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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교수가 표지를 장식했다.

표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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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 서시-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책받침이나 노트 표지에서 이 시

를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 시는 일제에 저항했던 시인이

자 독립운동 중 감옥에서 짧은 인생을 마친 윤동주 시인의 대

표작 ‘서시’의 첫 부분이다. 윤동주 시인은 한반도가 아닌 만

주 길림시 용정에서 태어나 숭실중학교와 연희전문학교(연세

대학교의 전신)에서 공부했다. 그는 숭실중학교를 다닐 때 처

음 시를 발표했고, 1939년 연희전문 2학년 재학 중 소년(少

年)지를 통해 정식 시인으로 등단했다. 그는 낭만을 꿈꾸는 

문학청년이었다. 그의 맑은 심성은 ‘별 헤는 밤’에 잘 나타나 

있다.

윤동주 시인이 대학 졸업 후 일본 도시샤 대학에서 유학할 당

시, 태평양전쟁으로 인해 조선인은 학도병으로 징용으로 정

신대로 끌려가서 죽고, 남은 사람은 공출로 생필품조차 구할 

수 없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을 연명하고 있었다. 그는 

시를 쓰는 것 밖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

을 ‘쉽게 씌어진 시’에 이렇게 적었다. 

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詩가 이렇게 쉽게 씨워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쉽게 씌어진 시- 

결국 그는 항일 운동에 가담하기로 결정한 뒤 구체적인 계획

을 세우던 중 1943년 7월, ‘재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

룹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후쿠오카 형무소(福岡刑務

所)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광복을 불과 6개월 남기고 27

세 젊은 나이로 안타깝게 옥사하였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

화 ‘동주’는 이 시기에 윤동주 시인이 겪었던 고민과 갈등을 

잘 표현하여 화제가 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쓴 시에 이렇

게 적고 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곰 내몰고, 

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慰安으로 잡는 最初의 握手. 

- 쉽게 씌어진 시-

우리는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갈망하던 ‘광복의 나라’에 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대의 암울함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일자리와 경직된 사회구조로 고

뇌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고통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환히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

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은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을 바

친 우리 조상에게 감사하는 길이며, 윤동주 시인의 시와 같은 

즐거운 ‘참회록’을 젊은 세대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글 김범택 교수(가정의학과)

선인재 칼럼

김범택 교수(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는 1992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1999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에서 근무

하고 있다. 호주 멜버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Austin & 

Repatriation Medical Center에서 연수한 바 있으며, 현재 아

주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주임교수 겸 임상과장을 맡

고 있다. 전문 진료분야는 골다공증, 갱년기, 임상영양, 비만

으로 아주대학교병원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별 하나에 추억과 / 별 하나에 사랑과 / 

별 하나에 쓸쓸함과 / (중략) /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 별 헤는 밤 - 

그는 만주를 떠나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며 처음으로 일제하

에서 신음하는 조선인의 현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았

다. 그때 받은 충격을 ‘꿈은 깨어지고’라는 시에서 이렇게 적

고 있다. 

塔은 무너졌다,

붉은 마음의 塔이 

- 꿈은 깨어지고 - 

이때부터 그의 여린 심성은 조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순수 속

에 침잠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안락한 지위를 버리고 고통 

받은 동족과 함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갈등으로 갈기갈

기 찢겨지게 된다. 그가 겪은 마음의 통증을 ‘병원’이라는 시

는 이렇게 증언한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 병원 -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던가 

- 참회록 - 

윤동주 시인의 시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아마 그

의 시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던 젊은이의 고뇌를 넘어, 일제 

하에서 고통 받는 동족을 보듬고,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인 사

랑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사람을 벌레 죽이듯 

쉽게 생각하는 전쟁 속에서도 이렇게 생명을 노래하고 이야

기하고 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 서시 - 

요즘 병원도 ‘인적·물적 자원 효율을 극대화한다’, ‘경영을 

합리화 해야 한다’며 점점 사람은 사라지고 숫자만이 중요시 

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전쟁 같이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 속에서도 의료인의 본분은 환자

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윤동주 시인은 우

리에게 어떤 삶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시로 보여준 

선구자였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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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몸의 치료를 넘어 정서적 지지까지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과 고통에 직면할 때

가 많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삶의 기로에 선 환자와 보호자들

이 직면한 문제를 일찍 파악하고 평가하며, 신체 통증 이외의 기

타 증상과 사회심리적, 영적인 문제를 포함한 고통을 덜 수 있도

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완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예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주대학교병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을 둔 것은 2007년

의 일이다. 당시 개설한 통합의학센터는 보완요법에 관한 다양

한 정보를 공유하고, 암환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진료를 병행하

는 역할을 감당해왔다. 2012년부터는 매년 ‘완화의료전문기관’

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후 몇 차례 변화를 거쳐 아주대학교병원

은 11병상의 완화의료 독립병동 운영을 시작했다. 국립이나 공공

기관이 아닌 사립병원인 대학병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 그러나 아주대학교병원은 경기도 

유일의 ‘경기지역암센터’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암환자들의 돌봄

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다른 배려는 환자 1명당 간호 인력 1명에 달하는 환경에서 

알 수 있다. 진료 주치의뿐만 아니라, 전담 사회복지사와 간호

사, 성직자도 환자들의 돌봄에 참여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주치

의가 동참하는 ‘마음건강클리닉’은 아주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

터의 특징이다. 덕분에 2013년에는 국내 최초로 유럽종양학회

(ESMO)가 인정하는 통합완화케어기관 인증을 받기도 했다. 

환자의 삶을 이해하는 전인적 접근

오랜 기간 완화의료 주치의로 참여해오다 최근 센터장으로 부임

삶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보듬는 곳

아주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완화의료센터장 종양혈액내과 이현우 교수

한 이현우 교수에게도 이곳에서의 경험은 특별했다. 병동에서 

만나는 환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되면서, 진료를 

넘어선 인간적인 교감의 중요성을 체감한 것이다.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상상처럼 쉽지 않습니다. 환자

들이 돌아가시기 두세 달 전에는 많은 증상이 나오고 심한 고통

에 직면합니다. 그분들이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이현우 교수는 이곳 센터의 목표가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

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환자의 임종 후 가족들의 애도 역

시 센터의 역할 중 하나다. 임종 직전에는 병동 내에 마련된 임

종실에서 가족들이 환자와의 마지막 작별 시간을 보낼 수 있도

록 배려한다. 

“임종 직전은 의료진의 시간이 아니라 가족들의 시간입니다. 하

지만 대부분 가족의 죽음을 처음 겪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교육

도 필요합니다. 환자의 임종 후에도 2년간 3개월에 한 번씩 전담 

사회복지사가 편지와 전화 등으로 연락해 안부를 묻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융은 “죽음은 출생만큼이

나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죽음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크다. 이현우 교수는 이러한 인식의 벽을 허

물기 위해, 완화의료센터장으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관련한 

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 육성이 곧 환자들과 가족을 돕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이 마냥 쉽지는 않을 것이

다.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는 사명감 어린 동료

들이 있기에, 그는 앞으로도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려 한다.   

누구든 태어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마냥 편안할 수는 없다. 

아주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삶과 죽음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이다. 그 막중한 역할 뒤에 

숨은 사명감을, 완화의료센터장인 

종양혈액내과 이현우 교수로부터 

들었다. 

글 정라희  사진 이성원

이현우 교수(종양혈액내과)

이현우 교수는 2001년 아주대학교 의과대

학을 졸업하고 현재 아주대학교병원 종양

혈액내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7년 3

월부터 완화의료센터장을 맡고 있다. 전문 

진료분야는 두경부암, 폐암, 위암, 간담췌, 

각종 고형암, 완화의료다. 대외적으로는 대

한암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임상종양학

회,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미국임상종

양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환자들이 돌아가시기 두세 달 전에는 많은 증상이 나오고 심한 고통에 직면합니다. 

그분들이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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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MC를 읽다

아주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김진우 교수팀

수술후 발생한 림프액 누출  
림프관 색전술로 잡는다

“림프액 누출 치료하고 퇴원시기 앞당기는 획기적 치료법 부상”

림프액 누출 치료하는 ‘림프관 색전술’ 효과 입증

암 수술 후 림프액이 누출되는 현상을 획기적으로 치료하는 

‘림프관 색전술’이 치료성공률과 안전성, 퇴원시기를 앞당기

는 효과까지 있음이 확인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김진우 교수팀(영상의

학과 김진우·원제환 교수, 산부인과 유희석·장석준·공태욱 

교수)은 림프액이 누출되는 곳을 막는 림프관 색전술을 시행

하여 림프액 누출을 없애거나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 시술을 

통해 림프액 배액관을 빨리 제거하게 되면서 환자의 수술 만

족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입원기간이 단축됐다. 

