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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의료원 소식

로봇수술을 선도하는 아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이 모여 표지를 장식했다.

표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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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는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이곳저곳 모습을 비치지 않게 되었겠지

어쩌면 이삼십 년 먼저 가는 것을 보여주고 

동정 어린 시선을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하기도했네 

나의 앙상한 최후를 보는 것을 불편해한다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 같은 불운은 끼어들 틈이 없다고  

사실 나는 깊숙한 곳에서 자네들의 건강과 행운을 질투하기도 했네 

왜 나만의 불행이고 불운인지 

나의 질투를 느끼지 않았나? 

내가 있어서 어떤 말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  

그래서 가지 않은 것이네

나의 질투와 저주를 들키고 싶지도 않았다네 

자네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네

폐의 덩어리는 커지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 쉰 목소리도 더 내기 어려울 걸세

앙상한 팔다리에 물찬 배가 볼록하겠지

숨이 차오면 나는 자네를 알아보지 못하겠고

자네는 침상에 들러 봉투를 내밀고 서둘러 돌아갈 수 있겠네

그것도 좋네

그렇지만 오늘 나는 

아직 밥을 먹고 하늘을 볼 수 있다네

자네와 웃을 수도 있고

고마웠던 일 서운했던 일

이야기할 수도 있네

나는 이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네

나의 질투를 용서하게나

나는 아직 살아 있으니 두려워 말고 오게

사는 아름다움에 대해 내 한 수 가르쳐 주겠네

김 선생에게 

이제 나는 목소리가 잠겨가네

목의 임파선에도 전이가 되었다는군

물론 아직 일은 하고 있네

낮에는 쉬고 싶기도 하지만  

아이가 어리니 월급을 더 받고 싶네

아니 사실은 일을 하면서 내 암을 잊고 싶네

아직도 살날이 많이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도 말하고 싶네

그럼 자네는 배운 대로 날을 세어 말하겠지

한두 달이라고

자네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네

자네는 내가 내 모습 보이기 꺼린다고 생각하겠지

나는 자네가 나를 보기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네

아직 건강한 것이 미안하게 느껴지고 

한두 달 남은 나를 보며 자신의 안위에 죄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겠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몸은 어때 묻자니 이미 내 행색에 다 나타나 있겠지

잘 지냈지 라고 하면 실례가 될 테고

전보다 나아 보인다 할 수도 없고

별일 없었지 하면 말도 되지 않는  

나 또한 그렇다네

이런 게 죽는 건지 잘 모르겠네

나는 아직 밥도 먹고 

하늘도 보고 

숨도 쉴 수 있네

나는 아직 운전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전화도 하네

이런 연속성이 어디서 끊어진다는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네

그렇지만 언젠가는 끝나겠지 

벗에게 
보내는 
편지

선인재 칼럼

감염내과 최영화 교수

1993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9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부교

수로 봉직하고 있다.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

학 감염내과학교실 주임교수 겸 임상과장을 

맡고 있다.

전문진료분야는 감염내과이며, 각종 감염질

환 및 에이즈, 예방접종, 발열 환자를 전문으

로 치료하고 있다. 해외여행자를 위한 '여행자 

예방접종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읽은 시이다. 어쩜 내가 쓴 시인지도 모르겠다. 사실은 아픈 동료에게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갈팡질팡하는 남편을 보며 나 스스로 그분의 마음

에 잠시 들어가 보았다고 하겠다. 병원의 숱한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또 언젠가 겪을 나의 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늘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잘 해야 하는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글 최영화 교수(감염내과)   일러스트 최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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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다양한 사례에 적용 가능한 로봇수술

아주대학교병원이 로봇수술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10월의 

일이다. 국내에도 로봇수술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아주대학

교병원은 과감하게 기기를 도입했다. 김욱환 교수를 비롯해 로

봇수술에 관심을 둔 의료진이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다빈치 본

사가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교육을 받았다. 첫 번째 로봇수술 사

례는 위암이었지만, 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아

주대학교병원은 담낭절제 및 담도종양 제거, 갑상선 적출, 위암, 

자궁근종 절제, 자궁암, 전립선, 신장 절제, 난소종양절제, 대장 

및 직장 절제, 췌장 관련 수술 등 다양한 사례에 로봇수술을 시

행하고 있다. 

로봇은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다. 관절을 지닌 로봇 팔은 몸속에

서도 움직임이 자유롭다. 카메라 덕분에 영상을 15배 이상 확대

해서 볼 수 있는 데다, 수술 중 간혹 발생하는 의사의 팔 떨림도 

보정해준다. 이 때문에 정교한 수술에서 강점을 발휘한다. 뿐만 

아니라, 로봇수술은 개복수술과 비교해 회복 기간이 짧고 흉터

가 작아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합병증 발생 확

률도 7분의 1 수준으로 낮다. 

로봇수술이라는 명칭 때문에 ‘로봇수술=자동화 수술’로 오해하

는 이들이 간혹 있다. 로봇수술은 전적으로 의사의 통제 아래 이

루어진다. 김욱환 교수는 “로봇도 복강경처럼 수술의 보조도구

일 뿐”이라고 말한다. 아직은 기술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

만, 수술용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 수가 늘어나고 기술 경쟁이 생

기면 언젠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로봇수술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로봇수술 5,000례 달성 눈앞

어느덧 로봇수술을 도입한지 8년여. 2012년 2월 1,000례를 달성

한 이후 다음 1,000례를 돌파하는 시간은 점차 단축되고 있다. 

김욱환 교수는 지난해 여름 4,000례를 달성한 아주대학교병원

이 머지않아 5,000례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아주대학

교병원은 제4세대 수술용 로봇인 다빈치 Xi를 도입했다. 이전 세

대인 다빈치 Si는 정해진 각도 안에서만 사용해야 했지만, 다빈

치 Xi로 넘어오면서 각도의 한계를 벗었다. 이처럼 최신 장비를 

도입하면서 아주대학교병원의 로봇수술은 더욱 날개를 달았다. 

하지만 김욱환 교수는 아주대학교병원이 로봇수술에 강한 이유

를 다른 데서 찾았다. 

“아주대학교병원에는 로봇수술에 특화된 의료진이 다수 모여 있

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많을수록 의사들은 더 오랜 적응 기간을 

남다른 관점과 풍부한 노하우로 일군 
로봇수술 명가

아주대학교병원 로봇수술팀
거쳐야합니다. 우리 병원 의료진은 이미 로봇수술 경험이 풍부하

기 때문에 각 과별로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접근방식도 로봇수술 분야에서 아주대학교병원의 명

성을 높이는 요소다. 김욱환 교수는 세계 최초로 횡경막 손상이 

없는 ‘비키니 라인 로봇수술법’을 고안했다. 배꼽 아래 5~10cm 

지점에 구멍을 뚫고 로봇 팔을 넣어 수술하는 해당 방식은 환자

가 느끼는 통증이 적고 회복도 빠르다. 담낭절제에 로봇을 사용

하는 사례는 아주대학교병원이 유일하다. 

“수술 시간이 짧아 간단해 보이지만, 로봇수술에도 의사의 경험

이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술용 로봇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

될수록 오히려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아주대학교병원은 해외 의사들을 대상으로 로봇수술 유

료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수술을 

배우러 오는 의사가 있다는 사실은, 아주대학교병원의 로봇수술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지금도 아주대학교병

원에서는 로봇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력은 단기간에 쌓이지 

않는다. 남다른 관점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아주대학교병원이 

로봇수술의 명가임을 증명하고 있다.   

(상단, 좌측부터) 갑상선내분비외과 이정훈 교수 / 산부인과 백지흠 교수 / 비뇨기과 추설호 교수 / 비뇨기과 김선일 교수 / 산부인과 공태욱 교수 

(하단, 좌측부터) 이비인후과 김철호 교수 / 췌담도외과 김욱환 교수 / 갑상선내분비외과 소의영 교수 / 위장관외과 한상욱 교수

2016년 7월, 아주대학교병원 로봇수술 누적 건수가 4,000례를 돌파했다. 이는 로봇수술 시행 7년 9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2017년을 맞이한 지금, 아주대학교병원의 로봇수술 사례는 이미 5,000례에 성큼 다가섰다.  

기록 경신이 갈수록 빨라지는 배경에는 아주대학교병원의 로봇수술 노하우가 한몫하고 있다. 

로봇수술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욱환 교수를 만나 로봇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글 정라희   사진 이성원, 신승아(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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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MC를 읽다 1

생화학교실 임인경 교수

국내 생명과학계 대표 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 취임

2017년 1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임인경 교수가 제26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에 취임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생명과학회를 이끌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임인경 교수는 학회의 활성화와 회원 간의 적극적인 교류로 국내 생명과학계의 새로운 장을 열 계획이다.

글 유현경    사진 이성원

사회적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맡은 소임

2017년 새해에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생

화학교실 임인경 교수는 더 분주한 하루하

루를 보내고 있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

회의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 사회적인 책

임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소임

을 맡았습니다. 큰 봉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입니다. 저를 

키워준 많은 분에 대한 보답이라고도 생

각해요.”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현재 대한민

국 생명과학계를 이끌어 가는 대표학회이

다. 이학 및 농수산 등의 기초생명과학과 

의약학 분야의 응용연구와 교육을 선도

하는 연구 단체로 4,000명 박사학위 소지

자 정회원과 학생회원, 단체회원 및 산업

체 등을 포함하여 13,000여 명 회원이 활

동하고 있다. 공식 학술지 ‘Molecules and 

Cell(Mol Cells)’은 국내에서 발간되는 생

명과학분야 학술지로서는 최초로 SCI에 

등재된 학술지로, 발표편수 및 인용 횟수가 가장 높은 대한민

국 대표학술지이다.

이렇듯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학회의 28대 회장이라는 중책

을 맡게 된 임인경 교수는 의학계의 잘 알려진 여성 파워이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장과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지냈고,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교수로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한편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 한국재단법인 호

암재단 이사, 대한암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의대생 시절 가족을 두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젊은 암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안타까움이 저를 암 연구

에 매진하게 하였죠. 임상뿐 아니라 기초과학에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고, 한국분자

세포생물학회의 소임까지 맡게 되었어요.”

학회 활성화는 생명과학계 발전의 초석

임 교수는 부드럽고 여려 보이는 인상과 달리 시작부터 몸이 

열 개라도 어려울 일을 완벽히 소화해내

고 있다. 1월 5일 지방 분과학회 참관을 

시작으로, 1월 17일부터 3일간에 걸쳐 용

평에서 열린 동계학술대회까지 성공적으

로 치러낸 것.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생각한 것

이 Year Round Scientific Festival이에

요. 연중 계속되는 학회라는 과학축제를 

통해 회원 간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해지

고, 유대가 굳건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점은 올해 9월 코엑스에서 열릴 국제학

술대회예요. 이런 모든 활동들은 학계의 

깊이 있고 수준 있는 연구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임 교수는 회장 취임과 함께 다양한 학회

활동을 위해 금년에는 20개 위원회를 만

들었다. 위원회는 92명의 교수로 구성된 

임원들로 학회 실무를 이끌어가게 된다. 

회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지방학회를 참

관하고 행사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도 

같은 이유다. 지방 학회와 중앙 본부가 동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된 하

나라는 인식을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차세대 과학 인력을 양

성하기 위한 여름캠프, 출판활동 등 학회가 해야 할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학회 회장이라는 중임을 맡은 오늘도 변함없이 임 교수

는 연구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관찰

하고 있다. 창조주가 만들어준 자연의 질서와 무질서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학자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분자세포생물학은 현대 생명과학의 근간을 이루는 현대의학

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문을 통

해 인류는 암이나 치매와 같은 병을 극복하고, 더 건강하게 살

아가는 길을 열어가게 될 겁니다. 그 변화의 한 축인 학회를 

맡아 열심히 봉사할 생각입니다.”

의학자로서 다져온 내공과 강인함, 여기에 여성 특유의 섬세

함과 부드러움이 더해져 대한민국 생명과학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 기대하게 된다.  

분자세포생물학은 현대 생명

과학의 근간을 이루는 현대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문을 통해 인류는 암이

나 치매와 같은 병을 극복하

고, 더 건강하게 살아 가는 

길을 열어가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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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의 차원을 넘어 일체화를 추구하다

환자 우선의 
새 지도를 펼치고 있는 폐센터

센터를 말하다

폐센터의 출발은 기존 협업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새로운 시도였다. 환자 중심으로의 체제 개편은 더 많은 환자가 

찾는 병원으로 발전하는 결과를 낳았다. 날로 진화하는 폐센터의 진료 

시스템은 협업의 차원을 넘어 일체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글 허성환   사진 안호성, 홍보팀 제공

센터 개설 이후 조직 간의 유대감 높아져

폐질환은 대체로 호흡기내과의 영역이지만, 암과 같은 악성 질

환의 경우 호흡기내과 단독의 진료 영역을 벗어난다. 방사선종

양학과, 종양혈액내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등 다른 과와의 협

의를 통해서 진료를 해야 한다. 폐센터는 그런 다양한 부분을 유

기적으로 통합하고, 환자진료의 질을 높이고, 진료 체계의 일관

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설된 센터이다. 병원이 리모델링되면서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검사실 등 과거에는 서로 분리되었던 진

료공간이 상당부분 통합되었다. 기존에도 진료에 대한 협업 시

스템은 구축되어 있었지만, 폐센터가 개설되면서 진료공간도 가

까운 곳에 배치됨에 따라 환자가 진료를 받는데 있어 많은 요소

가 편리해졌다. 의료진 입장에서 보면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고, 나아

가 각 과 담당자 간의 친밀감이 높아져 조직이 더욱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진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시도

폐센터에서 추구하는 ‘일체화’는 ‘협진’보다 

단계가 높은 공동 진료의 개념이다. 협진

이 특정 과의 주도 하에 진행되는 타 과와

의 연계 진료 개념이라면, 센터에서 추구하

는 일체화는 그보다 더 강한 ‘공동’의 개념

이다. 폐센터라는 조직이 만들어진 근본적

인 이유도 바로 협진을 넘어선 일체화를 이

루기 위해서다. 

