 산부인과, 삼성키즈소아청소년의원, 서광욱, 서기춘, 서대원, 서미숙, 서영호, 서창희, 선주성, 손명애, 손성향, 손충식, 

송미경, 송영민비뇨기과의원, 송영헌, 송종례, 송충숙, 수원꽃농원, 순환기내과, 시아헤어, 신미정, 신영민, 신옥현, 신원인터내셔날㈜, 신준한, 

신지숙, 신철교, 신호준, 안대근, 안성화, 안순일, 안정수, 안정아, 안현남, 안현수, 양준상, 엄애현, 에이원시스, 엠티케어, 여말희, 영상의학과, 

예영민, 오기근, 오세웅, 오영택, 오윤정, 오은영, 우신MOBILE, 우주현, 유기원, 유병무, 유승희, 유언종, 유재중, 윤계순, 윤명호, 윤석환, 

윤정현, 윤학근, 의과대학 10회 졸업생, 이경숙, 이국종, 이국진, 이규완, 이기범, 이다리, 이동헌, 이상재, 이상진, 이성중, 이수환, 이순한, 

이승호, 이연철, 이영돈, 이영옥, 이은하, 이은희, 이재권, 이재호, 이점수, 이종찬, 이종철, 이지숙, 이태리안경(동수원), 이한빈, 이향래, 

이혜경, 이혜선, 이호영, 이화춘, 이효철, 인수경, 임병철, 임재현, 임홍석, 장영주, 장진호, 장학수, 장형호, 전우덕, 전창훈, 정경원, 정도영, 

정민석, 정상민, 정영란, 정완식, 정윤석, 정이동, 정이숙, 정재덕, 정재호, 조남한, 조선미, 조성란, 조승안, 조은미, 조은숙, 조재현, 조준필, 

조태신, 조혜성, 주남석, 주동천, 주인수, 진재우, 채윤정, 최경숙, 최명순, 최민협, 최병주, 최성주, 최용준, 최정분, 최종보, 최진혁, 최희라, 

하희상, 한경진, 한광택, 한미란, 한송주, 한승우, 한영희, 한용환, 함기백, 함용은, 허창범, 홍명렬, 홍성민, 황경주, 황인렬, 황인자, 황재철

 

  1백만 원 미만

㈜시민에너지, 10층서병동, 간호대학 18회 RN-BSN회, 간호대학 4학년, 간호대학 RN-BSN회, 간호대학 7회 졸업생, 간호대학 8회 졸업생, 

감혜진, 강주연, 견진옥, 경미숙, 고객상담실, 고영희, 고유미, 고혜숙, 공경미, 곽병주, 곽수남, 곽우실, 구진용, 권경수, 권세혁, 권소라, 

김경복, 김경숙, 김관수, 김기숙, 김기연, 김기용, 김나현, 김낙원, 김남훈, 김대연, 김동수, 김동완, 김무수, 김문식, 김민종, 김상섭, 김선목, 

김선애, 김소연, 김소정, 김소희, 김양수, 김연정, 김연정, 김영배, 김영범, 김영선, 김영선, 김영신, 김영연, 김옥선, 김용각, 김용성, 김우진, 

김은엽, 김재문, 김정현, 김정희, 김주철, 김지민, 김지양, 김지현, 김지훈, 김창희, 김춘실, 김현정, 김형성, 김혜용, 김호빈, 김흥기, 김희정, 

나현자, 남옥남, 노경식, 노재성, 동우에스엠㈜, 류은형, 류희라, 문찬경, 문천호, 민수정, 박규현, 박담비, 박만영, 박명분, 박명화, 박미순, 

박상신, 박상용, 박상익, 박상현, 박상희, 박세인, 박소영, 박수용, 박승현, 박영호, 박원, 박인규, 박정옥, 박정웅, 박정재, 박정효, 박종선, 

박종원, 박종현, 박지선, 박지은, 박지후, 박진, 박철승, 박하늘, 박혜미, 박홍준, 박효인, 박희옥, 반가영, 배명환, 배창욱, 백원진, 백효심, 

복미숙, 서은정, 서해영, 성순희, 성영수, 성정화, 성진옥, 세컨스킨스타시티점, 소지은, 손미선, 손순이, 손연정, 송석례, 송영미, 송혜정, 

솥뚜껑삼겹살, 수술실, 수원응급의료정보센터, 수원VIP실버케어빌리지, 수플러스치과,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시설관리팀, 신규태, 