림프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면역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종양이나 외상 등 다양한 이유로 수술 중 임파선을 

절제한 환자에서 수술 후에 림프액이 누출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림프액이 누출되면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것이 기존의 치료법이다. 그러나 이 방

법은 치료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다량의 림프액 누출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림프관 색전술과 관련한 다양한 성과 거둬

김진우 교수팀은 수술 후 림프액이 누출된 환자에 대하여 

2014년에 처음으로 림프관 색전술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국내

에서 가장 많은 102건을 시행했으며, 림프관 색전술에 관한 

논문을 2016년에만 다섯 편1)을 발표했다. 

이 중 림프관 색전술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준 국제학술지 ‘심

혈관 및 인터벤션 영상의학(Cardiovasc Intervent Radiol)’ 

2016년 8월 온라인판을 살펴보면, 암 수술 후 림프액 누출이 

발생한 환자 21명에서 체계적으로 림프관 색전술을 시행한 

결과 치료 성공률이 95.2%였고, 주합병증이 없어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시술 후 평균 입원기간은 5.9일로 나타났다.

김진우 교수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됐어도 임파선 절제 

부위에서 림프액이 누출될 수 있고 림프액이 지속적으로 유

출되면서 입원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림프관 색

전술은 수술 후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교수팀은 림프관 색전술과 관련하여 지난해에만 미

국인터벤션학회 SIR 2016(벤쿠버), 베트남 암연구학회 BCIO 

2016(방콕), 미국 암연구학회 CIO 2016(마이애미)를 비롯하

여 다수 국내 학회의 초청을 받아 강의를 했고, 림프관 인터

벤션의 세계적 권위자인 Maxim Itkin 박사의 초청으로 작성

한 종설 논문이 Techniques in Vascular and Interventional 

Radiology에 실리기도 했다. 

림프관 색전술은 최근 국내 여러 병원에서도 시행할 만큼 의

료계와 환자의 환영을 받고 있고, 림프관 색전술 기법의 활성

화를 위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삼성의료원, 국립

암센터, 세브란스병원 등 의료진이 지난해 림프인터벤션연구

회를 조직하여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우 교수(영상의학과)

2002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임상강사,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서 임상조교수를 거쳐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문진료분야

는 인터벤션 영상의학으로, 대동맥 및 말초 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와 간암 색전술, 자궁근종 색전술 

등 종양 치료에 주력하고 있다.

1)	 ①	 J	VascIntervRadiol	2016;27:1170~1176

	 	 “Lymphatic	EmbolizationfortheTreatment	of	PelvicLymphoceles:Preliminary	Experience	inFivePatients”

	 ②	 Cardiovasc	Intervent	Radiol	온라인판	2016.8.2.	

	 	 “	Lymphatic	Leak	Occurring	After	Surgical	Lymph	Node	Dissection:	A	Preliminary	Study	Assessing	the	Feasibility	

and	Outcome	of	Lymphatic	Embolization”

	 ③	J	Gynecol	Oncol.	2016	Jul;27(4):e44

	 	 “	Risk	factor	analysis	for	massive	lymphatic	ascites	after	laparoscopic	retroperitonal	lymphadenectomy	in	

gynecologic	cancers	and	treatment	using	intranodal	lymphangiography	with	glue	embolization”

	 ④	J	VascIntervRadiol2016;27:1177~1186

	 	 “	Early	ExperienceintheManagement	of	PostoperativeLymphaticLeakage	Using	LipiodolLymphangiography	and	

AdjunctiveGlueEmbolization”

	 ⑤	 Elsevier	Inc.	Tech	VascInterventionalRad19:291~298	

	 	 “Percutaneous	TreatmentofChylousAs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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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o analyze imaging findings of lymphatic leak-
age associated with surgical lymph node dissection on
lymphangiography and assess the outcome of lymphatic
embolization.
Materials and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comprised
21 consecutive patients who were referred for lymphatic
intervention between March 2014 and April 2015 due to
postsurgical lymphatic leaks. Lymphangiography was
performed through inguinal lymph nodes to identify the
leak. When a leak was found, lymphatic embolization was
performed by fine-needle injection of N-butyl cyanoacry-
late into the site of leakage or into an inflow lymphatic
vessel or into a pelvic lymph node located below the
leakage.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imaging studies
were reviewed to assess the outcome.Result Lymphangiography revealed single or multiple
leaks in all but one patient. Lymphatic embolization was
performed in 20 patients with leaks. Including the patient
who did not undergo embolization, 17 patients (81.0 %)
showed initial response to treatment. Three patients
underwent repeated embolization with successful results.
The overall success rate was 95.2 %. The mean duration of
hospitalization after lymphatic intervention was 5.9 days.
During a mean follow-up period of 11 months, two patients

developed localized swelling in the groin following lipi-
odol injection. There were no complications related to
lymphatic embolization. Three patients were found to have
developed small, asymptomatic lymphoceles on CT or
MRI that did not require further treatment.Conclusion Lymphangiography is useful for detecting
lymphatic leakage occurring after lymph node dissec-
tion. Furthermore, lymphatic embolization is feasible,
effective, and safe for managing leaks demonstrated on
lymphangiography.

Keywords Lymphatic system � Lymphangiography �Lipiodol � Therapeutic embolization � n-butyl-2-cyanoacrylate

Introduction

Lymphatic leak is an uncommon complication of surgery
that may be attributed to inadvertent trauma of the lymphatic
duct or to extensive lymph node dissection [5, 9, 13, 18].
Some leaks persist despite conservative treatment and
require more definitive measures [1, 15]. Lymphatic inter-
vention is less invasive compared to surgery and involves
injection of ethiodized oil into the lymphatic system to obtain
a lymphangiogram [2, 17]. This injection may be performed
through inguinal lymph nodes, termed intranodal lymphan-
giography, and such technique has been made popular
because of its technical ease, minimal invasiveness, and less
time-consumption compared to the traditional pedal lym-
phangiography [8, 19–21, 24]. Besides its diagnostic value,
lymphangiography has been reported to have therapeutic
effect [17]. Syed et al. reported a therapeutic rate of between
50 and 75 % for chylous leaks [23]. However, owing to
occasional failures of therapeutic lymphangiography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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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암수술 후 출혈이 멈추는 것만큼 

림프액 누출량도 중요

수술부위가 깨끗하다 하더라도 

림프액 누출 때문에 입원기간 길어져

림프액 누관 막는 ‘림프관 색전술’, 

기존 치료법에 비해 림프액 배액관 빠르게 제거

환자 만족도 향상은 물론 입원기간 단축 효과



소리 없이 찾아와 여성을 괴롭히는 부인암. 부인암센터는 오직 여성만을 위해 암과 싸우는 든든한 흑기사다. 

까다로운 부인암의 완벽한 치유를 위해 부인암센터는 

가족과 같은 따뜻함으로 빈틈없고 섬세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 유현경  사진 이성원

환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지향하다

여성 생명과 건강을 위한
부인암센터의 헌신

아주대학교병원 부인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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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말하다

부인암 치료에 최적화된 시스템

부인암은 여성의 생식기관과 관련된 장기에 발생하는 암이다. 국가암

정보센터가 발표한 2013년 여자 사망자수 상위 10대 암에 유방암, 난소

암, 자궁경부암이 각각 올라있는 것을 보면 여성 건강을 지키기 위해 특

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부인

암센터는 부인암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설립된 센터로, 설립 이래 뛰어난 의료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발률이 높고, ‘소리 없는 암살자’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난소암에 대해 

부인암센터는 ‘재발이 없는 암 수술, 신속 정확하고 성공률 높은 암 치료’

를 목표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부인암센터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암세포에 대항하고 있다. 환자들의 다

급한 마음을 토닥이기 위해서도, 성공률 높은 암 치료를 위해서도 빠른 

진단이 관건인 만큼, 첫 진료 후 각종 검사를 거쳐 확진 판정을 내리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기까지 1주일을 넘기지 않는다.

산부인과와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가 유

기적인 협진을 통해 부인암을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치료한다. 

매주 정례적으로 열리는 다학제 진료로 각 분야의 의료진들이 모여 효

과적인 치료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수술 후에는 튜머 보드(Tumor 

Board, 종양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어 치료 성과를 높이고 있다.