개원 이래 20년 넘게 이어온 컨퍼런스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컨퍼런스

는 각 과별 의사가 모여 공식적으로 소통하

고 결론을 내리는 자리이다. 한 의사의 단

독 결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닌 협

진을 통한 조직적인 시스템. 그러한 시스템

은 이미 오래전부터 컨퍼런스를 통해 체계

를 갖추고 있다. 폐센터는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상시 컨퍼런스를 지향하고 있다. 암 

질환이 아닌 환자라 할지라도 특정 과에서 

독단적으로 치료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

는 환자 또는 임상적으로 흔하게 접하기 어

려운 희귀한 질병을 가진 환자 등의 사례는 

컨퍼런스를 통해 함께 논의한다.

폐센터에서는 암환자 진단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꾸준히 시행한다.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하고 검사 단계의 

선후를 체계화하여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입원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아주대학교병원은 입

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선별하여 외래진료를 받게 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노력은 검사의 효율성을 높여 2주 정도 소요

되는 검사 기간을 1주일 안으로 단축하였다.  

아주대학교병원 폐센터

➊ 

➒ ➓  
  

 
  

➋ ➌ ➍ ➎ ➏ ➐ ➑

➊ 종양혈액내과 이현우 교수  ➋ 호흡기내과 박주헌 교수  ➌ 영상의학과 선주성 교수

➍ 영상의학과 박경주 교수  ➎ 호흡기내과 박광주 교수  ➏ 호흡기내과 신승수 교수

➐ 종양혈액내과 최진혁 교수  ➑ 흉부외과 함석진 교수 

➒ 방사선종양학과 노오규 교수  ➓ 핵의학과 이수진 교수   병리과 고영화 교수 

 영상의학과 김은영 교수   호흡기내과 정윤정 교수   호흡기내과 정우영 교수

 호흡기내과 이규성 교수   흉부외과 정준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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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수 폐센터장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선 
더 큰 사명

‘환자 우선’을 모토로 폐센터를 이끌고 있는 신승수 교수. 

폐질환 분야에 대한 그의 권위는 실력을 뛰어넘어 환자와의 교감을 통해 얻어진 소중한 열매이다. 

글 허성환   사진 박원민, 홍보팀 제공

진료 시스템 개선으로 더욱 단단해진 ‘신뢰’

폐센터가 출범한 이후 진료 영역의 협업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

다. 병원이라는 조직이 추구해야 하는 본질이 ‘환자 우선’이라는 

점에서 폐센터의 출범은 그 본질에 충실하게 접근한 새로운 시

도였다. 조직의 편의를 추구하던 관행을 과감히 깨뜨리고 환자

의 편의를 위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암환자 진료

건수, 방문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암진단을 받고 병원을 찾

아온 암환자의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도 거의 없다. 폐

센터의 검사 방식과 치료 과정에 대한 만족도 또한 센터 개설 이

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센터 개설을 통해 개선한 진료 

시스템에 대한 신속성과 효율성이 불러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환자나 보호자 모두가 의료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폐센터로

의 진일보라 할 수 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내과나 외과를 비롯한 각 진

료과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폐센터라는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는 폐센터를 넘어 병원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센터 개설 이후 개선

된 성과는 환자의 만족도를 통해 검증되었지만, 지금까지의 노

력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신승수 교수는 말한다.

센터장이라는 직함을 단 시간은 길지 않다. 책임자의 마음보다

는 멤버의 일원으로서 느껴온 센터에 대한 생각이 아직은 더 많

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센터장의 직함에 

맞는 시각으로 센터를 돌아보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기존에 개선한 문제에 들어간 노력이 10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해야 할 노력은 90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각 멤버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진료의 편의, 환자의 만족을 넘어 구성원 모두가 만

족할만한 길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는 센터가 롱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겪는 어려움까지 헤아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단순히 치료하는 사람과 치료받는 사람

의 관계에 국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의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하지

만 환자가 겪는 어려움을 헤아리기 위해 마음을 열고 환자를 대

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평균 연령이 높다. 그만큼 의사

와 환자와의 긴 호흡을 요한다. 10~20년 동안 관계를 이어온 환

자도 적지 않다. 함께 지낸 세월만큼이나 쌓인 정도 깊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넘어 ‘같이 나이 들어가는’ 관계로 발전한다. 그

렇게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 그 안타까움은 쉽게 헤아리기 힘들다. 

폐암은 조기진단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그만큼 사망률 1위의 

오명을 벗기 힘든 질병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강검진 시 실시

하는 저선량흉부CT를 통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

아지고 있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20%나 낮추는 성과도 있

었다. 폐질환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사로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신 교수가 환자에게 스스럼없이 마음을 여는 것은 환자의 마음

을 헤아리려는 그의 애정어린 관심 때문일 것이다. 폐암이라는 

중증 질환에 대한 그의 시선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의사의 차원을 넘어,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의사의 차원으로 진

화하고 있다.   

폐센터장 신승수 교수(호흡기내과)

진료 분야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약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내과 교수

아주대학교병원 폐센터장

인터뷰

센터의 각 멤버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진료의 편의, 환자의 만족을 넘어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만한 길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는 센터가 

롱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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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MC Special

의료기술사업화 및 연구의 실용화 간담회

“2017년 의료기술 사업화의 원년으로 삼겠다”

지난 1월 19일 오전 10시, 아주대의료원장실 회의실에 속속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늘 모임의 목적은 연구성과 및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한 간담회. 

그간 대형 국책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많은 산업기술화 성과를 이루어낸 교수진은 

아주대학교의료원 의료기술사업화의 현재에 대해 기탄없는 대화를 나누며 미래를 모색했다.

정리 이경희   사진 이성원

박해심 원장_ 먼저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의료기술 실용화가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분위기를 빨리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특히 우리 의료원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

술을 사업화해 보신 교수님을 모시고 보유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

을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미약품과 줄기세포 치

료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한 기초의학의 실용화 부문의 서해영 교수

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힘든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

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해영 교수_ 이번에 한미약품에 기술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직접 개발자로서 개발, 생산, 기술성숙도까지 주도를 했기 때문이었습

니다. 연구개발은 자본과 인력이 매우 중요한데 각고의 노력 끝에 국책

연구비를 끊기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는 연구교원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학생

들이 졸업을 한 뒤에 회사로 가지 않고 학교에 머물면서 연구강사, 연

구조교로 있어줬기 때문에 의료 관련 개발이나 기술 발명이 가능했다

고 생각합니다. 의료기술 개발은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수한 기술이 결코 실용화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초의학 실용화의 답은 학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심 원장_ 이비인후과 김철호 교수님이 보유하고 있는 액상 바이오

플라즈마를 이용한 창상 치료기술이 1억 원에 플라즈마 관련업체 ㈜아

이씨디로 기술이전이 됐습니다. 플라즈마와 관련하여 두 번째 기술이

전을 성사시키셨는데 기업과의 기술이전 과정이나 임상연구의 실용화

에 대해서 논의할 내용이 있는지요. 

김철호 교수_ 저희는 진행 중인 바이오플라즈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원천기술을 개발하였고 이 중 두 건이 기술 이전이 진행되어, 기술이

전 기업과 창업 프로세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임상연구 실용화

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사가 제게 오게 된 과정이에

요. 제가 연수를 다녀와서 연수와 관련된 내용을 이비인후과 학회에 한

글 리뷰페이퍼를 썼는데 그걸 보고 제게 찾아 왔거든요. 그때 든 생각

은 권위 있는 영문 잡지도 좋지만 다양한 루트로의 소개와 홍보가 뜻하

지 않은 기회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구분야를 평범하게 소

개하고 기사화하는 것이 임상연구실용화에 매우 중요한 초기과정이라

고 생각하며 관심업체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자와 우

리 기관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전보다 기술 

실용화를 위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허

나 기술이전, 창업에 대한 지도와 현실적인 도움이 제한적입니다.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노력, 시간 그리고 때론 금전적인 투자에 따

른 리스크가 있는데도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지

원과 이에 대한 적절한 업적평가가 따라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 행

  첨단의학연구원 박해심 원장 

  참석

 해부학교실 서해영 교수 신경과학교실 홍지만 교수 이비인후과학교실 김철호 교수

 의학유전학과 정선용 교수 의료정보학과 박래웅 교수 연구행정팀 박정웅 팀장

아주대학교병원, 2013년 연구중심병원 지정

지속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성공적 수행

연구 및 기술 사업화에 큰 성과 이뤄

업체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특허, 창업 등의 업적 재평가 뒤따라야…

한미약품과 줄기세포 치료제 기술이전 협약 체결한 

서해영 교수

기술개발과 생산을 주도하여 기술성숙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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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심 원장_ 지난해 국내외 의료정보학 발전

에 크게 기여한 공으로 대한의료정보학회 정보

의학 학술상 첫 수상의 영예를 안은 의료정보학

과 박래웅 교수님께도 의료정보와 관련해 구체

적인 사업화 모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래웅 교수_ 아주대학교병원이 260만 명 정

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데이터 네

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기술이전은 5

배 내지 10배, 그리고 지적재산권도 열 건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네

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신뢰

를 얻는 게 매우 중요한데 작년 저희 컨소시엄

에 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게 되어 100만 명의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그게 신뢰를 얻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가 처음 기술을 만든 게 2004년이니까 올

해로 13년째입니다. 장기적인, 10년 이상의 비전

을 가지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중간에 

보직자가 바뀌어도 투자할 수 있는 신뢰가 꼭 

필요합니다. 제약사들이 우리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제약사가 컨소시엄 데이터 파

트너가 되면, 주도권과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부

가가치를 생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

술고도화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이나 아시아 시

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업체가 우리 데이터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우리는 

상급병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아주 세밀한 결과물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일례로 모 글로벌기업에

서 EMR자료를 이용, 임상시험을 함께 해보자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해심 원장_ 신경과 홍지만 교수팀도 연구과

제가 보건복지부 첨단 의료기술 개발사업 줄기

세포·재생의료 실용화 부문 지원 대상으로 선

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료기기의 개발과 사업화

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홍지만 교수_ 임상의사가 갖고 있는 힘 중 하나

가 나 자신이 이미 많은 의료 기기제품 혹은 소

모품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란 겁

니다. 기술 이전을 했던 것 중 하나는 장갑이었

고 또 하나는 뇌졸중 치료기계였는데 여기서 중

요한 건 확실하게 특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 없이 이야기를 하면 아

이디어만 가져가는데 특허를 가지고 얘기를 하

면 해당 기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는 ‘팔리는 만큼 주는’ 러닝

개런티 형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총매출액에서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많이 팔린다면 우리 병원

이 수익을 더 많이 가져오도록 한 거죠. 최근에 

나오는 기술 얘기들은 기존에 했던 두 가지보

다는 조금 큰 기술입니다. 그렇다보니 초기자금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네트워

크를 어떻게 발굴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철호 교수님 말씀대로 한글로 

리뷰페이퍼를 쓰는 등 홍보 마케팅에 적극적으

로 나서야 한다는 점도 공감합니다. 우리 의료

원 자체 내에서도 네트워크의 노하우가 많이 쌓

여서 많은 경우의 수에도 연결이 가능한 레퍼런

스를 더 축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심 원장_ 의학유전학과 정선용 교수는 지

난 8월 바이오 벤처 기업인 ㈜나인비를 창업해 

보건의료 기술사업화의 우수 사례를 보여주셨

습니다. ㈜나인비는 수도권 4개 대학 연합형 기

술지주회사인 ㈜엔포유의 제1호 자회사입니다. 