신유진, 씨엔에스자산관리, 아주대병원차량관리센터, 아주대의료원사격회, 아주대의료원축구회, 안교준, 안선미, 안성옥, 안정태, 양정숙, 

양현철, 엠비여성의원, 연규봉, 오진숙, 우현구, 우효정, 원수명, 유경화, 유권준, 유동문, 유연창, 유옥현, 유인숙, 유태일, 윤성림, 윤성한, 

윤주상, 의과대학 학생회, 의과대학 27대 학생회, 의료원10주년기념 현장모금행사, 이경남, 이경숙, 이경환, 이경환, 이경환, 이광연, 이기임, 

이길원, 이동규, 이명원, 이무춘, 이문희, 이미라, 이미현, 이민선, 이병호, 이복훈, 이상미, 이상은, 이선경, 이선미, 이선희, 이성준, 이승남, 

이승화, 이승희, 이양석, 이연배, 이영희, 이윤수, 이윤정, 이은주, 이은호, 이재명, 이재윤, 이정순, 이정인, 이지은, 이지현, 이진수, 이진풍, 

이진향, 이찬희, 이창병, 이창준, 이철주, 이태경, 이평애, 이필오, 이학봉, 이현숙, 이현정, 이형구, 이혜지, 이호신, 이화숙, 임규성, 임동인, 

임상혁, 임수경, 임신영, 임재수, 임정환, 임지영, 임현이, 장가람, 장대현, 장봉희, 장정훈, 전갑수, 전경선, 전오임, 전지혜, 전진옥, 정계영, 

정명숙, 정민환, 정병곤, 정병선, 정서진, 정승철, 정유미, 정은선, 정정희, 정진자, 정진희, 정철수, 조경기, 조성현, 조유숙, 조철우, 조현주, 

주희재, 지숙,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진정우, 진혜영, 채옥미, 최만군, 최문권, 최병호, 최복열, 최성식, 최성태, 최순자, 최식, 최용수, 최원신, 

최윤규, 최진오, 최현숙, 최홍민, 최홍영, 추황보, 칼라화장품, 태전플란트치과의원, 특판행사, 한성우, 한정숙, 한통인쇄기획, 허문희, 허훈, 

홍권희, 황경애, 황규범, 황보영, 황원선, 황윤재, 황정운, 황춘석, pham le duy



후원 방법

Add to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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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사랑나눔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의료원 발전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금액 : 124,353,540원

● 故윤원석 학교법인 대우학원 

 前 이사장 1억 원 기부
故윤원석 학교법인 대우학원 前 이사장의 유족인 

부인 김정경 님이 아주대학교 후학 양성을 위해 

써달라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고인 명의로 1억 원

을 기부했다.

●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 1천만 원 기부 약정
방사선종양학교실 전미선 교수가 암환자를 위한 암센터 지원 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 약정했다.

● 김윤기 前 행정부원장 1천만 원 기부 약정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학생들의 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학금으

로 각각 5백만 원씩 기부 약정했다.

● 소화기내과 이광재 교수 3백만 원 기부 약정
소화기내과학교실 이광재 교수가 의료원발전기금으로 3백만 원을 기부 

약정했다.

● PHAM LE DUY 특임연구원 45만 원 기부
임상시험센터 PHAM LE DUY 특임연구원이 대한 천식 알레르기학회에

서 수상한 우수연제상 상금 45만 원을 기부했다.

● 안병록 ‘무교동일품낙지’ 대표 120만 원 약정
우리 의료원 인근에 소재한 ‘무교동일품낙지’ 음식점 안병록 대표는 의

료원발전기금으로 120만 원을 기부 약정했다.  

● 남열우 님 1백만 원 기부
산부인과 입원치료를 받은 남열우 님이 산부인과 장석준 교수에게 감사

하는 마음을 담아 의료원발전기금으로 1백만 원을 기부했다. 