해외에서도 인정한 빼어난 치료성적

부인암센터의 치료성적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특히 3기 말~4기 진행성 

난소암 환자들의 5년 평균 생존율이 45~50%로, 세계 평균치(18~35%)

보다 15~27% 포인트나 높다. 이 성적은 미국부인종양학회와 미국종양

외과학회 공식 저널에도 소개돼 세계 종양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싱가포

르 산부인과 의사 등 해외의 의료진들이 부인암센터를 방문하여 로봇과 

복강경을 이용해 부인암을 제거하는 모습을 참관하기도 한다. 기술적 숙

련도가 필요한 복강경수술과 로봇수술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

문이다. 특히 복강경과 로봇 수술은 합병증 위험이 줄어들고 회복 기간

을 단축해 치료에 좋은 성과를 보인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수술을 진행

해야 할 경우에 의료진은 까다로운 개복수술도 마다하지 않는다.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효율

적인가 하는 물음이다. 임신을 원하거나, 미혼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시기에 맞춰 환자의 병기를 설정해 더 세심한 치료방

법을 선택한다. 그 결과 1기 이하 초기 부인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5%

에 이르며, 설문조사 결과 환자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다. 부인암센터 의

료진의 생명에 대한 사명감과 환자를 가족같이 대하는 사려 깊음이 치료

성과와 환자 만족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부인암센터 의료진의 생명에 대한 

사명감과 환자를 가족같이 대하는 사려 

깊음이 치료성과와 환자 만족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➊ ➋ ➌ ➍

➎ ➏

➐
➑ ➒

➓


➊ 영상의학과 이은주 교수 ➋ 산부인과 유희석 교수

➌ 산부인과 장석준 교수 ➍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

➎ 방사선종양학과 조오연 교수 ➏ 산부인과 권성혜 레지던트 

➐ 산부인과 공태욱 교수 ➑ 병리과 이용희 교수

➒ 정신건강의학과 김남희 교수 ➓ 산부인과 백지흠 교수

 산부인과 손주혁 임상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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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부인암센터장

오직 환자를 위해 
사려 깊게, 치열하게 

‘환자를 가족처럼’ 장석준 교수가 이끌고 있는 

부인암센터가 환자를 대하는 자세다. 

말은 쉽지만 실행은 어려운 이 철학을 

묵묵히 실천하는 이들. 바로 여성의 건강을 

위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대학교병원 부인암센터 의료진이다.

글 유현경   사진 이성원

부인암에 특화된 치료를 실현하다

암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료진의 사명이지만, 부인암을 다루는 

의료진들은 또 한 가지의 사명을 부여받

는다. 환자들의 여성으로서의 삶을 지키

는 것이다. 여성성을 상징하는 난소와 

자궁에 발병하기에 육체적 고통 뿐 아니

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것이 부인암

이다. 부인암센터는 부인암의 특성에 특

화된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한다는 목표

로 출범하였다. 2013년부터 부인암센터

를 이끌고 있는 장석준 센터장은 센터 

출범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부인암센터 출범 이후 환자들의 예후가 

더욱 좋아진 것을 체감합니다.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치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것이 그 차이를 가져

온 것입니다.”

부인암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다는 난소암의 권위자다. 난소암은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되는 자궁경부암이나 내막암과 달리 조

기 진단이 어렵고, 예후가 가장 나쁜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의료진이 암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치료효과는 

커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

난소암 3~4기에서도 적극적인 수술을 통해 최대한 종양을 제거

하는 것이 항암치료 효과를 높이고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이다. 

그가 이끄는 부인암센터 또한 말기 난소암 환자 치료에서도 높

은 생존율을 자랑하며 부인암 환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1년 365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

장석준 센터장은 “부인암 의료진들은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말처럼 부인암센터는 여성

을 위한 섬세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

암에 많이 시행되는 로봇수술과 복강경수술은 흉터와 합병증이 

적어 여성들의 위축감을 덜어준다. 기술적인 숙련이 필요한 수술

기법이지만, 부인암센터 의료진들의 축적된 경험과 섬세한 집도

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의료진의 사려 깊은 마음은 환자들의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

적 건강,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치료과정 구석구석에 녹아들어 있다. 환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돌보아주는 ‘마음건강클리닉’이 대표적이다. 치료과정에서 환자

가 맞닥뜨리는 우울, 무기력감 등의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장석준 센터장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는다. 

환자를 위해 병과 싸우는 것은 의사가 되기를 선택한 순간부터 

자신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고민합니

다. 분명한 건 의료진 자체의 노력, 병원 시스템 개선 등 다방면에

서 끊임없이 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인암 분야라면 누구

나 아주대학교병원을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장석준 센터장의 옷깃에서 난소암 인식증진 캠페인을 알리는 ‘민

트리본’이 빛난다. 1년 365일 그의 옷깃에 달려있는 민트리본은 

센터장으로서 언제나 환자를 생각하며 매진해온 그의 마음가짐

을 이야기하는 듯하다.  

부인암센터장 장석준 교수(산부인과)

진료 분야

부인암, 복강경수술(자궁근종, 난소종양), 

부인과, 비뇨부인과, 로봇수술

약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아주대학교병원 부인암센터장

인터뷰

센터 출범 이후 일련의 과정이 놀랍도록 빨라졌다. 방문한 날로

부터 1주일이면 검사결과는 물론 치료방법까지 결정되는 프로세

스. 이 과정에는 부인암 코디네이터가 연결돼 개인맞춤 설명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들이 자신에게 생긴 암과 

치료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도록 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적극적인 치료로 암을 떨쳐내다

“암환자들은 여러 병원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학

제진료를 도입한 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환자

를 위해 의료진이 협력하여 긴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신뢰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인암센터는 효율적인 암 치료를 위해 진단과 수술, 항암 요법,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는 부인암 전문 의료진들이 협진하는 다학

제진료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각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모

여 치료 결과뿐 아니라 환자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치료와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 

장석준 센터장은 여성들에게 “생일을 맞을 때마다 꼭 건강검진

을 받으라”고 당부한다. 부인암 역시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중

요하기 때문이다. 장석준 센터장은 건강검진 덕분에 최근 자궁

경부암의 발병률은 낮아졌지만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의 발병률

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아주대학교병원 부인암센터의 치료성적, 특히 난소암 치료성적

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보아도 빼어나다. 장석준 센터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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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싫은 흉터, 
제대로 알고 
치료하자!

김수민 교수(성형외과 )

진료 분야

안면외상, 유방성형, 미용성형, 만성상처, 피부종양

약력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여의도성모병원 임상강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 진료 조교수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정상 피부를 이동시켜 봉합하는 국소 피

판술을 시행하게 된다. 

피부 위로 튀어나오는 ‘비후성 흉터’

비후성 흉터는 단단하며 피부면 위로 튀어 올라와 있고, 표면

이 불규칙하며 가렵고 따가운 증상을 동반한다. 하지만 본래 

상처 범위를 넘지는 않고, 기간이 지나면서 작아지는 것이 일

반적이다. 관절 부위나 피부 주름에 직각으로 놓여있는 흉터

는 비후성 흉터가 되기 쉽다. 비후성 흉터는 선상 흉터와 같

은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다.

치료가 까다로운 ‘켈로이드(Keloid)’

켈로이드는 비후성 흉터와 비슷하지만 손상된 범위를 넘어 

점점 주변의 정상 피부까지 침범한다. 한번 켈로이드가 발생

한 사람은 다른 부위의 흉터도 켈로이드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붉은색 또는 갈색으로 소양감이나 통증을 동반하고 상

처가 발생한지 1년 이상이 지나도 흉터가 지속적으로 퍼지기

도 한다. 켈로이드는 백인보다 흑인과 아시아인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켈로이드가 발생하는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밝

혀지지 않았으나, 이물반응, 세균감염, 가족력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흉터의 구분과 적절한 흉터 치료 시기

흉터는 여러 원인으로 인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인체의 모든 부

위에 생길 수 있다. 흉터 수술은 흉터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눈에 

덜 띄도록 하는 수술로, 직접 흉터의 크기를 줄이거나 혹은 흉터

의 크기는 그대로 두더라도 보기 싫은 부분을 덜 보기 싫게 바꿔주

는 방법, 돌출되거나 함몰된 흉터의 높이를 교정해 주는 등의 방

법으로 시행하게 된다.