예비창업자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정선용 교수_ 창업한 지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

다. 평생을 연구자로만 살아 온 제가 경영, 제품

개발, 마케팅, 판로개척 등의 새로운 도전을 하

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대학 출자 기

술지주회사의 제1호 자회사 창업이라는 큰 자부

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 기술의 실용화

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교수 창업

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 창업의 

순기능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교수 사회에서의 인

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경험이

지만 교수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

고 싶은 것은, 우선 사업이라는 전혀 새로운 분

야에서 ‘정확한 판단력’을 키울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에는 많은 부

분에서 중요한 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분

야의 창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나 멘

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술경쟁력이 

시장경쟁력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술경쟁력이 반드시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데, 교수 창업의 성

공률이 낮은 것도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잘 만드는 것도 중

요하지만 잘 파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좋

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

다. 또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이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업화 아이템과 더

불어 대표와 구성원의 역량과 열정입니다. 창

업 시에 친분이 아닌 회사 운영, 관리, R&D, 생

산, 마케팅, 판매 등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

람인가를 면밀히 고려해서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스타트업 회사를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이 창업초기 

R&D 자금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심 원장_ 마지막으로 연구행정팀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구행정팀 박정웅 팀장_ 기술사업화파트가 신

설되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

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구자의 기술사

업화 및 실용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겁니

다. 두 번째는 기관의 관심과 지원 인프라가 부

족하다는 점입니다. 연구행정팀은 앞으로 연구

자들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입니다. 또한 산학연 교

류를 확대하고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지속적으

로 개최하여 기업과의 교류를 활성화해 개발 과

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

습니다. 기업의 니즈와 시장의 트렌드에 알맞은 

기술 발굴 사업도 유치하고 투자를 확대하겠습

니다. 자회사 설립 등의 연구자 창업이나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정부의 창

업지원사업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물에 대한 시장

성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수 

연구실적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여 우

수기술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정부, 기관, 기업

과의 소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심 원장_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처음인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의 진료수익 규모는 

전국 7위지만 연구력이 아쉽게도 저평가된 부분

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컨설팅회사에 자

문을 받아보니 우리 병원의 내부기술을 들여다

보고 그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를 기반으로 기술화·사업

화와 관련된 여러 숙제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을 고민하겠습니다. 방향 설정만 잘 하면 

희망이 있고 무한한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각 교수님들의 인식변화를 기대하며 올

해도 다함께 열심히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이오 벤처 기업 ㈜나인비 창업한  정선용 교수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우수 사례 선보여

“연구자 아닌 경영자로서의 마인드 필요”

연구자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시장성 확보와 수익 창출에 주력할 것

홍지만 교수

정선용 교수

박정웅 팀장

박래웅 교수

박해심 원장

서해영 교수

김철호 교수

의료정보데이터 기반 기술 개발

대규모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위해 노력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기대

특허를 가지고 업체와 컨택해야

아이디어 도난 위험 줄어들어…

업체 발굴 위한 네트워크 확보 필요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___  18 2017. March+ April ___  19 

전미선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밥상

지역암센터장 전미선 교수 & 요리연구가 박종숙

입맛을 살려주는 
봄철 건강 밥상

해독에 탁월한 제철 재료

지금까지 <아주대의료원 소식>에서 염증에 좋은 지중해식 음식

을 만났다면, 이번에는 우리 밥상에 가장 일상적인 한식이다. 한

식은 밥, 국, 반찬 등 손이 많이 가는 밥상이다. 특히 투병 중인 

환자는 매 끼니마다 식탁을 차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에 전미선 교수는 요리연구가 박종숙 선생과 만나 회복기의 환

자들이 활용할 번거롭지 않은 음식을 부탁했다. 한 그릇으로도 

충분히 든든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밥상을 차리

자고 했다.

박 선생은 겨우내 체내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새로운 계절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미나리, 황태, 무 등의 재료를 이용

한 ‘해독을 위한 봄 건강 밥상’을 준비했다. ‘해독’이라고 하면 대

부분의 사람이 ‘해독주스’를 많이 떠올리는 데, 한식으로도 해독

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전 교수는 환영했다. 

한때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이 주목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항

염증에 좋은 음식이 각광받고 있다. 이제 항염에 좋은 재료를 사

용한 밥상을 차려보자. 먼저, 향긋한 미나리를 곁들인 황태순두

부탕이다.

미나리는 비타민 A, B1, B2, C가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혈

액의 산성화를 막아 준다. 미나리에 풍부한 단백질, 철분, 칼슘, 

인 등 무기질과 섬유질은, 혈액을 정화시키고 혈압과 혈중 콜레

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미나리는 체내 

독소를 푸는 효과가 있어 봄철 대표 건강 채소로 손꼽히고 있다.

황태탕에 필요한 주재료인 황태포는 슬쩍 씻어 건지고 무를 손

질한다. 박 선생은 무를 나박썰기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으로 삐

치는 방법을 추천한다. 무 삐치기가 쉽지 않으면 감자 깎는 칼로 

손질하면 좋다는 것이 박 선생의 조리 팁이다.

손질한 무와 황태는 먼저 냄비에 볶는데, 밑양념을 할 때 생강즙

을 넣으면 무의 지린 맛이 없어진다. 더불어 생강은 몸을 따뜻하

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몸이 찬 환자에 좋고, 된장, 고추장에 들

어가는 메주의 떫은맛을 없애주기 때문에 다른 화학조미료가 필

요하지 않다.

국물요리를 할 때 식용유나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해 재료

를 볶아서 끓이면 완성된 후 국물에 기름이 겉돌지 않는다는 것

이 박 선생의 또 다른 조리 팁.

충분히 볶아 끓인 탕은 먹기 직전에 대파와 콩나물을 넣어 한 번 

더 끓여 완성한다. 이때 끓는 물에 데친 두부나 순두부, 연두부 

등을 넣는다. 두부를 생략하여 황태국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만, 두부를 곁들이면 밥 없이도 든든한 한 끼가 된다. 

매섭던 겨울의 기세가 사라지니 세상이 깨어나는 계절이다. 

건강한 봄을 위해 신선한 봄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으로 해독과 더불어 입맛을 돋우어 보자.

글 남지연  사진 이성원, 오은영(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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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배불리는 대신 두부를 더하면 단백

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좋을 것이라고 전 교수는 

말한다. 

사실 환자는 매 끼니마다 밥과 여러 반찬을 차리는 것은 물론, 

식사 자체도 힘들고 번거로울 수 있다. 황태순두부탕은 한 그릇

에 비타민,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차리거나 먹기에 

번거롭지 않다. 

두부를 곁들여 탕으로 즐긴다면 물을 7컵, 두부 없이 국으로 즐

긴다면 8컵을 넣는 것이 적당하다. 맹물 대신 북어머리로 육수를 

내서 끓이면 더욱 좋다.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고 손질한 미나리

를 얹어 봄의 향기를 더해주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쌉쌀한 맛으로 봄철 입맛을 돋우는 씀바귀

겨우내 달아난 입맛을 살려내기에는 봄철 채소가 제격이다. 입

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채소로 박 선생은 쌉싸름한 ‘씀

바귀’를 추천한다.

사실 쓴맛은 우리의 입맛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

제로는 신맛보다 훨씬 더 입맛을 돋워준다. 게다가 씀바귀 역시 

해독에 탁월한 채소로, ‘봄철 해독에는 씀바귀만한 게 없다’고. 

씀바귀에 새콤한 초고추장을 곁들여 입맛을 깨워주는 새콤 쌉싸

름한 무침을 만들어보자.

먼저 씀바귀와 미나리를 손질해 자르고 숙주는 다듬어서 씀바귀

와 따로 데친다. 이때 숙주는 끓는 물에 데치면 적정하게 데치기 

어렵기 때문에 체를 이용하면 좋다. 체에 다듬은 숙주를 넣고 주

전자로 뜨거운 물을 고루 부어준 뒤 바로 식히면, 숙주가 필요 

이상으로 익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 채소는 익혀서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고 체내에 영양분이 잘 흡수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영양분 섭취에도 도움이 되고 식감도 살릴 것이라

고 전 교수는 말한다.

재료가 준비되면 양념장을 만들어 씀바귀와 숙주, 미나리를 무

쳐서 담거나 재료를 각각 가즈런히 담아 양념장을 곁들이기도 

한다. 양념장의 재료 중 갠겨자는 연겨자로 대체가 가능하며, 레

몬즙이 없다면 신맛은 식초만으로도 충분히 좋다. 씀바귀는 다

른 채소에 비해 단백질이 많은 식재료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익

힌 닭고기를 찢어서 곁들이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샐러드가 될 것이라고 전 교수가 팁을 더한다.

투병 중에도 가족의 식사를 챙겨야 하는 여성 환자의 경우, 매 

끼니 밥과 국, 반찬이 갖춰진 식탁을 차리게 된다. 그러다 보면 

심신이 피곤하여 정작 환자 본인의 맞춤식단은 물론, 끼니조차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 교수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오늘의 건강 밥상은 이러한 환자의 고충에 보탬이 됨과 더불어,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거치고 나면 몸이 차가워지는 환자들의 회

복을 위한 든든한 음식으로, 환자가 기운을 보하고 기력을 되찾

기 바라는 전 교수와 박 선생의 따뜻한 마음이다.  

황태순두부탕

재료 황태포 100g, 무 300g (다진마늘 1T, 생강즙 1t, 들기름 2T, 액젓 1T)

물 7컵, 마른 고추 1개, 대파 1/2대, 어린 콩나물 100g, 연두부 1봉, 미나리 50g, 

새우젓 1T, 풋고추 1개, 빨간 고추 1/2개, 후추가루 약간

만들기

1. 황태포는 찬물에 살짝 씻어 건진다.

2.  무는 먹기 좋게 삐치고, 어린 콩나물은 씻어 건진다.

3.  미나리는 줄기만 다듬어 3cm로 자른다.

4.  무와 황태를 양념으로 버무려 냄비에 볶다가 물을 부어 끓인다.

5.  먹기 직전에 대파와 연두부, 콩나물을 넣고 끓인다.

6.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미나리를 얹어 완성한다.

씀바귀초고추장무침

재료 씀바귀 200g, 미나리 200g, 숙주 100g

양념  고추장 3T, 액젓 1T, 고운고추가루 1T, 

식초 1T, 설탕 1T, 다진마늘 1T, 생강즙 1/2t, 매실청 2T, 

갠겨자1t, 레몬즙 1T, 참기름 1T, 깨소금 1T

 만들기

1. 씀바귀뿌리는 슴슴한 소금물에 데쳐 물에 울궈 

 쓴맛을 살짝 뺀 후 4cm로 자른다.

2. 미나리는 이파리를 다듬어 줄기만 4cm로 자른다.

3. 숙주는 머리꼬리 떼고 데쳐 식힌다.

4. 양념장을 만든다.

5. 접시에 가지런히 담고 초고추장을 곁들인다.

지역암센터장 전미선 교수(방사선종양학과)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Tufts 의과대학 조

교수,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조교수를 지낸 뒤 아주

대학교병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주대학교병원 암센터장, 기관연구윤리심의

실장, 암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아주대학교

병원 암통합지지센터장을 맡고 있다. 전미선 교수는 국

가암관리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암환

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암통합지지센터를 설립하

여 암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크게 기여하며 환자들의 신

뢰를 얻고 있다.

요리연구가 박종숙

경기음식연구원을 운영하며 서울과 그 근방인 경기음

식에서 우리 음식의 뿌리를 찾고 있다. 우리 음식의 맛

을 보전, 발전시키는 일은 과학적인 접근으로 이해하는 

전통장에 있으며, 위생과 체계적인 계량이 답이라고 생

각한다. 샘표식품 미각 향상고문과 동원김치 기술고문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신세계푸드 한식부페 올반의 컨

설턴트이다. 제대로 차린 밥상에 문화를 얹어서 한식의 

격을 높이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전미선 교수와의 

오랜 인연으로 맛있는 환자식에 관심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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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입증받은 효과적 치료법

아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안영환 교수가 ‘난치성 안면경련증’의 치료 성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새 수술

법을 개발하고, 10년간 시행해 온 치료 성적을 전문 분야 학회에서 발표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안영환 교수가 새로 개발한 수술법(글루드 테플론 슬링을 이용한 미세혈관감압수술)은 안

면 신경과 증상 유발의 원인인 혈관을 분리해 주기 위해 테플론(Teflon)1)을 신경과 혈관 사이에 끼우는 대신, 글루드 

테플론 슬링(Teflon sling)을 이용하여 혈관을 신경에서 분리시키는 방법이다. 

글루드 테플론 슬링은 바이오 글루와 테플론으로 만들어 인체에 안전하고, 혈관에 걸어준 후 뇌경막에 고정시키므

로 증상의 재발이 없다. 특히 글루드 테플론 슬링을 이용하면 테플론 스폰지가 안면 신경과 닿지 않아 마비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어져 증상 호전뿐만 아니라 안면 마비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 혈관에 의한 뇌간의 압박도 호전

되면서 난치성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이 안정되고 전신상태가 개선되는 추가적인 치료 효과도 있었다.

새로운 수술법은 난치성 안면경련증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용되었으며, 아주대학교병원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50명 이상의 환자에게 적용했다. 이 중에서 최소 2년 이상(최장 10년) 추적한 환자 42례의 수술 성공률은 

99%였다. 기존 수술법의 성공률인 75%에 비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재발이 없고 수술 후에 안면 마비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인 것을 확인한 것이다.

안영환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수술이 시도되고 있으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널리 이용될 수 없었다. 이번에 

발표한 새 수술법은 장기 추적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근거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 

수술법은 기존 방법으로 안면경련을 해결할 수 없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특히 효과적”이

라고 말했다.