의대교수장학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금액 : 9,780,000원

의과대학 기숙사 신축 발전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금액 : 56,650,280원

● 알레르기내과 남동호 교수 1천만 원 기부

● 소화기내과 임선교 교수 1천만 원 기부 약정

● 류마티스내과 김현아 교수 5백만 원 기부

● 의료정보학과 윤덕용 교수 5백만 원 기부

● 흉부외과 홍유선 교수 5백만 원 기부 약정

● 박래웅 교수 150만 원 기부  

의료정보학과 박래웅 교수가 개원22주년 기념 교원부문 공로상(의료원

장상)을 수상하고 상금 150만 원을 의과대학 기숙사 신축기금으로 기부

했다.

● 치과병원 김영호 교수 1백만 원 기부 약정

● 소화기내과 김순선 교수 1백만 원 기부

● 생리학교실 우현구 교수 1백만 원 기부 약정

● 의과대학 학부모 

김민희 님 1천만 원 기부 / 최선정 님 1천만 원 기부

조재군 님 1천만 원 약정 / 이용찬 님 3백만 원 기부

이영돈 님 2백만 원 기부 / 한송주 님 2백만 원 약정

길명주 님 1백만 원 기부 / 박순모 님 1백만 원 기부

박원 님 50만 원 기부   

간호대학 발전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금액 : 7,900,000원

● 김보옥 님 3백만 원 기부
삼포실버드림 창업자인 故 임황 님의 부인 김보옥 님이 남편이 병원치

료를 받을 당시 의료진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3백만 

원을 기부했다.

간호대학 건축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금액 : 15,360,000원

● 간호대학 박지원 교수 1천만 원 기부 

● 마취통증의학과 문봉기 교수 5백만 원 기부 약정

● 병원경영팀 최규선 부장 250만 원 기부

● 교학팀 유태웅 선생님 1백만 원 기부 약정

「의료원 발전기금」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의 미래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

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후원금은 우리 의

료원이 계획한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큰 원동력

이 될 것이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더욱더 기여하고 세계적인 의료기관

으로 성장하여 후원자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권

역외상센터 건립, 난치병 극복을 위한 의생명과학 연구, 의학 인재 육

성 등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사랑하

는 모든 분이 지금 바로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발전기금 후원회(☎ 031-219-4000)

아주사회사업기금

● 이 달의 모금 후원액 : 49,737,730원 

● 나눔소식

아주사회사업기금에서는 일곱 명의 식구가 있는 가정의 가

장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의 진료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환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입원하

였고, 간경변 및 폐렴, 패혈증을 진단받아 50일이 넘게 호

흡기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중

국음식점에서 일하며 소득이 있었지만, 일곱 명의 식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매우 적은 수

준이었습니다. 환자의 부인은 노모와 손주들을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었고, 두 아들은 신용불량자로 고정적인 직업 

없이 일시적인 일을 찾아하고 있어 가계에는 큰 보탬이 되

지 못했습니다. 가족 내 주 소득자였던 환자가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되어 진료비 마련은 물론, 생계유지도 어려운 실

정이었습니다. 이에 환자와 가족에게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고, 환자가 치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통

한 지원과 더불어 아주사회사업기금으로 진료비를 지원하

였습니다. 앞으로 아주사회사업기금에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이달의 신규 후원자

- 정기후원 : 황영선 님(안양 만안구), 

         박보미 선생님(6층 동병동)

- 일시후원 : 김민지(김경희) 님(수원 영통구)

  아주사회사업기금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 후원자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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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 형태로 후원할 수 있습니

다. 자동이체 시 각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아주대학교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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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219-5581



아주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당신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아주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가 함께합니다. 

종합건강검진

개인 및 기업
맞춤건강검진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오후 건강검진 

국가공단검진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검진

구강검진

산업위생관리

작업환경 측정

보건진단 사업 

유해요인 조사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업출장검진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웰빙센터 4~5층 / 1688-2118 

<아주대의료원 소식> 컬러링 이벤트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바라는 것, 목표로 삼은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아래의 그림에 나만의 색을 입혀주세요.

완성한 작품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총 다섯 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마감_ 2017년 1월 31일

당첨자 발표_ 다음 호 소식지  

메일 보내실 곳_ topink4@aumc.ac.kr 

※ 원활한 경품제공을 위해 응모 시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기재해 주세요.

EVENT

지난호 당첨자

박*연 (0257) / 이*범 (6699) / 이*미 (1590) / 정*연 (5353) / 최*주 (2412)

당첨되신 분들께는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