원인을 막론하고 흉터는 발생한 후 시간에 따라 크게 미성숙 흉터

와 성숙 흉터로 나뉜다. ‘미성숙 흉터’는 아직 흉터 리모델링 기간

이 끝나지 않은, 생긴지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빨갛거나 때로는 통

증을 동반하는 흉터를 말한다. 이 기간이 지나서 보다 연한 색을 

띄게 된 편평한 형태의 흉터를 ‘성숙 흉터’라고 한다. 

흉터 수술을 하는 시기는 흉터가 있는 부위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흉터가 생긴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하

여 성숙 흉터가 된 이후에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눈꺼풀이나 입, 

관절 등의 주위에 구축을 동반하는 흉터가 있어 움직임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더 빠른 시기에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

다. 흉터 수술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에도 수술과 수술 

사이에 최소 6개월 간격을 두어야 한다. 아직 리모델링 기간이 끝

나지 않은 미성숙 흉터는 실리콘 치료나 레이저 치료 등을 통해 보

다 눈에 덜 띄는 형태의 흉터로 성숙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외과적 수술이나 외상 후 발생하는 ‘선상 흉터’

선상 흉터는 외과적 수술이나 외상 후 발생한 상처를 선상으로 봉

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음에는 비교적 가늘던 흉

터가 주변 피부의 당기는 힘 때문에 폭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는데 

넓어지는 정도는 흉터의 위치, 방향, 피부탄력, 환자가 해당 부위

를 움직이는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선상 흉터는 처음에

는 붉은 색을 띠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차츰 색이 옅어진다. 완

전히 성숙된 후에는 주변 피부색보다 밝게 되거나 자외선의 영향

으로 색소가 과다하게 침착되어 짙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선상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은 방추형 절제술, Z성형술, W성형술 

등으로 흉터를 제거하고 눈에 덜 띠는 형태로 봉합하는 방법이 있

다. 폭이 좁은 흉터는 이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면

적을 가지고 있는 흉터는 단순히 흉터를 제거하고 주변 정상 피부

를 당겨 봉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흉터를 제거

켈로이드는 수술 후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결

정하기에 앞서 재발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재발

했을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술적 치료와 함께 냉동치료, 레이저 치료, 방사

선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병행하여 추후 재발할 확률을 

낮출 수 있다. 

푹 파인 ‘함몰 흉터’

함몰 흉터는 수술이나 외상으로 인해 조직이 손실되어 움푹 

패인 형태를 말한다. 치료 방법으로는 함몰된 피부와 기저 조

직 사이의 유착을 제거하고 지방이나 진피조직 등과 같은 자

가 조직이나 동종진피 등의 보충재를 삽입하여 패인 곳을 채

워 넣어 교정할 수 있다.

넓은 부위에 걸쳐 발생하는 ‘면상 흉터’

면상 흉터는 화상이나 넓은 범위의 찰과상 등으로 인해 발생

한다. 넓은 흉터는 대부분 봉합술 또는 국소피판술로 해결하

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러 차례 수술을 거쳐 흉터 면적을 줄

여 최대한 선상의 반흔에 가깝게 형태를 바꾸거나 레이저, 박

피술 등을 시행하기도 한다. 또는 주변에 있는 정상조직을 늘

리는 조직확장술이나 피부이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서는 수술 후 발생한 흉터, 외상

으로 발생한 흉터 등 다양한 흉터의 종류에 따라 맞춤 치료법

을 시행하여 환자들의 외적인 흉터뿐만 아니라 마음의 흉터

도 함께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몸에 생긴 흉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아무리 작은 흉터라도 얼굴이나 손 등 

잘 보이는 곳에 있다면 당사자에게는 

스트레스일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흉터가 생기면 더욱 신경이 많이 쓰이기 

마련이다. 흉터가 가려움이나 통증을 

동반한다면 이를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글 김수민 교수(성형외과)



  

하얀 가운을 동경하던 소년, 의사가 되다

이과 공부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의대를 졸업했지만 흉부외

과 함석진 교수의 느낌은 참으로 문과적이다. 단어 한 마디, 문

장 하나가 소설처럼 풍성하고 윤기가 흐르니 평소 대화의 양이

나 질이 참으로 높은 게 아닐까, 하는 짐작도 하게 만든다. 

마주한 이를 목소리 톤이나 표정만으로도 무장해제 시키는 건 

함석진 교수의 또 다른 장점이다. 환자입장에서는 구세주 혹은 

저승사자라는 극단의 존재인 의사가 친근함과 소박함으로 다가

온다는 건 몸의 치료, 그 이상을 받는다는 것일 테니 말이다. 불

현듯 그의 진료시간이 왜 남보다 조금 더 길었는지 그 이유가 슬

며시 납득이 간다. 

함석진 교수는 폐 질환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의이다. 폐암과 폐 

이식, 다한증 등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다양한 연구 및 논문 이

력을 쌓아온 그는 어느덧 의사의 길을 걷게 된 지 20여 년을 바

라보고 있다. 수많은 환자들이 그가 빚어낸 손끝의 마술에서 생

명을 되찾기도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도 했으니 흉부외과의로서 

뜻깊은 삶을 살아왔음은 자명해 보인다. 

함석진 교수가 의사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꽤나 낭만적이었다. 

“어릴 때부터 약국과 병원에 가면 기분이 편안했어요. 겨울에 약

국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난로에 얹혀 있는 주전자에서 뽀얗게 김

이 솟아오르는 풍경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막연히 

Good Doctor

인터뷰를 위해 찾아간 함석진 교수는 한창 진료 중이었다. 한번 들어간 환자는 좀체 나올 줄 몰랐고 

그 과정을 몇 번 반복하자 약속했던 인터뷰 시간이 슬쩍 지나버렸다. 

마지막 환자가 나왔구나 싶은 순간, 누군가 번개처럼 취재진 앞을 달려 지나갔다. 

“잠시만요!” 생리현상을 해결할 틈도 없이 환자들에게 몰입했던 그, 함석진 교수였다. 

오늘의 인터뷰는 함 교수의 그 뒷모습만으로도 충분한 느낌이었다.

글 이경희   사진 황원

흉부외과 함석진 교수

환자의,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길을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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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흰 옷을 입고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되기 위한 첫발자국을 떼기도 전에 첫 번째 시련

이 찾아왔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의사가 되는 것을 결사적으

로 반대한 것이다. “아버지는 심지어 의대에 진학한다면 학비도 

주지 않겠다”고 했다며 함석진 교수가 껄껄 웃는다.

아들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아버지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의사가 되겠다는 아들을 막아서는 아버지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터라 눈이 동그래졌다.

“아버지 생각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사정도 많이 좋아져서 밥 굶

는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런데 의사가 되면 평생 공부를 해야 하

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너무 힘들지 않겠냐. 내 자식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셨던 거예요.”

전세가 바뀐 건 아들이 받아온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통지서 

덕분이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축하인사와 축하전화에 그만 아

버지와 어머니의 걱정이 봄눈처럼 녹아버린 것. 합격까지 했는

데 어쩌겠냐며 그제야 아버지는 마지못한 듯, 사실은 기쁘게 학

비를 준비해주셨다.

환자를 위로하는 의사, 환자와 공감하는 의사

의대생으로서 함석진 교수의 삶은 꽤나 역동적이었다. 학교와 

도서관만 오가는 범생이의 삶 대신 공부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수많은 환자들이 

그가 빚어낸 손끝의 마술에서 

생명을 되찾기도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도 했으니 

흉부외과의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음은 

자명해 보인다. 

함석진 교수(흉부외과)

진료 분야

폐이식, 폐암, 기흉, 다한증, 내시경 수술

약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조교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부교수



  

실제로 6, 7년 간 꾸준히 함 교수에게 찾아온 

암 환자가 사망한 뒤, 그 보호자가 일부러 찾

아와 그간 가족처럼 위로해주고 공감해준 것

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 경우도 있었다.  

“환자에게 때로는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위

로나 공감입니다. 그러한 소통으로 환자가 

좀 더 행복해지고 힘이 생긴다면 의사로서 

그만큼 보람 있는 경우도 없어요.” 

함석진 교수는 덧붙여 어떤 수술이든 환자의 

상황에 따르는 맞춤형 치료가 되어야 한다며 

그런 마인드로 치료를 하며 환자의 생존율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폐 질환,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최근 그의 진료는 폐암이나 식도암이 대

부분을 차지한다. 폐암 수술의 경우 약 80%를 내시경으로 실

시하고, 식도암은 로봇을 이용한다. 과거 ‘Big incision, Big 

surgeon.’ 즉 ‘훌륭한 의사는 크게 열어야 한다’고 해서 가슴 전

체를 크게 열고 수술을 했던 때와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 폐암의 

경우 옆구리 약 5cm 절개만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식도암은 손

가락 굵기의 구멍 4개만으로 식도를 절제해 낸다. 