안면경련증은 한 쪽 안면근육이 떨리는 증상

안면경련증은 한쪽 얼굴의 안면근육이 반복적으로 떨리는 증상으로, 50대 여성에서 흔히 발생한다. 초기에는 눈꺼

풀에 약한 떨림이 있다가, 입 주변의 근육까지 끌어올려지는 떨림이 오게 된다. 긴장하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밤에 자는 중에도 증상이 멈추지 않는 특징이 있다. 중풍의 초기 증상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중풍과는 무관하다. 안면경련증은 수술로 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척추동맥(vertebral artery)이나 기저동맥

(basilar artery)이 안면경련증을 유발하는 난치성 안면경련증의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 받거나 수술을 

받고도 증상이 남을 수 있으며, 수술로 경련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안면 마비 등 심각한 신경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학술상, 국제학술지 등재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해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새 수술법을 이용한 난치성 안면경련

증 환자 치료성적’ 발표로 학술상을 받았고, SCI(E)급 

국제학술지 대한신경외과학회지(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9월호 표지논문과 본문에 실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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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안영환 교수

난치성 안면경련증 새 수술법 개발

“안면경련증의 효과적 새 치료법으로 인정,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학술상 수상”

재발이나 안면마비 없는 안전하고 효과적 치료법 (성공률 99%)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새 수술법으로 치료한 50명 이상에 대한 임상추적 결과 발표

제작한 글루드 테플론 슬링을 이용하여 원인 혈관을 신경에서 분리

새 수술법 성공률 99%, 증상재발 없고, 안면마비 예방 효과

1)  테플론은 안면경련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수십 년간 사용해 온 물질로 안전한 치료 재료다.

안영환 교수(신경외과) 

대한감마나이프방사선수

술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

재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

학회 부회장 및 차기회장, 

대한뇌신경기능장애연구

학회 기획이사, 대한방사

선수술학회 정책이사 등

으로 활동하고 있다.

▲  안영환 교수의 새 수술법은 2017년 1월 27일 MBC 뉴스데스크에 

 방영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선택하고 나니 운명이었던 길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갖고 산다. 그러나 목표를 다 이루고 난 

그 뒤에 무엇을 할 건지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당장의 눈 

앞 목표가 바쁘고 급하기도 하지만 목표 달성 후에는 여유와 

행복이 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등

학교 시절 내내 1등을 놓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 아주 오랜 

기간을 공부하고 노력한 끝에 의사가 된 기쁨도 잠시, 숨 가쁘

게 진료와 수술을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초심과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않아야 하는 의사의 길은 그래서 고되다. 

비뇨기과의 추설호 교수는 쉽지 않은, 힘든 의사의 길에 온화

함과 세밀함이라는 발판을 차곡차곡 놓아 걷는 인물이다. 공

대를 진학할까 했다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의사의 길로 들어선 

그에게서는 특유의 상냥하고 반듯한 분위기가 풍겨 나온다. 

“아버지의 권유로 들어온 의대였지만 막상 들어오니 재미도 

있었고 적성에도 잘 맞았습니다. 공부도 양이 많아서 힘들었

지 그 자체의 난이도도 괜찮았어요(웃음).”

비뇨기과도 수술을 좋아했던 자신의 취향과 지향점이 빚어낸 

선택이었다. 보다 많은 분야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싶었던 욕

심에 부합했던 과가 바로 비뇨기과였기 때문이었다.

Good Doctor

추설호 교수는 병원에 들어서는 환자의 불안함을 상쇄시키는 힘을 가진 인물이다.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인해 삶과 죽음, 안도와 절망을 오가는 두려움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을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공감의 한마디로, 따스하고 온화한 눈빛으로,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추설호 교수. 그가 가진 실력은 그 따스한 반석 위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중이다.     

글 이경희   사진 이성원

비뇨기과 추설호 교수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 
환자를 널리 이롭게 하다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___  24 2017. March+ April ___  25 

“학생 때부터 수술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수술을 하고 싶

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수술을 할 수 있는 과는 

많았지만 비뇨기과를 선택을 한 이유는, 기본적인 진료부터 

복잡한 수술, 항암치료까지 전반적으로 다 다루기 때문이었

어요. 수술을 하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보

람 있게 느껴졌고 또 제 스승님께서 비뇨기과 수술을 굉장히 

멋있게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닮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

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사

추설호 교수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잘하는 의사 중 하

나로 손꼽힌다. 특히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도입한 4세대 로봇

인 Xi로 펼치는 정교한 수술은 많은 환자가 추 교수를 찾는 중

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008년도 전공의 시절에 로봇수술을 처음 접했고 복강경과 

함께 로봇수술을 트레이닝 했습니다. 최근 아주대학교에서 Xi

를 구입하면서 한층 더 세밀하고 안전하며 상처가 적은 수술

이 가능하게 됐지요. 실제 로봇수술에 대한 자료를 봐도 신장

암이나 전립선암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의 경우 부작용이 제일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뇨기과 추설호 교수

진료 분야

로봇수술, 비뇨기종양(암)

약력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병무청 징병전담의사 역임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임상강사 역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조교수

학생 때부터 수술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수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수술을 할 수 있는 과는 

많았지만 비뇨기과를 선택을 한 이유는, 

기본적인 진료부터 복잡한 수술, 항암치료까지 

전반적으로 다 다루기 때문이었어요.



  

고 수술을 해왔다고 털어 놓는다. 신이 정해 놓은 영역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로서 스스

로에게 후회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대인에게 비뇨기과는 찾아가야 할 일이 자꾸 늘어나는 대

표적인 과 중 하나가 되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소위 말하는 

현대병에 속하는 질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명이 짧았을 때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70~80세가 되면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 전립선이 

커집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뇨

장애, 야간뇨도 하나둘씩 생기는데 야간뇨는 실제로 치료가 

잘 안 되는 병이기도 해요. 남성호르몬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생기는 병이니까요.”

추 교수는 전립선 비대증은 40대, 50대부터 정기검진을 하고 

전립선 약을 먹으면서 조절해야하고, 전립선이 너무 커진 환

자는 수술해야 한다고 단호히 이야기를 한다. 방치하면 후에 

방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것

이다. 

“수술을 하자고 하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환자가 많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오래 살 시간을 대

비해서 조금 더 젊을 때 수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더 나은 환자의 삶을 위하여

추 교수는 치료와 수술을 통해 환자 삶의 질을 올려놨을 때 가

장 큰 보람을 느끼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 보람은 남들보다 더 

오래 걸리는 수술시간, 더 많은 고민으로 인해 좀 더 부피를 

키워간다.

“수술실에서 끝까지 제대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수술실에서 30분, 한 시간을 더 투자해서 제대로 해주면 환자

가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수술실에서 힘들고 지친다고 

해야 할 것을 조금 소홀히 하면 환자는 그 미비한 부분 때문에 

평생 병원을 오갈 수 있으니까 힘들어도, 지쳐도, 가능하면 끝

까지 가는 겁니다.”

인터뷰 시간 내내 인간으로서의 매력과 의사로서의 매력이 일

치할 거라는 확신을 줬던 추설호 교수. “꼭 선비 같다”고 이야

기를 건네자 “우리 아주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다 

온화하고 친절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시다 보니 저까지도 그렇

게 묻어가는 거 같다”며 손을 휘휘 젓는 모습에서 작은 호의조

차도 혼자 받기 민망해 하는 그 품성을 엿본다. 

내게 오는 환자, 수술 받는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와 수술로 

인해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추설호 교수에게 

하루 24시간은 환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주어진 소중한 자산

이다.   

수술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은 물론 더 정교하면서도 빠

른 회복이 담보되는 로봇수술이지만 이 또한 거저 얻어

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수술의 성

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의사가 갖춰야 하는 사명감

이자 무거운 숙제로 늘 주어지기 때문이다.

“간단한 수술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

려운 케이스의 수술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꾸준한 공

부가 필요해요. 잘 된 수술의 비디오를 계속 돌려보고 CT

를 보면서 계속 이미지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거지요. 변

수까지 완벽히 계획을 구상하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추설호 교수가 후배들에게 하는 당부와도 잇닿

아 있다. 

“기본 실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않

으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같은 질환에서도 새로운 치

료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쉬지 않고 지식을 업데이트

하는 게 중요해요. 유튜브에 웬만한 수술 사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복잡한 수술은 모든 수단을 이용해

서 꾸준히 공부를 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나날이 중요해지는 정기 건강검진

문득, 쉬지 않고 공부하는 추설호 교수가 갖고 있는 추억

들이 궁금해진다.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기억이 

당연이 압도적일 터, 추 교수는 어떤 환자를 마음에 품고 

있을까?

“대부분의 의사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수술에 성공한 환

자보다는 잘 안 된 환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잘 된 분들

은 잘됐구나,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제 수술에 대해 자꾸 뒤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오래 기억에 남죠.”

2살, 4살 아이를 가진 방광암 말기 여자환자에게 수술을 

권했지만 다른 병원으로 옮겨 항암치료를 받다가 걷잡을 

수 없이 암이 퍼진 환자. 결국 다시 찾아왔지만 이미 수

술시기를 놓쳤던 환자의 이야기를 추 교수가 천천히 오

랫동안 들려준다.  

추 교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는 환자들이 생길 때

마다 그 다음 환자들은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서 진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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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케이스의 수술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꾸준한 공부가 

필요해요. 잘 된 수술의 비디오를 

계속 돌려보고 CT를 보면서 계속 

이미지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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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연구 나의테마

글 이장훈 교수(소아청소년과)

제대 줄기세포를 이용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예방과 치료

1년간의 해외연수를 마치고 병원에 복귀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희미해진 연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

년간의 자료를 뒤적여 보았다. 한국에서의 바쁜 생활을 뒤로

하고 가족과 함께 했던 연수 기간 동안의 생활을 돌이켜보니 

즐거웠던 시간뿐 아니라 아쉬웠던 순간도 떠올랐다.

신생아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연구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신생아집중

치료지역센터로 선정되어 36병상의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

영하고 있으며,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드는 진료 현장에서 연

간 약 100여 명의 출생체중 1,500g 미만의 극소저체중출생아

를 비롯해 1,400여 명의 중증 신생아를 진료하고 있다. 신체

의 모든 장기가 미숙한 작은 신생아를 대상으로 생사의 갈림

길을 넘나드는 중증 질환을 치료하기란 매우 어렵고 제한적

이다. 신생아가사(Neonatal Asphyxia) 등으로 발병하는 저

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은 향후 뇌성마비를 비롯한 신경발달지

연 등 장기적 합병증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최근 두부저체온 

요법 등 저체온 치료가 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치

료에 이용되고 있으나 치료 자체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커 적

용에 한계가 있다.

내가 연수했던 곳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오타와에 있는 오

타와 병원 연구소(Ottawa Hospital Research Institute)로 

오타와 대학교(University of Ottawa)와 오타와 종합병원

(Ottawa General Hospital) 그리고 동부 온타리오 아동병원

(Eastern Ontario Children’s Hospital)과 연계되어 운영되

고 있는 기관이었다. 

몇 해 전 한국에 오셨던 Bernard Thebaud 교수님의 연구실

에서 신생백서를 이용해 신생아가사 동물모델을 만들고 줄기

세포를 비롯한 몇몇 후보 약제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실험을 시작하였다. 아울

러 냉동 보관된 제대(탯줄)를 이용해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분

리한 세포의 세포활성도 및 잠재능력을 평가하는 실험을 진

행하였다. 1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세부 주제를 선정

하고 예비 연구와 본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다양한 국적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시간

연구소에는 중국, 인도, 이란, 레바논, 네덜란드, 독일 등 다

양한 국적의 PhD(의학박사)와 MD(의사)들이 연구원과 박

사 후 과정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적잖은 도움을 받

았다. 특히 냉동 보관된 제대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실험

을 하는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었던 중국 의사 출신 연구

원 리쿤(Liqun)에게서 연구뿐 아니라 캐나다 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줄기세포치료의 임상적 적용이

라는 큰 주제의 틀 안에서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세부 주

제를 제안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연구 과정에서 발

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연구실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며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오타와는 캐나다의 수도이지만 캐나다의 대도시라 할 

수 있는 토론토, 벤쿠버에 비해 매우 한적하고, 프랑

스계가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퀘백 주에 인접해 

있어 이전에 학회 차 방문했던 북미의 도시들과 비교

하여 독특한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이 다녔던 초등학

교도 불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영어를 제2국어로 배우

는 학년 별 과정이 있고 비영어권 국가에서 이민을 온 

학생들을 위해 보충수업 과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

었다. 연수 가기 전 들었던 ‘오타와의 계절은 겨울과 

6, 7월이 있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10월 말부터 두꺼

운 겨울 재킷이 필요했고 장갑과 목도리가 없으면 외

출이 어려울 정도로 춥고 기나긴 겨울이 지속되었다. 

스키복을 입고 등하교를 했던 아이들과 3~4일에 한 

번씩 집 앞 눈을 치웠던 일은 힘들지만 즐거웠던 추억

이었다. 연수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오로지 

제대로 된 한식을 먹기 위해 400km를 운전해서 찾아

간 토론토의 한인슈퍼마켓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쇼퍼 홀릭의 면모를 맘껏 과시했던 일도 재미있는 추

억이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보낸 지난 1년간의 연수는 자신을 

돌아보며 재충전하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평

생 간직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었다. 마지막으로 연수 준비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

과 도움을 주시고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신 소아청소

년과학교실의 교수님들과 지난 1년 간 신생아집중치

료실에서 신생아중환자진료에 헌신한 전공의와 간호

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소아청소년과 이장훈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서울병원 신생아학 전임의, 고려대의료원 임상조교수를 거쳐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문 진료 분야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이다.