폐 이식은 함석진 교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전공분야다. 사실, 

폐 이식은 환자는 물론 일반 의사에게도 낯선 단어이다. 폐가 이

식이 가능한 장기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폐 역시 여러 질환들

이 발생하여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때 가장 중

요한 것은 적절한 기증자를 찾는 것이라고. 

“흉부외과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수술이 폐 이식 수술입니다. 

수술을 통해 기증자의 폐를 단순히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술

한 뒤 약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합병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 등 모든 의학적 지식이 총망라되어야 하는, 아주 난이도

가 높은 종합예술인 거죠.”

폐 이식과 관련해 많은 임상경험을 갖고 있는 함석진 교수는 현

재 법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기증받을 수 있는 폐

의 경우 100명 중 겨우 10명 정도만 그 폐를 쓸 수 있고 그나마 

그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기증된 폐를 조금이라도 더 좋

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계속해왔다.

“폐 이외의 타장기들은 현재 의학 기술로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인공장기가 있습니다. 투석이나 절제 등 다양한 치료법과 수술

법들도 나와 있고요. 하지만 폐는 안 좋을 경우 치료도 까다롭고 

생명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

해요.”

함 교수는 장기이식, 그중 특히 폐 이식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너무 낮다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기증자를 찾고, 

폐 이식을 받아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보다 멀리 

확산되길 바랐다.

마지막으로 함교수에게 폐 건강을 위한 비결을 물었다.

“진료를 보다보면 폐암 수술을 받은 뒤에도 담배를 못 끊는 사람

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폐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금연이고요. 적절한 운동으로 폐활량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암 발생률이 높아

지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빨리 발견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흡연

력, 폐암 가족력이 있다면 젊었을 때부터 정기적인 진단을 꼭 받

기를 바랍니다.”

유연하고 소박한 인간미와 날카롭고 치밀한 전문의로서의 상반

된 매력을 가진 함석진 교수. 정확한 진료와 치료만큼이나 의사

와 환자 간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그에게서 더할 

나위 없는 신뢰의 향기가 깊고 짙게 느껴졌다.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___  18 2017. May+ June ___  19 

흉부외과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수술이

폐 이식 수술입니다. 수술을 통해 기증자의 

폐를 단순히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술한 

뒤 약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기는 합병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 등 모든 

의학적 지식이 총망라되어야 하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종합예술인 거죠.

해보는 것에 더 역점을 둔 것. 많은 친구들을 만들고, 아르바이

트도 열심히 하는 와중에 오케스트라 동아리에서 첼리스트로 활

동한 기억은 그에게 매우 소중하다.

흉부외과를 선택한 이유를 묻자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

는 게 멋있어 보였다”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준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이야기를 덧붙인다.

“인턴 때 흉부외과 회진을 돌다가 수술 부위에 갑자기 출혈이 일

어난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선배 선생님이 차분하게 지혈하고 

바로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 수술방에 들어가서 조치하기까지

의 과정이 너무나 매끄럽고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그때까지 봐

왔던 실습장면이나 다른 과를 돌면서 느꼈던, 생명과 직접적으

로 관련된 의료행위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풍경이었고 위

급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해 생명을 구했던 그 모습이 정말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때 흉부외과를 가야겠다고 결정한 거죠.” 

그 결심 이후 중년으로 넘어오는 세월 내내 흉부외과의로 살아

오면서 함석진 교수가 한결같이 지켜온 가치가 하나 있다. 그것

은 바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대상은 ‘병(病)’이 아니라 

‘환자’라는 사실이었다.

“저는 어떤 경우에서든 우선순위가 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합니

다. 암을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는 빼고 오직 암만 보는 

상황을 경계하는 거지요.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에만 집중하

다 보면 환자를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의사는 수술 뒤 환

자가 살아갈 삶의 질이나 경제상황까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병에

만 집중하다 보면 그런 걸 다 놓치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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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선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밥상

영양 만점 식재료, 버섯

‘산에서 나는 고기’라 불리는 버섯은 맛과 영양, 식감 등이 좋은 

식재료이다. 많은 암 환자들이 식재료는 물론, 버섯 추출물을 건

강보조식품으로 복용하고 있다. 특히 잎새버섯, 표고버섯, 아가

리쿠스버섯 추출물의 효능이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버섯에 

면역 증가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실험실 연구에서 확인

되었다.

하지만 소그룹의 임상연구에서 암의 진행을 저해하거나 증상이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을 뿐,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서 버섯추출물의 면역증가에 대한 정확한 근

거가 보고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이미 치료가 종료된 암 환자가 

잎새버섯 추출물을 복용한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부는 면역력

이 증가하였지만 일부에서는 면역력이 도리어 감소하였다는 것

이 보고된 적도 있다. 이처럼 암이 아직 남아있는지의 여부와 치

료 종료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치료가 끝난 암 환자들에게 따로 버섯추출물을 복용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고라도 버섯은 매우 좋은 식재료이기에, 

전미선 교수는 환자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요리연구가 

박종숙 선생에게 버섯을 이용한 음식을 요청하였다. 박종숙 선

생 역시, 버섯은 암 환자뿐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좋은 음식이

라며 버섯의 영양에 대해 칭찬하였다. 특히 표고버섯은 햇볕에 

노출시켰을 때 비타민 D의 양이 높아지는데, 한국 음식 중에는 

말린 표고를 사용하는 요리가 많아 일조량이 부족한 현대인이 

부족한 비타민 D를 채우기에도 좋다고 전미선 교수와 박종숙 선

생이 입을 모았다.

생버섯이 흔한 제철에 먹다가 남을 경우에는 말려서 보관하면 

좋다. 말린 버섯은 불려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커터기로 곱게 갈

아서 천연조미료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박종숙 선생

이 요리 팁을 전했다.

우리 절기로 계절을 따져보면 단오((端午)가 지나야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다. 

점점 빨라지고 길어지는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보양에 좋은 음식으로 몸의 기력을 잘 다져놓아야 한다. 

여름이 오기 전, 버섯과 토종닭을 재료로 한 보양식으로 건강한 밥상을 차려보자.

글 남지연   사진 이성원

지역암센터장 전미선 교수 & 요리연구가 박종숙

기운을 돋우는 
버섯 보양 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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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을 기다리며 차리는 보양 밥상

이번 건강밥상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가 제철인 생표고를 사용

하였다. 생표고 대신 앞서 이야기한 말린 표고를 한나절정도 물

에 불려 사용하는 것도 좋으며, 말린 버섯을 불린 물을 요리의 

육수로 사용하면 음식에 깊은 맛을 낼 수 있다.

준비한 요리는 생표고를 주 재료로 사용하고 제철 재료인 바지

락을 더해 식감과 영양, 계절감을 더한 ‘바지락 생표고밥’과 여름

철 보양식으로 빠질 수 없는 토종닭을 사용한 ‘토종닭 버섯전골’

이다.

바지락 생표고밥은 밥 한 그릇만으로 풍부한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어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요리다. 또한, 밥과 함께 곁들이는 

양념간장은 국수를 삶아 곁들이면 비빔국수로도 변신이 가능해 

여러 요리로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다.

표고버섯은 채썰기하고 바지락은 물기를 빼 청주를 뿌려둔다. 

바지락 대신 소고기를 잘게 다져 넣는 등 기호에 맞는 식재료를 

선택해도 좋다.

미리 양념을 준비한 뒤 달군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거기에 바지

락과 양념장 1/3을 넣어 볶는다. 살짝 볶아낸 바지락을 덜어내

고 그 팬에 표고와 나머지 양념장을 모두 넣어 볶는다. 이때 불

려놓은 쌀도 함께 볶아내면 쌀알에 간이 배서 맛이 깊어진다.

재료를 모두 볶은 후 밥솥에 쌀과 재료를 넣고 물을 부어 밥을 

안친다. 밥이 다 되면 송송 썰어둔 미나리를 밥 위에 얹은 뒤 훌

훌 섞어준다. 밥을 그릇에 담아내고 양념간장을 곁들이면 바지

락 생표고밥이 완성된다.