이장훈 교수가 오타와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오타와 종합병원 (출처 : 오타와 종합병원 페이스북)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혈액형 다른 간 이식수술을 받은

박희진 님의 감사 편지

가족이 받은 ‘건강한 삶’이라는 
커다란 선물

글 박희진

먼저 이렇게 선물 같은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애써주신 아주대학교병

원 간이식센터 교수님과 여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2014년 8월 10일, 건강검진 차 입원하신 어

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넘어 전해

진 그날은 평소와 다른 하루였다. 

“야야, 검사를 했는데 간수치가 높다 카네. 

엄마 수술 날짜 잡았다~ 큰일 아니니까 걱정

하지 말고 오늘은 퇴근하면 집에서 쉬어라. 우리 딸~.” 어머니는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입원하신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간암수술을 받았다.

수술 진행 중에 수술실로 보호자를 불렀고 급히 의사선생님을 뵙

고 오신 아버지는 눈물만 흘릴 뿐 말을 잇지 못하셨다. 개복하여 

보니 B형간염 보균자였던 어머니의 배에는 복수가 가득 차 있었

고 통증이 없어 미처 몰랐던 간은 암세포와 함께 딱딱하게 굳어지

는 경화가 진행되어 수술 예후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전언이었

다. 어머니는 간암 수술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갔다. 작은 배에는 

매일 복수가 2L씩 차오르고 당뇨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수로 배

출되는 전해질로 인해 고염식을 처방받으며 식사 시 추가로 소금

을 섭취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후 2015년 2월 간 이식 

수술을 할 때까지 높은 황달수치와 엄청난 양의 복수, 손 떨림과 

함께 예민한 성격변화인 간성혼수, 얼굴의 솜털이 검게 자라는 호

르몬의 변화가 동반되자 환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나아지지 않는 

답답함과 힘겨운 눈물로 매일을 초초하게 보냈다. 

그곳에서 ‘길면 6개월’이라는 선고를 받고 급한 대로 국가 장기이

식센터에 등록을 했지만 일단 기다려보라는 기약 없는 소식만 접

하게 되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라는 심정으로 가족 내 장기

이식 가능 여부와 이식전문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아주대학교병원 왕희정 교수

님의 ‘혈액형 다른 간 이식수술 국내 첫 

성공’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2015년 

1월 대구에서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수

원으로 향했다. 

사실 ‘이전 간암 수술처럼 이식 후에

도 경과를 장담하지 못하면 어떡하

나’ 하는 걱정과 ‘B형 간염 보균자인 

A형 혈액형의 어머니와 O형 혈액형인 나와의 수술이었기에 혈액

형이 다른 경우, 수술이 가능하더라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주변

의 말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다. 그런데 왕희정 교수님은 수술 성

공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며 “앞으로 건강해질 삶을 기대하므로 

이식수술을 기다려봅시다”라는 한마디로 어머니와 나를 격려해 

주셨다. 

어머니가 아픈 직후 늘 불안하기만 했던 마음이 교수님의 확신을 

만나 결심으로 바뀐 순간 이였다. 2015년 2월, 내 배에는 생각할

수록 감사와 웃음이 번지는 ‘훈장’이 예쁘게 자리 잡았다.어두운 

안색, 복수에 폐가 눌려 가쁜 숨을 쉬는 일, 무거운 배로 뒤뚱거리

며 걷는 걸음, 수시로 떨리는 손, 2L씩 차오르던 복수로 힘들어 하

셨던 어머니의 예전 모습은 더 이상 없다. 수술 후 2주 무렵 나는 

퇴원하였고 어머니는 한 달, 보름 정도의 시간을 병원에서 회복하

신 후 퇴원하셨다. 3월 말, 기증자였던 나는 복직하여 학생들에게 

‘성형수술 아닌 이식수술 한 선생님’이라 불리며 교단에서 가슴 

뛰는 삶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매일을 정신없이 살다 가끔 기증

자로 수술한 사실을 떠올리면 빠른 회복에 놀라곤 한다. 

‘앞으로 건강해질 삶을 기대하므로…’라는 교수님의 말씀 중 ‘기

대’의 설레는 의미를 이제는 알 것 같다. 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었

던 소망을 떠올리며 그것을 이뤄가는 한 해, 한 해를 선물해 주심

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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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간이식(43%) 보다 생체 간이식(57%)이 많아

기증자는 뇌사자(43%), 자녀(34.8%), 부부(10.4%) 등

수혜자 질병은 말기 간경변, 간경화를 동반한 간세포암이 90% 차지

아주대학교병원 간이식 팀

간 이식 5백례 달성

‘수술성공률 92%. 평균생존율 1년 93%, 3년 85%, 5년 79%’

간이식 역사가 긴 미국과 비교해도 세계적 수준 성적

아주대학교병원 간이식팀(왕희정·김봉완·김인규·홍성연 교수)은 지난 1월 

18일 간경화와 간암을 앓고 있던 60대 남성에서 딸의 간을 성공적으로 이식

하며 간이식 5백례를 달성했다. 

1995년 3월 처음으로 간이식 수술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수술 성공률

이 92%에 달하고, 이식 후 평균 생존율은 이식 후 1년 93.0%, 3년 84.6% 

5년 78.9%이다. 최근 2015년 이후 간이식 성공률은 96% 이상을 유지하

고 있다.

이는 간이식 역사가 긴 미국 의료기관의 평균 간이식 생존율이 이식 후 1

년 88.7%, 3년  82.7%, 5년 79.7%인 점과 비교하여 세계적 수준의 성적

이라 할 수 있다.

간이식 5백례는 이식 유형에 따라 △건강한 사람의 간을 일부 떼어내 환

자에게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 285건(57%) △뇌사자 간이식 215건(43%)

이었다. 수혜자의 질병은 △말기 간경변 49.1% △간경화를 동반한 간세

포암 41.0% △급성 간부전 5.4% △간세포암 이외의 악성종양 2.3% △

기타 질환 2.3%였고, 수혜자와 기증자 관계는 △뇌사자 43.0% △자녀 

34.8% △부부 10.4% △기타 11.8% 순이었다.

왕희정 장기이식센터장(간이식 및 간담도외

과)은 “아주대학교병원 간이식 팀의 간이식 5

백례 달성은 지방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도 

정규수술로서 간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이식 수술 후 성적을 세계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소

화기내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진체

계 덕분이다. 각과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병원 간이식 팀은 개원 이후 현재까지 2천5백 건 이상의 간 

절제술과 5백 건의 간 이식을 집도했으며, 현재 간 수술 사망률 0.5% 이

하를 기록하고 있다. 근치적 절제 후 5년 생존율이 72%를 보이고 있으며, 

진행 간암 특히 4기 간암의 경우에는 수술 후 5년 생존율도 20%를 유지

하고 있다. 2007년에는 국내 최초로 성인의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을 성

공적으로 수행하였고, 현재 매년 평균 150례의 간 절제술과 50례의 간이

식을 시행한다.

특히 왕희정 교수는 대한간암연구회에서 진행한 간암등록사업을 주도적

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간암 관련 국제 협력 연구 및 다기관 임상시험, 

국책연구과제도 책임을 맡아 다수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2월 ‘간

암 표적항암제의 치료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동반진단기술의 개발 및 실용

화’ 과제로 보건산업진흥원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의 인간유전체 이행연구사업에 선

정되어 2018년까지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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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이란 좁은 공간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소아병동만의 휴식 공간이 있다. 소아병동에 마련된 ‘학습실’이 

바로 그곳이다. 갑갑하고 근질근질, 견디기 힘든 시간을 잠시나마 

달래주는 아이들의 놀이터이다.

글 허성환   사진 박원민, 신승아(홍보팀)

아주대학교병원 6층 소아병동 ‘학습실’

어린이 환자의 휴식공간

학습실은 어린이 환자의 휴식 공간이자 놀이터이다. 비록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여

느 아이들처럼 영락없이 천진난만하다.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병실이라는 공간은 호기심 가득할 나이

의 아이들에겐 비좁기 그지없다. 그런 환우들이 병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쉬고 노는 공간이 바로 소아병동 한 켠

에 자리한 학습실이다. 학습실에는 책, 컴퓨터, 태블릿 PC, TV가 마련되어 있다. 매주 화요일에는 구연동화를, 수요

일에는 클레이 놀이를 하고 있으며 진행은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다. 

학습실은 2014년도에 ‘힐링스마트 존’으로 새 단장을 했다. 아주대학교병

원 이수영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의 후원

으로, 기존의 가구를 친환경 가구로 바꾸고 공기 정화를 위한 환풍구도 

새로 달았다. 그리고 태블릿PC에 아토피 정보관련 게임을 설치하여 아이

들이 자연스럽게 아토피 정보를 체득할 수 있다. 힐링스마트 존은 미래창

조과학부, 한국전파진흥협회, 다음카카오에서 후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소아암 환자들의 생일파티도 진행하고 있고, 소아암 병동

을 청소하는 시간에 소아암 환자들이 머무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학습실의 이용시간은 10시~12시, 14시~18시로 해당 시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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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병원 간센터 조성원·조효정·김보현 교수팀

간경변증 환자 간단한 정보로 
간암 위험도 예측이 가능해졌다 

“환자 정보와 계산식으로 쉽게 예측 가능, 실제 진료 시 적용 기대”

간경변증 환자의 간 내 결절이 간암으로 진행할 지 예측하기 힘든 경우 많아

간경변증 간 내 결절의 장기간 추적 관찰 데이터 분석으로 간암 진행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임상 모델을 구축

개발한 임상 모델 적용하면 간경변증 환자의 간 내 결절을 고위험군, 중간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 가능

간암 고위험 군인 간경변증 환자 진료 현장에서 의사 결정에 객관적 근거 제시

간경변증 환자의 간 내 결절, 간암으로의 진행 예측 어려워

염증으로 간이 섬유화되는 간경변증을 앓는 환자에서 혈액이나 CT검사 등 비교적 간단한 정보로 간암 진행 위험 정도

를 예측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간경변증 환자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주대학교병원 간센터 조성원 교수팀(소화기내과 조성원·조효정 교수, 영상의학과 김보현 교수)이 진료 현장에서 활

용할 수 있는 ‘간경변증 환자의 간 내 결절 악성도 예측 임상 모델’을 구축했고, 이 내용이 국제 저명 학술지인 미국소화

기학회지(Am J Gastroenterol, IF=10.384) 최신호에 실렸다.

간경변증 환자는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 초음파나 CT 검사로 간암 발생 여부를 스크리닝 해야 한

다. 간암 스크리닝 도중 정확히 진단 내리기 어려운 간 내 결절을 종종 발견하는데, 크기가 작은 조기 간암은 결절처럼 

보이는 양성 병변이나 암 전단계 병변인 재생 결절, 이형성 결절 등과 감별 진단이 쉽지 않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로 MRI나 조직검사를 해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재생 결절이나 이형성 결절은 발견 당시에는 간암이 아니었

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화하는 암 전단계 병변으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에 진료 현장에서 진단이 애

매한 간 내 결절의 악성도를 예측하고 치료방침을 정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간암 위험도 예측 임상 모델 도출

조성원 교수팀은 아주대병원에서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CT 검사를 시행한 간경변증 환자에서 발견된 간 내 

결절이 시간에 따라 악성화하는 비율과 악성화와 관계있는 임상 요소를 분석했다.

분석해보니 결절 발견 당시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간 내 결절의 크기가 큰 경우 △CT 소견상 동맥기에 밝게 보

이는 경우 △혈중 알부민 농도가 낮은 경우 △혈중 알파 태아 단백 수치(alph-feto protein)가 높은 경우 △B형 간염 지

표 중 e항원(HBeAg)이 양성인 경우 △이전 간암 과거력이 있는 경우 간암의 발생 위험이 높았다. 

이들 위험 인자를 이용하여 간암 발생 위험률을 계산하는 계산식을 도출했고, 계산식

을 적용하여 간경변증 환자의 간 내 결절을 고위험군, 중간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

할 수 있는 간암 위험도 예측 임상 모델을 도출해냈다. 이 모델을 적용하니 5년 간 간

암 누적 발생률은 저위험군에서 불과 1%에 불과했으며, 중간위험군에서 14.5%, 고위

험군에서 63.1%로 간암 발생 위험률에 따라 간 내 결절을 잘 구분할 수 있었다.   

조성원 교수는 “간경변증 환자의 간에서 새로 발견되는 결절은 악성화 정도를 객관적 

수치로 평가하기 힘들어 실제로 많은 의사가 진단이나 치료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고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에서 도출한 간암 발생 위험도 예측 모델은 환자

의 나이, 결절 크기 등 진료 현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계산식을 적용

하여 결절의 악성화 위험도를 알아낼 수 있어 진료실에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

구팀은 이번 연구가 간암의 조기 진단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간암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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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is the fi ft h most common 

malignancy and the third most common cause of cancer mortal-

ity worldwide ( 1,2 ).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 are considered as 

high-risk group of developing HCC, and most guidelines recom-

mend HCC surveillance in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 to detect 

early HCC amenable to curative treatment ( 3–5 ).

  During HCC imaging surveillance, cirrhosis-associated nodules 

caused by localized proliferation of hepatocytes and their support-

ing stroma due to continuous liver injury, are oft en detected ( 6–8 ). 