토종닭 버섯전골요리는 우선 토종닭을 네 토막으로 잘라서 끓

는 물에 데친다. 생닭을 물에 데치면 닭에 남아있는 불순물과 

잡내를 제거할 수 있다. 데친 닭은 찬물에 헹군 뒤 육수 재료와 

함께 1시간정도 끓여준다. 삶은 닭살을 발라 찢는데, 이때 닭의 

껍질을 제거하면 더욱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어 환자가 즐기기

에 적합하다. 준비한 나머지 재료들을 손질해 냄비에 돌려 담고 

육수를 부어 끓인 뒤 양념장을 곁들이면 영양만점 토종닭 버섯

전골이 완성된다.

전미선 교수와 박종숙 선생이 요리를 하며 나누는 대화에는 항

상 ‘환자’가 있다. 전미선 교수는 언제나 환자의 입맛과 영양을 

생각하고, 박종숙 선생은 어떻게 하면 환자가 더욱 간편하게 요

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환자의 건강에 좋은 재료를 함께 

고심하여 선정하고, 환자가 더욱 편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기존

의 요리법을 수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암 환자를 생각하는 전 

교수와 박 선생의 마음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요리만큼이나 

든든하고 따뜻하다.

따뜻한 보양 밥상으로 기운을 보한 암 환자들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한다.  

바지락 생표고밥
재료  쌀 2c, 물(육수) 2c, 생 표고 150g, 들기름 1T, 바지락살 150g, 청주 1T, 생강즙 1t,  

미나리 150g

양념  조선간장 1T, 다진마늘 1T, 매실청 1T, 들기름 2T, 후춧가루 약간

양념간장  집간장 1T, 다진 마늘 1/2T, 오이다짐 1/3c, 다진 양송이 1/3c, 송송 썬 쪽파 1/3c,  

송송 썬 풋고추 2T, 매실청 1/2T, 참기름 1T, 깨소금 1T, 고추기름 1T

만드는 법

1. 쌀을 깨끗이 씻어 건진 후 젖은 면보를 덮어 30분간 불린다.

2. 미나리는 줄기만 송송 썰어 두고 양념과 양념간장을 각각 만든다.

3. 생 표고는 기둥을 떼어 채썰기하고, 바지락살은 물기를 뺀 후 청주와 생강즙에 버무린다.

4. 달군 팬에 들기름으로 바지락과 양념의 1/3을 넣고 볶아 꺼낸 뒤 

 그 팬에 표고를 남은 양념으로 볶는다.

5. 오이와 양송이, 쪽파, 풋고추를 굵게 다져 양념장을 만든다.

6. 전기밥솥에 쌀과 팬에 볶은 표고, 바지락, 물을 부어 밥을 안친다.

7. 밥이 다 되면 미나리를 송송 썰어 얹은 뒤 훌훌 섞어 밥을 푼다.

8. 양념간장을 곁들여 먹는다.

토종닭 버섯전골

재료   

토종닭 1마리(1.5kg)

육수  생강 1톨, 통후추 1/2T, 마늘 반통, 양파 1/2개, 

마른고추 1개, 생수3L

닭살양념  찢은 닭살 500g, 조선간장 1T, 후춧가루 약간, 

참기름 1/2T

생표고 70g, 느타리버섯 70g, 양송이 70g, 만가닥버섯 70g, 

도라지 100g, 애호박 200g, 감자 300g, 양파 150g, 

닭육수 2L, 청고추 2개, 붉은 고추 1/2개, 후춧가루 약간, 

부추(4cm) 150g, 팽이버섯 1/2봉지, 후춧가루 약간

양념장  조선간장 1T, 삭힌고추 100g, 쪽파다짐 1/2c, 다진마늘 

1T, 굵은 고춧가루 1/2T, 깨소금 1T, 참기름 1T, 매실청 1T

 만드는 법

1. 토종닭은 네 토막 내서 데친 후 찬물에 헹군다.

2. 데친 닭과 육수재료를 합해 40분 정도 끓인다.

3. 닭살을 발라 양념하고, 뼈는 20분정도 더 끓여 

 닭육수를 맑게 거른다.

4. 감자는 납작 썰기하고, 도라지는 5cm길이로   

 납작썰기한다. 호박은 반달썰기하고, 버섯은 먹기   

 좋게 손질한다(버섯은 기호에 따라 여러 종류로 

 준비하면 좋다). 

5.  전골냄비에 재료를 돌려 담고 가장자리에 육수를  

부어 끓인다.

6.  먹기 직전에 부추와 팽이버섯을 얹고 양념장을  

만들어 곁들인다.

지역암센터장 전미선 교수(방사선종양학과)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Tufts 의과대학 조교수, 미국 존스홉킨스 의

과대학 조교수를 지낸 뒤 아주대학교병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주대학교병원 암센터장, 기관연구윤리심의실장, 암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아주대학교병원 암통합지지센터장을 맡고 있다. 전미선 

교수는 국가암관리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암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암통합지지센터를 설립하여 암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크게 기여하

며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요리연구가 박종숙

경기음식연구원을 운영하며 서울과 그 근방인 경기음식에서 우리 음식의 뿌리

를 찾고 있다. 우리 음식의 맛을 보전, 발전시키는 일은 과학적인 접근으로 이해

하는 전통장에 있으며, 위생과 체계적인 계량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샘표식품 

미각 향상고문과 동원김치 기술고문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신세계푸드 한식부

페 올반의 컨설턴트이다. 제대로 차린 밥상에 문화를 얹어서 한식의 격을 높이

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전미선 교수와의 오랜 인연으로 맛있는 환자식에 관

심이 깊다.



2017. May+ June ___  25 

About Thanks

영상의학과 원제환 교수와 이종성 님 

감사와 신뢰가 빚어낸 
가장 좋은 합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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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병원과의 아주 특별한 인연

일반적으로 대개의 환자는 아래에서 위로, 즉 지역 병원을 최초

로 내원한 뒤 최종 종착지로 서울의 큰 병원을 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종성 님은 조금 남다른 행보를 보여줬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형병원에 다니다가 아주대학교병원으로 내려온 것

이다.

“간암을 치료하고자 서울 모 병원을 다니면서 색전술을 받았습

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 색전술로 안된다면서 간이식 

수술을 받자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둘 있었지만 둘 다 결혼을 한 

상태이고 도저히 자식들에게 간 이식을 받을 마음이 생기지 않

았습니다.”

이종성 님은 마음을 비웠다. 그리고-그의 표현대로라면-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아주대학교병원 

간센터의 왕희정 교수에게 가보라는 귀띔을 해줬다. 지푸라기라

도 잡는 심정으로 만난 왕희정 교수는 “간 수치가 적합한 수치가 

되거나 PET-CT 결과가 괜찮으면 절제수술을 할 수 있겠다”고 

했고 이종성 님은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간 이식이 아닌 절제수술

을 받을 수 있었다. 

“수술 이후에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한마디로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믿었던 제게 왕희정 교수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생명

의 은인이 되신 겁니다.”

이종성 님이 환한 미소를 짓는다.

그렇다면 오늘 만남의 주인공인 영상의학과 원제환 교수와 이

종성 님은 어떻게 만난 것일까? 

“지금은 굉장히 좋아지셨지만 지난 2월에 황달이 매우 심한 상

태에서 제게 오셨습니다. 종양이 담도를 막아서 담즙이 못 내려

가니까 황달이 심하게 왔던 거지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

니다.”

처음 원제환 교수가 시술을 했던 건 경피경간담도배액술이었

다. 초음파를 보면서 배액관을 유치하는 시술인데 출혈이나 감

염의 위험성 외에도 백(bag)을 달고 다녀야 하는 점 때문에 일

상생활에 불편함이 꽤 큰 시술이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시술은 전신마취가 아니라 부분마취입니다. 

또 꽤 아픈 시술이기도 해요. 이종성 님께는 사전에 시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며 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종성 

님께서 통증을 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애에 감동하다

이종성 님은 원제환 교수에게 경피경간담도배액술 이후 스텐트

를 삽입하면서 백을 제거하는 등 총 3번의 시술을 받고 퇴원하

면서 아주대학교병원에 감사의 편지를 전했다. 

예전에는 부부의 연을 맺기 전에 반드시 궁합을 봤다. 너른 공간에 집을 한 채 올릴 때에도 인근의 땅과 물의 조화를 봤다.

‘어울림’은 아주 먼 옛날부터 그토록 중요한 요소였다. 오늘 만난 영상의학과 원제환 교수와 이종성 님은 

의사와 환자 역시 좋은 합을 보여줄 때 가장 좋은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는 인물들. 

서로에 대한 감사와 믿음으로 훈훈했던 그 만남의 시간을 살짝 엿보았다.