In clinical practice, imaging interpretation and management deci-

sion for these nodules are diffi  cult because accurate diagnosis and 

estimation of their malignant potential is diffi  cult, particularly in 

nodules < 2 cm. Indeterminate nodules, which are up to 2 cm with 

                                           Development of Risk Prediction Model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Progression of Indeterminate 

Nodules in Hepatitis B Virus-Related Cirrhotic Liver

          Hyo Jung     Cho   ,   MD, PhD   1   ,      4    ,     Bohyun     Kim   ,   MD, PhD   2   ,      4    ,     Jung-Dong     Lee   ,   MS   3    ,     Dae Ryong     Kang   ,   PhD   3    ,     Jai Keun     Kim   ,   MD, PhD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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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n Sun     Kim   ,   MD, PhD   1    ,     Jae Youn     Cheong   ,   MD, PhD   1     and     Sung Won     Cho   ,   MD, PhD   1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long-term outcome of indeterminate nodules detected on 

cirrhotic liver and to develop risk prediction model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progression 

of indeterminate nodules on hepatitis B virus (HBV)-related cirrhotic liver.

    METHODS:     Indeterminate nodules up to 2 cm with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 detected on computed 

tomography of cirrhotic liver during HCC surveillance were analyzed retrospectively. HCC risk 

prediction model of indeterminate nodules in HBV-related cirrhotic liver was deduced based on 

result of Cox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 total of 494 indeterminate nodules were included. Independent risk factors of HCC progression 

were old age, arterial enhancement, large nodule size, low serum albumin level, high serum 

α -fetoprotein (AFP) level, and prior HCC history in all included subjects. In subjects with chronic 

hepatitis B, old age (year; hazard ratio (HR)=1.06;  P <0.001), arterial enhancement (HR=2.62; 

 P =0.005), large nodule size (>1 cm; HR=7.34;  P< 0.001), low serum albumin level (≤3.5 g/dl; 

HR=3.57;  P =0.001), high serum AFP level (≥100 ng/ml; HR=6.04;  P =0.006), prior HCC history 

(HR=4.24;  P =0.001), and baseline hepatitis B e antigen positivity (HR=2.31;  P =0.007) were 

associated with HCC progression. We developed a simple risk prediction model using these risk 

factors and identifi ed patients at low, intermediate, and high risk for HCC; 5-year cumulative 

incidences were 1%, 14.5%, and 63.1%, respectively. The developed risk score model showed good 

performance with area under the curve at 0.886 at 3 years, and 0.920 at 5 years in leave-one-out 

cross-validation.

    CONCLUSIONS:     We developed a useful and accurate risk score model for predicting HCC progression of indeterminate 

nodules detected on HBV-related cirrhotic 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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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밥’의 힘!

글 김범택 교수(가정의학과)   만화 김태권

보약에 감초가 빠질 수 없듯이 밥은 우리 민족의 밥상에서 절

대 빼놓을 수 없는 주식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국 사람

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을 들으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

게도 요즘은 이 말이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 ‘2016년 양곡소비

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람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9kg으로 나타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1985년 1인당 쌀 

소비량이 128.1kg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쌀 소비량은 3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언제 밥이나 한 번 같이 먹자’라는 

말이 이웃의 호의를 표현하는 인사였는데 어느덧 ‘밥’은 ‘찬밥

신세’가 됐다. 이런 경향이 생긴 것은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과 

1인 세대의 증가로 밥과 반찬을 차려 먹는 것보다는 빵이나 라

면 등의 간편식을 선호하게 됐고 먹을거리가 다양해졌기 때문

이다.

그러나 건강을 생각한다면 역시 밥만큼 좋은 음식은 없다. 밀

가루와 쌀은 무엇이 다를까? 밀가루와 쌀은 열량으로만 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지만 밀가루를 중심으로 한 식사는 쌀을 중심

으로 한 식사에 비해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A, B, C가 부족

한 반면,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더 많았다. 백미보다는 현미나 

정미를 적게 한 3분도미의 영양함량이 

우수하다. 그런 이유로 조선시대의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보다 3배 가

까이 더 많은 밥을 먹고도 더 건

강하고 날씬하게 살 수 있었다. 

또한 밀가루 속의 글루텐이 

알레르기의 원인이나 장내 

세균에 영향을 주어 알

레르기를 일으킬 확률

이 높은 반면, 밥은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아 아토피가 많은 

어린이에게 적합하다. 쌀눈 속의 단백질에는 해독에 도움이 되

는 메치오닌이나 사람을 안정시켜 주는 시스테인 성분이 많아 

인공 첨가물에 노출되기 쉬운 현대인에게 도움을 준다. 현미는 

살짝 발아시켜 밥을 지으면 현미 내의 소화성분이 활성화돼 위

에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하는 이가 많은데, 아침밥을 안 먹

으면 사람은 기름진 음식을 더 먹고 싶어지고 충동적으로 간식

을 먹게 돼 다이어트에 안 좋다. 아침 식사는 뇌의 자기조절중

추인 안와 전두 피질의 기능을 강화시켜 자기 통제력을 강화시

키고 씹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면서 느끼는 음식 섭취에 쾌감

을 증강시켜서 조금 먹어도 밥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식이섬유 함유량을 5배가량 증가시킨 섬유소 

쌀을 개발해 체중감량과 중성지방 감소효과를 증명한 임상연

구도 있었고, 셀레늄 유기비료로 벼를 재배한 ‘셀레늄 쌀’ 등 건

강 기능 식품으로써 쌀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또한 밥은 쌀 그 자체가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지만 밥에 보리, 

콩, 율무, 햄프시드, 아마씨 등 다른 곡물을 섞을 수 있어 건강

과 다이어트에 더욱 좋다.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과 안토시닌 

등 폴리페놀이 많아 여성의 유방암과 골다공증 예방에 좋고, 

남성의 전립선 비대 및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팥은 우유보다 단백질이 6배, 철분이 117배, 니아신(비타민 B3)

은 23배가 많으며 심장, 간, 혈관 등에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기능도 있고 밥의 맛을 좋게 해서 아이들에게 좋다. 딱딱한 검

은 콩, 율무, 보리는 전날 냉장고에서 미리 불려두고 팥은 삶아

서 사용하면 밥 짓기가 쉽고 더욱 고소한 밥맛을 즐길 수 있다. 

단, 잡곡밥 특히 찹쌀을 섞으면 열량이 증가하므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밥상시티 슈퍼히어로 쌀밥맨 이야기 건강한 밥상을 수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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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Talk 

레지던트 3년차,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지칠 만도 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황의현 레지던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막연한 사명으로 택한 길이지만, 이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글 허성환   사진 박원민

아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황의현 레지던트

생명을 살리는 사명감을 안고
고단한 일상도 사명감으로 극복

황의현 레지던트가 의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된 것은 생명

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목사 아버

지를 둔 덕에 어려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이야

기를 자주 들었고, 그만큼 의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어릴 적 천체물리학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했던 

꿈도 있었지만, 아버지를 통해 느끼게 된 생명의 존엄성

에 대한 마음이 그를 의사의 길로 이끌었다. 지금은 비록 

레지던트 3년차로 수련 과정에 어려움도 많지만, 그렇게 

택한 길이기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꿈으로 하루하루

를 견뎌내고 있다.

응급 상황의 대처에 신속성을 요하는 신경외과의 특성상 

일과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촌각을 다투는 일인 

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온 신경을 집중해도 결과

가 좋지 않을 때가 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잠을 청해도 

새벽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술도 보통 3~4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몸과 마음의 피로를 쉽게 풀 수 없는 

힘든 일상의 연속이다. 

짧은 ‘일탈’, 그 이후

연이은 연장근무와 살인적인 수술 스케줄이 불러온 스트

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탈’을 감행한 적도 있다. 레

지던트 1년차 시절, 1주일에 3~4차례의 뇌압 측정 수술

과 계속되는 연장근무에 그는 동기와 함께 병원을 박차고 

나왔다. 1년차 레지던트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근

무 여건이 그에게 용기 아닌 용기를 심어준 것이다. 그날 

일정을 다 마친 새벽 2시경, 동기와 함께 무작정 병원 밖

으로 나와 고깃집으로 향했다. 고기를 실컷 먹고 나서 동

기와 함께 30분간 고민 끝에 거제도로 향했다. ‘2일만 쉬

고 오겠습니다’라는 쪽지 한 장 달랑 남기고 말이다. 하지

만 거제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서는 그 쪽지를 보고 전

화를 하기 시작했다. 무단 외출이라 입이 열 개라

도 할 말이 없었지만 “딱 하루만 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숙소에 들어가 저녁까지 잠

만 잤다. 쌓였던 피로는 어느 정도 풀렸지만 

뒷일에 대한 수습 때문에 마음은 천근만근이었

다. 다음날 10시 짧은 외출을 마치고 병원에 복귀

했다. 크게 혼날 각오를 하고 담당 교수님을 찾아갔

는데,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고깃집 상품권을 주시면서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정상 출근해라”라며 독려해 주셨

다. 미안한 마음에 몸 둘 바를 몰랐지만, 오히려 그 날의 

교수님의 모습에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

게 되었다.  

환자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터

환자를 돌보는 일에 심혈을 기울일 때 환자의 병세는 호

전되게 마련이다.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역

시 환자를 돌보는 일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 알버트 슈바이처와 이종욱 박사를 롤 모델

로 삼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들어가 의료 사각지대

에 놓인 사람들이 선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만

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꿈꾸기도 했다. 후진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선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

평등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그 때의 꿈을 잠시 접어두었지만, 언젠가는 

후진국에 선진 의료 기술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신경외과 레지던트로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 최선

을 다할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

는 아버지처럼, 환자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돌보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버지처럼, 환자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돌보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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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의료원 보직자 임명

아주대의료원은 3월 1일자로 알레르기내과 박해

심 교수를 첨단의학연구원장에 연임 임명하고, 

신장내과 신규태 교수를 대외협력실장에 신임 

임명했다.

박해심(59) 첨단의학연구원장은 1983년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5년부터 아주대 의과

대학 알레르기내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아주

대학교의료원 연구지원실장, 임상시험센터장을 

지냈고, 현재 첨단의학연구원장과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 세계알레

르기학회 이사,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 대

한직업성천식폐질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AAIR( 알레르

기 SCI 잡지)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규태(55) 대외협력실장은 1987년 서울대 의

과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부터 아주대 의과대

학 신장내과 교수로 근무했으며 현재 국제진료

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 한국신장학

회, 미국신장학회, 미국이식학회 회원으로 활동

하고 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중국의 무석태공요양원 검진센터 및 

광차이그룹과 합작의향서 체결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지난 1월 10일에서 12일

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강소성의 무석태공요양

원유한공사(사장 쟝량홍)와 북경의 광차이그룹

(이사장 런지에)과 합작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체결은 유희석 의료원장, 탁승제 병

원장, 박재호 행정부원장 등이 무석태공요양원 

건강검진센터 부지를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합작의향서 내용에 따르면, 아주대학교의료원과 

무석태공요양원유한공사는 △무석태공요양원 

건강검진센터 시설 리모델링에 관한 컨설팅 △

검진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 개선에 대한 컨설

팅 △한국 의료진 파견 및 중국 의료진 연수 △

위탁운영 등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유희석 의료원장은 “중국에서 아주대학교병원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 있는 의료진, 우수한 시

스템과 편안한 시설이 인정을 받아 점차 아주대

학교의료원의 해외사업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합작의향서 체결로 의료

진, 시스템, 인프라 등 각 기관의 우수한 장점들

이 시너지를 내어 상호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

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통합교육 우수 교수,

우수 실습과 시상

의과대학은 12월 28일 별관 대강당에서 1백여 

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2016학년도 교육과

정 종합평가회 및 우수 교수·실습과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 교수상은 의과대학 통합교육 과정에서 수

업에 열정적이고 충실하게 임한 교수를, 우수 실

습과는 임상실습에서 다른 과의 모범이 된 실습

과를 선정하여 주는 상이다. 

올해 통합교육 우수 교수에는 미생물학교실 박선, 

병리학교실 한재호,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김대

중, 신경과학교실 이진수, 감염내과학교실 임승관, 

영상의학과교실 곽규성 6명의 교수가 선정됐고, 

임상교육 우수 실습과는 순환기내과, 소아청소년

학과, 영상의학과, 안과 4개과가 선정됐다.

유희석 의료원장,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에 선출

유희석 의료원장이 지난 1월 12일 열린 대한의료정보학회(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Informatics)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고, 의료정보학과 박래웅 교수도 이사장에 선임됐다.

대한의료정보학회는 1987년에 창립하여 올해 30주년을 맞은 의학회 산하 학술단체로 의학, 치의학, 한

의학, 간호학, 약학 등 의료분야와 컴퓨터공학, 인지과학, 산업공학, 경영정보학 등 다학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분야의 정보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회장의 임기는 1년,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다.

유희석 신임회장은 대한부인종양학회장, 대한비뇨부인학회장, 부인암학회지 Gynecologic Oncology의 

편집위원과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의 편집위원장 등을 지냈고, 현재 아시아부인종양학회

(ASGO)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래웅 신임 이사장은 2004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에서 근무했고 현재 의료정보학

과장, 의료정보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 대한의료정보학회의 학술이사, 기획이사, 홍보이사, 

간행이사, 대한세포병리학회 정보이사 등을 지냈다.

유문숙 간호대학장,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장 선출

유문숙 간호대학장이 2월 10일 열린 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College of 

Nursing) 총회에서 32대 회장에 선출됐다.

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는 4년제 간호대학(과)장의 협의체로 간호교육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 간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1985년 설립됐으며 현재 회원은 118개 대학이다.

유문숙 신임회장은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간호학부장, 간호학과장, 간호과학연구소장을 지냈고, 대

외적으로는 수원시 간호사회 회장, 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 제2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가정간

호학회 부회장, 한국간호대학장 협의회 부회장, 가정간호학회지 논문심사위원, 간호행정학회지 논문심

사위원, 수원시 간호사회 감사를 맡고 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채수진 의학교육부실장(인

문사회의학교실)이 의사 국가고시 컴퓨터화시험

(Smart device Based Test, SBT)에 대비하여 

2016년도에 시험을 치른 통합교육과정의 현황 

보고와 2017년도 계획을 발표했고, 이어서 김미

란 임상교육 소위원장(산부인과학교실)은 2017

년에 본과 4학년(M.GM4)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할 응급외상 교육에 대한 안내와 시뮬레이션 교

육의 중요성과 도입 필요성을 발표했다.

주일로 의과대학장은 “통합교육 우수 교수상과 

우수 실습과 수상을 축하한다. 오늘 수상자뿐 아

니라 학생교육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의대 교수님들에게 깊이 감사한다. 앞으로 좀 더 

완성되고 성숙한 의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수

님들께서 좀 더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대학, 

제57회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지난 1월 20일 시행된 제57회 간호사 국가시험

에서 간호대학생 73명이 전원 합격했다.

유문숙 간호대학장은 “학생들이 이론과 실습 능

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교수들의 노

고와 학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이룬 것이다. 앞으

로도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더욱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해 한국 간호 발전에 기여할 것”이

라고 말했다.

간호대학은 1998년 3월 제1회 신입생이 입학한 

이후 전공 교과목 외에 의료현장 적응실습, 전공

별 심화실습,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전임교수 실

습 책임제, 인성교육 함양, 담임반 제도 및 멘토

링 제도 등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의료 현장에서 전문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www.ajoumc.or.kr 

유희석 의료원장 박래웅 교수

박해심 첨단의학연구원장 신규태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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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만성폐쇄성폐질환2차 적정성평가

결과’ 1등급

아주대학교병원이 1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이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2차 적정성 평

가’ 결과에서 1등급을 받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는 적절한 진료를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2014

년에 시작한 평가다. 이번 2차 평가는 2015년 5

월에서 2016년 4월까지 1년 동안 만 40세 이상

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외래 진료한 전국 

6,72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개의 지표 분석

을 통해 이뤄졌다.

6개 평가지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

문 환자 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환자 비율

의 3개 주요 평가지표와 △입원경험 비율 △응급

실 방문경험 비율 △호흡기계질환 중 COPD 또는 

천식상병 점유율 3개 보조지표(모니터링지표)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하여 폐센터 신승수 센터장

은 “아주대학교병원 폐센터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처방을 통해 진료

만족도를 유지하고 질병 악화를 효율적으로 예

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하고 “오랜 기간 담

배를 피웠거나 유해 가스 또는 분진에 노출된 사

람 중 수개월 이상 기침, 가래, 운동 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병원을 방문

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

했다.

위장관외과팀, 국제학술행사 초청

강연 및 라이브 복강경 위암 수술 시행

아주대학교병원 위장관외과팀(한상욱·허훈·손상

용 교수)이 지난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중국 광

저우 바이윤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1회 주강(珠江) 국제 위장관암 컨퍼런스 및 제

아주대학교병원, 

‘제11회 감염관리의 날’ 퀴즈대회 개최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1월 24일 별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11회 감염관리의 날 행사 ‘퀴즈! 

감염관리의 후예’를 열었다.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감염관리에 대한 

교직원의 관심과 인식을 높여 안전한 병원문화

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박문성 

진료부원장, 최영화 감염관리실장을 비롯해 교직

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퀴즈대회에서는 참석자들이 개인별로 실시

간 전자 투표 리모컨을 이용해 감염관리에 관한 

지식을 겨뤘으며, 1위를 차지한 응급실 이선영 

간호사를 비롯해 우수한 점수를 얻은 9명에 대

한 시상이 진행됐다.

감염관리와 손 위생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도 진

행됐다. 감염관리 최우수 부서로 NICU, 우수 부

서로는 11층 동병동, EICU, 6층 서병동, 심도자

실이 선정되었다. 또 TICUB, 폐센터, 동우유니

온, 9층 동병동, 종양혈액내과/약물치료실이 손 

위생 모니터링 결과 우수 부서로 선정되었다.

박문성 진료부원장은 격려사에서 “이번 퀴즈대

회가 감염관리 지식을 공유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아주대학교병원은 2017년에도 병

문안 문화, 응급실 관리, 감염환자 격리 등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 환자와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9회 중국 위장관암 심포지엄에 초청받아 강연과 

라이브 복강경 수술을 했다.

중국의사협회(Chinese Medical Doctor 

Association)와 중산대학 부속병원이 주관하는 

이 심포지엄은 매년 소화기암 수술 분야에서 선

도적인 기관을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수술

법을 전수받는 행사다. 올해는 일본 효고대학의 

사사코 미츠루(Mitsuru Sasako) 교수팀과 함께 

본원 위장관외과팀이 초청받아 강의했다.

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상욱 교수와 허훈 교수

는 각각 ‘위암 복강경 수술’과 ‘위암의 최소 절제

술’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4일에는 한상욱 교수

가 복강경 위절제술과 D2 림프절 절제술을 시연

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400여 명의 외과의사들에

게 아주대학교병원 위암 복강경 수술의 우수성

을 알렸다.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에게

20대 외상환자 헌혈증 61장 기부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20대 멀티플 트라우마 환자가 이국종 교수(주치

의, 권역외상센터장)에게 헌혈증서 61장을 기부

했다.

이 환자는 광주에 사는 권 모 씨(26세)로 교통사

고로 부상을 당해 이국종 교수와 김은미 외상전

담간호사가 광주 조선대병원으로 직접 가서 헬

기로 이송해 온 환자다. 아주대학교병원에 도착

한 환자는 척추와 안면부 손상에 대한 수술적 치

아주대학교병원, 

QI 활동 사례 공유하는 경진대회 열어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2월 10일 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16학년도 QI 활동 경진대회를 개

최했다.

이 행사는 진료과·부서별 우수 QI 활동 사례를 

공유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것이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총 108개의 주제 보고서가 

접수됐으며, 예심을 거쳐 선정된 12개 팀이 2부

에 걸쳐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대강당 로비에서

는 우수 사례로 선정된 28편의 포스터를 전시해 

참석자들과 1년간의 QI 활동을 공유했다.

이날 심사 결과 신경외과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표준진료지침(CP) 개발 및 운영’이 대상

에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

려상 6팀, 포스터 부문 우수상 10팀이 각각 선정

되었다.

탁승제 병원장은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다양하

고 복잡한 조직이다. 이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

하려면 조직의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구성원이 같은 목표를 향해 빈틈없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QI 활동은 

의료 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료원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료를 받고 49일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기부한 헌혈증서는 권 씨가 사고 후 사경을 헤매

고 있을 때 환자에게 수혈이 많이 필요할 수 있

다는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

는 것과 지인에게 수소문해 모아서 환자에게 보

내준 것이다.

권 씨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고통 중에 있

을 때 친구들과 이웃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내가 

받은 큰 사랑을 중증외상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어서 기부를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국종 센터장은 “요즘 사회분위기가 

냉랭한데 가슴 따뜻해지는 선물을 받았다. 환자

는 물론 환자를 위해 헌혈증을 모아주신 많은 분

의 숭고한 마음이 담긴 헌혈증이니 한 생명이라

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

사의 말을 전했다.

2016년도 환자안전의 날 행사 성료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1월 6일 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5회 2016년도 환자안전의 날 행

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환

자안전 문화 인식의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조

재호 적정진료관리실장의 아주대학교병원 환자

안전 현황 특강과 2016학년도 환자안전 문화 설

문조사 결과보고에 이어 환자안전 부문 포상도 

진행됐다.

탁승제 병원장은 인사말에서 “환자안전관리 활동

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환자 안전에 대한 체계적

인 대응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

다”고 말하며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통해 더 많

은 교직원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더욱 안전한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강당 로비에서는 환자안전 우수 사례 포

스터를 전시하여 많은 교직원이 환자안전 정보

를 공유했다.

의학문헌정보센터 도서 기증

●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정윤석	교수,	『Easy	Writing』	외	도서	6권	기증.

● 	방사선종양학교실	오영택	교수,	『신병원인사관리론』	외	도서	6권	기증.

●		피부과학교실	강희영	교수,	『Journal	of	Dermatological	Science』	외	낱권저널	6권	기증.

●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김대중	교수,	『Goldman’s	Cecil	medicine』	외	도서	4권	기증.

감사편지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3층	서병

동(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10여	일간	입

원했던	한동철	님(61세)이	병동	간호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손편지로	따뜻함을	전

했다.

(편지 전문)

이미화	선생님,	송혜정	선생님,	이슬기	선생님

을	비롯한	병동의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퇴원일을	맞아	감사인사를	드릴	겸	마지막	

운동으로	복도를	돌았지만	선생님들께서	오늘	

오전에는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	글

을	올립니다.

환자로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극진한	배려와	

상냥한	대화는	늘	편안했습니다.	헌신적인	

선생님들의	노력과	활동이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대	근무로	모든	선생님을	뵙지	못해	서운한	

마음을	이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환자로	있는	짧지	않은	날	행복했습니다.	선생

님들이	계셔서	더욱	그랬습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의	성함을	외우지

는	못했지만	13층	서병동의	선생님들과	종사

하셨던	모든	분의	행복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7.	2.	16.	한동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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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vision&Radio

언론에 보도된 아주대학교의료원Media in AUMC

Newspaper

신경외과 안영환 교수

MBC 뉴스데스크(2017. 1. 27.)

부모님 얼굴 살피는 게 효도,

‘눈 밑 떨림’ 보세요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배기수, 이지숙 교수

MBC 뉴스데스크(2017. 1. 11.)

[집중취재] “보채서 흔들었는데” 

영아 사망, 아동 학대 적용

순환기내과 임홍석 교수 

KBS 2TV 아침뉴스타임(2017. 1. 17.)

[5분 건강 톡톡] 

고지혈증 치료제 당뇨병 위험 높인다

소아청소년과 정현주 교수

MBC 뉴스데스크(2017. 2. 3.)

‘신생아 집단 감염’ 산후조리원, 

폐쇄 권고에도 영업 계속

정신건강의학과 김남희 교수

KBS 1TV 뉴스9(2016. 12. 26.)

앙심·보복 위협…

“혼자 숨지 마세요”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KBS 1TV 생로병사의비밀(2017. 1. 11.)

당 줄이기 프로젝트 2부-

‘당(糖) 줄이고 당당하게 삽니다’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

MBC 시사매거진 2580

(2017. 1. 23.)

‘엉터리 건보료’ 바뀌나?

신경외과 윤수한 교수

SBS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2017. 1. 4.)

내 동생 주훈이의 홀로서기

정신건강의학과 조선미 교수

EBS1 스페셜 프로젝트 (2016. 12. 22.)

부모고시- 3교시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

KBS 1TV 도전골든벨(2016. 12. 25.)

2016 왕중왕전 2부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

채널A 닥터 지바고(2016. 12. 27.)

굿바이 암

소아청소년과 박준은 교수

CTS 기독교TV 예수사랑 여기에

(2016. 12. 28.)

혈소판감소증 안락천

<서울신문> 
아주대학교병원

2016. 12. 19.
웅진재단

‘희귀 환아 건강캠프’

<경향신문>

소화기내과 조성원 교수
2016. 12. 21.

[의술 인술] 술 때문에 간암? 
주범은 B형간염

<한국일보>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2016. 12. 27.
혈당 떨어지고 인슐린 

감수성 좋아져… 
운동 꼭 합시다

<조선일보>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2017. 1. 4.
키·체중만으로

 ‘비만’평가는 부적합 근육량·
복부지방 함께 봐야 정확

<중앙일보>

간센터 조성원, 조효정 교수
2017. 1. 9.

간경변증 환자, 
간암 발생 위험도 예측법 개발

<경인일보>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
2017. 1. 10.

[의학칼럼] 폐경, 인생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때

<조선일보>

가정의학과 김광민 교수
2017. 1. 11.

[메디컬포커스] 영양주사, 
만성피로에 효과 있지만

 근본 해결책은 안돼

<서울경제>

알레르기내과 남동호 교수
2017. 1. 14.

“아토피 중증일수록 
면역요법 효과 높아”

<경인일보>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 허재성 임상강사

2017. 1. 24.
유방암 발견 1년 전후

‘65%가 정신건강 질환 진단’

<중부일보>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2017. 1. 25.
[건강과 삶] 

눈과 소금 이야기

<문화일보>

정신건강의학과 조선미 교수
2017. 1. 26.