글 이경희  사진 이성원

원제환 교수(영상의학과 )

진료 분야

혈액투석환자 중재적 치료, 다리동맥폐쇄, 

당뇨발환자 혈관개통술

약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주임교수 및 임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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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감사를 전해도 될 것인데 굳이 병원 측에 편지를 보낸 이유

를 묻자 이종성 님이 매우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스텐드를 심고, 배액관의 위치 변경 및 제거를 하는 모든 과정

에서 너무 친절하게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묻기도 전

에 시술 과정, 통증 정도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다녔던 서울의 모 대형 

병원은 환자를 돈으로 취급하는 듯했는데 그때와는 너무도 다른 

기분을 느낀 거지요. 환자 입장에서 의료진은 하느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기분은 

좋아질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지요. 아주대학교병원 내원 5년

차에 좋은 교수님들을 많이 알게 돼서 매우 행복했고 퇴원하는 

마당에 감사인사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종성 님은 덧붙여 “가만히 지켜보니 혈관조영실이 굉장히 힘

든 과”라면서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다들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이걸 병원에서 꼭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고 너털웃음

을 지었다.  

소통과 교감이 만드는 기적

이종성 님의 이야기를 듣는 원제환 교수의 얼굴에 보일 듯 말 듯

한 미소가 감돈다. 면전에서 칭찬을 듣는 게 쑥스럽기 짝이 없지

만 한편으로는 의료진의 수고와 고생을 보듬어 준 그 마음에 대

한 하염없는 고마움 때문이다. 무엇보다 환자와의 소통과 교감

은 평소 원제환 교수가 진료와 시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원칙. 원제환 교수는 그 마음이 전해졌다는 것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환자들은 시술을 받기 전에 자기가 어떤 치료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 이러저러한 치료방법을 설

명해드리고 여러 옵션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선택

을 해야 하는 거죠. 모든 환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원제환 교수는 “제 가족들도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면 제게 전화

를 해서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이러저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전해 들은 저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며 이는 “제 가족도 의사 선

생님한테 들은 설명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환자들에게 치료와 시술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반복해서 알려주는 원제환 교수의 평소 태도는 결국 환자를 자

신의 가족처럼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물론 환자와의 소통과 교감이 오직 의사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종성 님은 시술할 때부터 늘 고맙다고 인사를 하신 환자였습

니다. 바쁜 와중에 사실 그 말처럼 큰 힘이 되는 말이 없거든요. 

어떤 환자분은 일단 불신을 하면서 오는 분이 계십니다. 뭔가 시

술을 추가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색안경을 끼

고 보시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 자꾸 오해를 

하게 되고 제가 당부하는 것은 물론, 뭔가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

요하다고 얘기해도 잘 안 따르십니다. 결국 치료가 더 어려워지

고 치료의 효과도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원제환 교수의 표정에 안타까움이 서린다.

믿음에 대한 보답 

원제환 교수는 이종성 님에게 받았던 신뢰로 인해 치료와 효과 

면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확신한다. “환자분에게 받는 믿

음을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말로 의

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와 교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도 했다. 그 말에 이종성 님도 화답을 한다.

“여러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나름의 규칙이 있듯이 환자에

게도 환자의 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마음먹었을 때 병

의 회복 속도도 빠르고 더 빨리 퇴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원제환 교수 또한 이종성 님의 손을 꽉 맞잡는다.

“저희가 먼저 이종성 님께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종성 님께서는 

워낙 의지가 강하고 긍정적인 성품이라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

으리라 믿어요. 이종성 님이 해주신 감사인사의 위력을 누구보

다 크게 느끼고 다정한 말 한 마디에 큰 용기를 얻었으니 감사 

인사는 저와 저희 방 식구들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의사

로서 제가 믿고 있는 가치를 매순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는 데 평생을 바쳤던 이종성 님. 그리고 환

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삶의 절반을 쓴 원제환 교수. 의사와 환

자로 만났지만 두 사람이 한마음으로 빚어낸 조화는 삶을 더 아

름답게, 건강하게 만든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  

영상의학과 원제환 교수님

(박호성 선생님 포함) 감사드립니다.

7층 서병동 48호에 입원중인 

이종성입니다.

혈관시술을 통해 만난 원제환 

교수님(박호성 선생님) 이하 의료진은 

팀워크와 업무분담을 통해 업무 

폭주 중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시술을 

시행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시술 

전 환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시술 강도를 문의하면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시술 효과를 배가시켜 

주셨습니다.

우수 교수님과 직원에 대한 병원 

측의 격려 및 홍보를 통해 우수 

직원들이 많이 배출되어 더 발전하는 

아주대학교병원이 되길 기원합니다.



예전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노폐물 처리’에 대한 무라카미 

하루키 씨의 수필을 읽은 적이 있다. 아마 모든 것은 여기에

서 시작되었던 것 같다. 

우주선 내부에서 볼일을 보는 (큰)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힘든 일이었다.

변의 기미를 느끼면 우주 비행사는 접착제가 붙은 비닐 주

머니를 꺼내 그것을 엉덩이의 맨살에 착 붙여야 한다. 그것

이 나오면 비닐 위로 손가락으로 잡아서 끌어내린다. 무중

력 상태에서 그것은 저절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잡아서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무사히 일이 끝나면 이번에

는 살충제 캡슐을 열어서 그것을 비닐 주머니에 넣고 잘 섞

는다. 그 과정에 한 시간은 걸렸다. 냄새는 그야말로 엄청나

다고 쓰여 있다. 그도 그럴 것이다. 차창을 밀폐한 혼다 시

빅 속에서 세 사람이 교대로 볼일을 보는 것을 상상해 보라.

더 지독한 것은 누군가가 설사를 해서 처치를 할 여유가 없

었을 경우, 비행사들은 마구 흩어져 공처럼 공중에 떠 다니

는 동료의 변을, ‘나비를 잡듯이’ 하나하나 주워 모으는 것이

었다. 그 동안은 너무나도 냄새가 고약해서 비상용 산소 봄

베(역주: 고압의 기체나 액체를 넣는 강철제의 원통형 용기)

를 사용해서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무라카미 하루키, 『저녁 무렵에 면도하기』, 「원시적 광경」 중에서

이 글과 와우염증반응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이 무슨 관계가 있

을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와우는 측두골 내의 구중심처에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 속에 위

치하고 있으며, 진동에너지인 소리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변환과정에서 칼륨이온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칼륨이 풍부한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이 

공간인 내림프의 칼륨 농도는 150mM/L정도다. 혈청 칼륨 농

도의 정상치 (3.5~5.5mM/L)를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농

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리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내는 

특수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과 고립되어 있다. 마치 발

전소 주위에 경계가 삼엄한 것처럼 말이다. 인체 내에서는 뇌-

혈액 장벽처럼 면역체계와의 소통이 미미하여 면역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생명 활동 중의 부산물을 처리하

는 것에 있어서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이 밀

폐된 공간에서의 노폐물 처리와 유사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밀폐된 공간에서 노폐물 처리가 매우 중요하

듯이 와우 내의 스캐빈저(Scavenger) 세포들이 노폐물을 하

나하나 처리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노폐물 발생을 줄일 수 있

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전신성 

염증반응도 와우 내의 염증반응을 유도하여 청력저하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2015년 늦여름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드게펜 의과대학(UCLA David Geffen 

School of Medicine)에서 약 1년 동안의 연수를 하게 되었다. 

데이비드 림(David Lim) 교수와 문성균 교수의 지도하에 ‘귀 

질환의 발병학 연구실(Laboratory of Pathogenesis of Ear 

Disease)’에서 와우의 염증반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염증

에 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

반적으로 염증반응은 와우에서는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보

다 높겠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의 노폐물 처리’라는 관점에

서 본다면 염증세포들이 노폐물을 잘 처리하는 것은 무척 중요

하고 청력보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

는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기

후, 특히 대기였다. 내가 있었던 LA가 미국 내에서도 대기의 질

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지만, 한국과는 확연히 달랐다. 기후

학적인 요인, 정치 경제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바람

이 잘 통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와 오염방지에 대한 기술 

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도 중국 탓, 

바람 탓 이외에도 보다 나은 대기를 유지하기 위해 좀 더 노력

해야 할 것 같다. 노폐물을 잘 처리하는 것은 좁게는 와우 내에

서도 중요하지만, 신체에서는 더욱 중요하고, 우리의 생활환경

에서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혹자는 대기오염이 자본

주의 사회에서 그나마 가장 민주적인 요소라고는 하지만, 굳이 

나쁜 공기를 마시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기 

중의 미세먼지는 몸으로 침투하여 염증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

니 말이다. 