‘한국사회의 내일…’ 
심포지엄

<국민일보>

아주대의료원 유희석 의료원장, 
박래웅 교수
2017. 1. 31.

아주대의료원 유희석·박래웅 교수팀, 
의료정보학회 회장·이사장 취임

<동아일보>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
2017. 2. 3.

암보다 무서운 실직 공포… 
치료후 복직해도 적응 어려워

<한국일보>

신경외과 안영환 교수
2017. 2. 7.

난치성 안면경련증, 
수술 성공률 99% 
치료방법 찾았다

<동아일보>

피부과 이은소 교수
2017. 2. 8.

젊으니까 괜찮다고? 
젊을 때부터 챙기세요!

<동아일보>
해부학교실 정민석 교수

2017. 2. 13.
[만화 그리는 의사들] 

몸 지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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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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12. 31)

  1억 원 이상

길훈종, 김영석, 김정경(윤원석), 문봉기, 김윤희(박기현), 수도상사, 아주대학교의료원신용협동조합, 이재은, SC은행수원지점㈜, 

주일로, 황필상 수원교차로㈜

   

  5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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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 원 이상

강원형, 김용순, 남동호, 박지원, 송미숙, 심철, 유희석, 이기호, 이재헌, 조인셋㈜

  1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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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란, 김민희, 김성문, 김신, 김영민, 김윤기, 김춘자, 김현주, 김효심, 김효철, 나은우, 대우의료재단대우병원, 동서의원, 박광훈, 박근칠, 

박기현, 박동하, 박명철, 박샛별, 박재범, 박진희, 박형란, 박희붕, 서울이치과의원, 서정호, 성가롤로병원, 성주재단, 소의영, 손명세, 

손지웅, 송민경, 송주은, 수병원, 아라코㈜, 아라코㈜장례식장, 아주대의료원 청아회, 오기석, 오산밝은안과, 와우맘소아청소년과의원, 

유미애, 유혜라, 윤원석, 윤장운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이득주, 이명애, 이비인후과학교실, 이성낙, 이수영, 이영돈, 이영순, 이영희, 이율, 

이일영, 임인경, 임파크㈜, 장원영(정우엠아이티), 정연무, 정연훈, 정윤석, 조기홍, 조병륜, 조수국, 조용관, 최선정, 최소연, 최홍규, 

하람비뇨기과의원, 함형미, 현명선, 홍성종, 홍성호, 홍형숙, 황종익

  5백만 원 이상

강엽, 교수상조회, 김남초, 김명욱, 김영수, 김영호, 김완기, 김은서, 김의석, 김장희, 김재근, 김정도, 김진홍, 김태희, 김현아, 김형중, 

민근식, 민병현, 민영기, 박래웅, 박은정, 박일영, 박재호, 박준협(최호연), 박태준, 박해선, 밝은세상의원, 방경숙, 배선형, 백은주, 부선주, 

새빛병원, 서은지, 성모가정의학과의원, 송재회(의과대학졸업동문), 신유섭, 신진메딕스㈜, 안영실, 안영환, 양석민, 엘성형외과의원, 

오경호, 왕희정, 원유중, 유승철, 윤덕용, 의료기술부서직원회, 이관우, 이기명, 이동수, 이승종, 이은소, 이은주, 이지현, 이현우, 전미선, 

정규림, 정동국, 정선용, 정해근, 조성원, 조재군, 채내과의원, 최선정, 최영, 추호석, 케이디메디칼리서치센터㈜, 탁승제, 포인트, 한기완, 

한상욱, 함형미, 해뜨는의원, 홍명렬, 홍창호

※가나다 이름순

3백만 원 이상

㈜삼포실버드림, ㈜영신공조, 간호부, 간호부(1004데이), 강세원, 김상태, 김선용, 김원배, 김혜숙, 박경주, 박미미, 박승현, 박인휘, 배기수, 봉구범, 서창희, 

소동문, 신승수, 신준한, 전공의협의회, 아주약국, 아주좋은과일, 우병완, 원예연, 원제환, 유성정밀화학, 유언종, 유영창, 의과대학 학부모협의회,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이경종, 이맹갑, 이순옥, 이위교, 이윤환, 이지숙, 이혜경, 임문채, 임영애, 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 전기홍, 조은혜, 진효정, 채선미, 최규선, 

최재영, 한경희, 허균, 홍영기, 홍지만, 황명숙, 황병남, 황윤익

  1백만 원 이상

㈜아이+B55:F154피엔, ㈜인성메디칼, 간호대학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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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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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뇨기과 의국 동문회, 산부인과, 삼성키즈소아청소년의원, 서광욱, 서기춘, 서대원, 서미숙, 서영호, 서해영, 선주성, 손명애, 손성향, 손충식, 송미경, 

송영민비뇨기과의원, 송영헌, 송종례, 송충숙, 수원꽃농원, 순환기내과, 시아헤어, 신미정, 신영민, 신옥현, 신원인터내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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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안외과, 유병무,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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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현, 이은하, 이은희, 이재권, 이재호, 이점수, 

이종찬, 이종철, 이진수, 이태리안경(동수원), 이한빈, 이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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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민, 황경주, 황인렬, 황인자, 황재철

  1백만 원 미만

㈜시민에너지, 10층 서병동, pham le duy, 간호대학 18회 RN-BSN회, 간호대학 7회 졸업생, 간호대학 8회 졸업생, 간호대학 RN-BSN회, 간호대학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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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순희, 성영수, 성정화, 성진옥, 세컨스킨스타시티점, 소지은, 손미선, 손순이, 손연정, 송석례, 송영미, 송혜정, 솥뚜껑삼겹살, 

수술실, 수원VIP실버케어빌리지, 수원응급의료정보센터, 수플러스치과,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시설관리팀, 신규태, 신유진, 씨엔에스자산관리, 

아주대병원 차량 관리센터(안복희), 아주대의료원 사격회, 아주대의료원 축구회, 안교준, 안선미, 안성옥, 안정태, 양정숙, 양현철, 엠비여성의원, 연규봉, 

오진숙, 우현구, 우효정, 원수명, 유경화, 유권준, 유동문, 유연창, 유옥현, 유인숙, 유태웅, 유태일, 윤성림, 윤성한, 윤주상, 윤준기, 의과대학 학생회, 의과대학 

27대 학생회, 의료원 10주년 기념 현장 모금행사, 이경남, 이경숙, 이경환, 이경환, 이경환, 이광연, 이광재, 이기임, 이길원, 이동규, 이명원, 이무춘, 이문희, 

이미라, 이미현, 이민선, 이병호, 이복훈, 이상미, 이상은, 이선경, 이선미, 이선희, 이성준, 이순영, 이승남, 이승화, 이승희, 이양석, 이연배, 이영희, 이용희, 

이윤수, 이윤정, 이은주, 이은호, 이재명, 이재윤, 이정순, 이정인, 이지은, 이지현, 이진풍, 이진향, 이찬희, 이창병, 이창준, 이철주, 이태경, 이평애, 이필오, 

이학봉, 이현숙, 이현정, 이형구, 이혜지, 이호신, 이화숙, 임규성, 임동인, 임상혁, 임상현, 임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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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학품안전센터, 진정우, 진혜영, 채옥미, 최만군, 최문권, 최병호, 최복열, 최성식, 

최성태, 최순자, 최식, 최영화, 최용수, 최원신, 최윤규, 최진오, 최현숙, 최홍민, 최홍영, 추황보, 칼라화장품, 태전플란트치과의원, 특판행사, 한성우, 한정숙, 

한통인쇄기획, 허문희, 허훈, 홍권희, 홍유선, 황경애, 황규범, 황보영, 황원선, 황윤재, 황정운, 황춘석



후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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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사랑나눔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의료원 발전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금액 : 59,769,730원

● 조인셋(주) 대표이사 김선기 님 2천만 원 기부

조인셋(주)	대표이사	김선기	님이	지난해	혈액종양내과학교실	지원	기금으로			

2천만	원을	기부한데	이어	올해에도	의료원	발전기금으로	2천만	원을	기부했다.

● (합)수성교통 대표이사 이종숙 님 2천만 원 기부

(합)수성교통	대표이사	이종숙	님이	의료원발전기금으로	2천만	원을	기부했다.

● 정보관리팀 홍명렬 과장 1천만 원 기부 약정

정보관리팀	홍명렬	과장이	의료원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	기부	약정했다.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동문 김효정 님 1천만 원 기부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와우맘소아청소년과	김효정	원장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소아청소년과학교실의	발전과	연구	목적을	위하여	교실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했다.

● 이비인후과 장정훈 교수 50만 원 기부 

이비인후과학교실	장정훈	교수가	해부학교실	지원기금으로	50만	원을	기부했다.

●  간호본부 이은호 팀장 3백만 원 기부 약정, 

 홍보팀 신미정 과장 7만 원 기부

간호본부	이은호	팀장	3백만	원	기부	약정을	홍보팀	신미정	과장이	7만	원을		

의료원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의대교수장학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금액 : 9,780,000원

의과대학 기숙사 신축 발전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금액 : 74,550,280원

● 성형외과 박동하 교수 1천만 원 기부
성형외과학교실	박동하	교수가	의과대학	발전기금으로	5백만	원,	기숙사		 	

신축기금으로	5백만	원을	기부했다. 

● 의과대학 학부모 김명성(고잔명내과) 님, 1천만 원 기부

● 의과대학장 주일로 5백만 원 기부

● 의과대학 학부모협의회 3백만 원 기부

● 호흡기내과학교실 박광주 교수 1백만 원 기부

● 의과대학 동문 차진우 1백만 원 기부 

간호대학 발전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금액 : 2,500,000원

간호대학 건축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금액 : 31,180,000원

● 해동산전 대표이사 이삼구 님 2천만 원 기부

● 아주대학교의료원 청아회 1천만 원 기부
아주대학교를	졸업한	아주대의료원	직원	모임인	청아회에서	간호대학		 	

건축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청아회는	매년	간호대학생	7명에게		 	

장학금	9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김대중 교수 5백만 원 기부

● 간호본부 이은호 팀장 2백만 원 기부 약정 

● 법인사무처 이영현 상무이사 1백만 원 기부

● 행정부원장 박재호 1백만 원 기부

● 외과학교실 한상욱 교수 1백만 원 기부

● 류마티스내과학교실 서창희 교수 1백만 원 기부

● 알레르기내과학교실 박해심 교수 1백만 원 기부

● 해부학교실 서해영 교수 1백만 원 기부

● 간호대학 4학년 일동 70만 원 기부

● 병리학교실 이용희 교수 60만 원 기부

● 병리학교실 김장희 교수 50만 원 기부

● 이비인후과학교실 정연훈 교수 50만 원 기부

●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정윤석 교수 50만 원 기부

● 의료정보학과 박래웅 교수 50만 원 기부

● 순환기내과학교실 신준한 교수 50만 원 기부

● 신경과학교실 홍지만 교수 30만 원 기부

● 흉부외과학교실 임상현 교수 30만 원 기부

● 예방의학교실 이순영 교수 30만 원 기부

● 핵의학교실 윤준기 교수 30만 원 기부

● 간호대학18회 AjouBSN 279,000원 기부

● 뇌과학과 김병곤 교수 20만 원 기부

● 감염내과학교실 최영화 교수 20만 원 기부

● 이비인후과학교실 김철호 교수 20만 원 기부

● 치과학교실 김영호 교수 20만 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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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의료원

을 사랑하는 모든 분이 지금 바로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발전기금 후원회(☎ 031-219-4000)

아주사회사업기금

● 이 달의 모금 후원액 : 110,401,100원 

● 나눔소식

뇌병변 장애인으로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12살 수지(가명)

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는 수지가 3살 때 심장병으로 사망하였고, 지금은 아버지

가 수지의 손발이 되어 24시간 돌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수지를 돌보느라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연세가 많은 할아

버지, 할머니도 일을 다닐 수가 없어 수지네 가족은 한 달

에 100만 원 남짓 되는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

니다. 수지가 폐렴으로 인해 집중치료실에서 장기간 치료

하게 되어, 의료급여 1종임에도 3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나와 가족들은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수지네

의 어렵고 딱한 상황을 알게 된 지역사회의 한 후원자께서 

수지의 병원비로 써달라며 기금을 기탁해주셨고, 아주사회

사업기금에서는 후원자님의 기탁금에 일부를 더해 수지의 

병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수지는 치료를 끝까지 잘 받을 

수 있었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였습니다.

 

● 이달의 신규 후원자

- 정기후원(증액) : 백설경 팀장님(의무기록팀) 

- 일시후원 : 이상홍 님(수원 영통구), 

  이선희 님(서울 송파구), 

  장윤석 님(군포시), 

  김연희 선생님(사회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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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피는 계절,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앙상하던 나뭇가지에 꽃이 피고 잎이 돋는

따뜻한 계절 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 꽃피는 봄의 모습을 아래의 그림에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

완성한 작품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총 다섯 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마감_ 2017년 3월 31일

당첨자 발표_ 다음 호 소식지  

메일 보내실 곳_ jennyk85@aum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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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지난호 당첨자

김*남 (1692) / 김*규 (7952) / 류*이 (7473) / 정*종 (7478) / 조*라 (2663)

당첨되신 분들께는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