이 글의 마무리도 하루키 씨의 수필로 하려 한다. 이 수필의 마

무리는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읽고 있으니, ‘음, 별로 달 같은 데는 안 가도 되

겠어.’ 하는 생각이 든다. 

하루키 씨는 이런 연구는 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이런 연구는 

내가 할 테니, 하루키 씨의 좋은 글을 계속 읽고 싶다는 생각

을 하며 지난 1년간의 해외 연수 생활을 되새겨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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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연구 나의테마

와우염증반응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

글 박헌이 교수(이비인후과)

박헌이 교수(이비인후과 )

박헌이 교수는 1997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거쳐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

인후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문 진료 분야는 난청, 이명, 

어지럼증, 중이염, 인공와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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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outoon

꽃가루 알레르기로부터 
건강 지키기

글 예영민 교수(알레르기내과)   만화 김태권

주로 봄철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는 자작나무, 오리나무, 

참나무, 느릅나무 등 나무 꽃가루로 2월 말부터 5월까지 관찰된

다. 흔히 송화가루가 날릴 때면 어김없이 증상이 심해진다고 말하

는 환자가 많은데 소나무는 봄부터 여름까지 많은 양의 꽃가루를 

뿌리지만 정작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꽃가루

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꽃가루 속의 알레르기 성분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알레르기 

환자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꽃가루에 노출되면 콧물, 재채기, 

눈 가려움, 충혈, 목이 간질거리거나 기침, 가슴 답답함, 피부가

려움, 약간의 발열 및 몸살기운 등 꽃가루와 접촉하는 다양한 신

체부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알레르기가 이렇게 호흡기 

증상으로 나타나면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다. 그래서 봄철이면 기

온 차가 커서 감기를 자주 앓는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많다. 알레

르기 증상이 같은 계절에 매년 반복된다면, 꽃가루로 인한 알레

르기비염, 결막염, 천식, 알레르기 피부질환은 아닌지 의심해봐

야 한다. 혈액검사나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 원인이 되

는 알레르기를 확인하고, 환경관리와 

올바른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중

요하다. 또한 원인이 되는 꽃가

루와 증상 간의 인과관계가 확실

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면역

치료와 같은 근본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다.

꽃가루로 인한 알레

르기비염, 결막염이 

있는 환자 중에는 과일 또는 야채를 먹을 때 입안이 가렵거나, 

입술이 붓고, 목이 아픈 사람도 있다. 이러한 증상을 ‘구강알레

르기 증후군’이라고 한다. 봄철 꽃가루 중에서도 자작나무, 오

리나무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사과, 복숭아, 자두 등 과일

을 먹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천식, 비염 환자는 평

소 증상조절을 위한 치료를 소홀히 할 경우에 봄철 미세먼지, 

황사, 일교차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봄철 꽃가

루에 과민한 환자는 꽃가루가 날리기 전부터 미리 증상 조절을 

위한 약물치료를 유지해야 한다. 외출 전 꽃가루 예보를 통해 

지역의 꽃가루 지수를 확인하고, 마스크(황사용), 보호안경 등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꽃이 피는 시기와 꽃가루가 날리는 기

간에도 영향을 미치며, 꽃가루의 알레르기 독성을 증가시킨다

고 알려져 있다. 아침 10시 이전에는 운동을 삼가는 것이 좋으

며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외출 후에는 손, 발을 깨끗이 

씻고, 외출복의 먼지를 잘 털어내는 것이 좋고, 채소나 과일을 

세척할 때도 유의해야 한다. 천식환자가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에 노출된 후에 증상이 악화되면 구급약을 사용한 후 병원을 방

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때로는 원인을 알아도 피할 수 없는 질병이 있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알레르기성이 없는 꽃가루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스스로 봄철에 증상이 나빠지지는 않

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 (http://www.airkorea.or.kr/dustForecast/, 

http://www.pollen.or.kr/)를 바탕으로 평소 알레르기 질환을 

앓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누구나 건강하게 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백설공주와 꽃가루 알레르기 밳환절기 꽃가루가 너무해!

예영민 교수(알레르기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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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Together

장지연 주임간호사는 ‘간호사는 나의 천직’이라고 말한다. 입바른 말이 아닌 진심이다.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돌보는 일에 몰입하다 보니 다른 길을 돌아볼 새 없이 외과병동에서만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녀와의 대화 속에, 여전히 식지 않는 열정이 뜨겁게 번지고 있었다. 

글 정라희   사진 이성원

외과병동 장지연 주임간호사

뜨거운 열정으로 환자를 돌보다 외과병동의 터줏대감

오랜만에 외과병동을 찾은 환자들에게 그녀는 익숙하고도 반가

운 얼굴이다. 혹자는 “아직도 여기 있어?”라고 농 섞인 인사를 

건네기도 한다. 첫 일터로 아주대학교병원에 들어온 그녀는 그 

후로도 지금까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 간호사가 같은 

병동에서 이토록 오래 근무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병원 사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스스로 ‘외

과 체질’이라고 할 만큼 이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사람들이 간

호사라는 직업의 단점으로 꼽는 3교대도 이제는 익숙해졌다.

“신규 간호사 때는 질문 하나 하는 것도 무서워서 제가 묻고 싶

은 것만 물었어요. 혹시라도 실수한 건 아닌지 집에서도 내내 

스트레스를 받으며 병원 생각만 했죠. 하지만 지금은 환자가 입

원하는 순간,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그림 그려지듯이 머리

에 떠올라요. 이제는 ‘천직’이다 싶을 정도니까요.”

하루에도 몇 건의 수술 환자가 있는 외과병동의 하루는 잠시도 

앉아 있을 틈 없이 분주하게 돌아간다.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 간호사이기에, 작은 실수 하나도 허투루 지나칠 수 없다는 

마음이 현재의 그녀를 만들었다. 오랜 훈련으로 이제 응급 상황

에서도 몸이 먼저 움직인다. 그녀의 판단과 처치 덕분에 위기를 

넘긴 환자의 보호자가 ‘덕분에 살았어요’ 하고 감사 인사를 전해

올 때면 ‘내가 뭘 했다고’ 싶으면서도 보람이 밀려든다. 외과병

동에서 신규 간호사들이 궁금한 것이 있을 때면 가장 먼저 찾는 

이도 그녀다.

간호사는 나의 운명

놀랍게도 어린 시절 그녀는 주사 맞는 것이 무서워 병원 근처

도 가기 싫어했던 아이였다. 그래서 부모님조차도 그녀가 간호

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생각이 달라진 것은 

고등학교 때였다. 98학번인 그녀는 고등학교 때 IMF를 경험한 

세대. 대학 원서를 쓰면서 진로를 고민하던 그녀에게 담임교사

가 간호학과에 지원해볼 것을 권유했다. ‘설마 되겠어?’ 했지만, 

합격증을 받았다. 혹시라도 적성에 안 맞아 중도 포기할까 염려

했던 부모님의 반대도 거셌다. 

“학교에 다니면서 실습을 하는데, 다행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

이 들었어요. 그 즈음 TV에서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가 인기

를 끌어, 졸업하면 아주대학교병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면접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좋게 봐주셨던 

거 같아요.”

물론 실제 병원 생활은 드라마 같지 않았지만, 때로는 그보다 더

한 감동의 순간도 적지 않다. 희귀질환으로 10대에 장루 처치를 

받은 환자가 무사히 대학에 가고 결혼 소식까지 전해온 적도 있

다. 투병 중에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때

때로 찾아오는 고충도 씻은 듯 사라진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로 남고 싶다는 장지연 주임간호사. 

하루하루 자신의 소명을 지켜가는 그녀가 있기에, 한결 마음 편

히 외과병동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외과병동의 하루는 잠시도 

앉아 있을 틈 없이 분주하게 돌아간다.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 간호사이기에, 

작은 실수 하나도 허투루 지나칠 수 없다는 

마음이 현재의 그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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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이전식 개최

아주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경기남부해바

라기센터(거점)가 지난 3월 21일 본관 지하1층 

아주홀과 센터 일대에서 이전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신의진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

협회장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경기도청, 경기남

부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김동연 아

주대학교 총장, 유희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탁승제 병원장 등이 참석해 센터 증축 이전을 축

하했다.

이번 증축 이전으로 기존에 응급실 내부와 병원 

외부의 별도 건물에서 각각 분리 운영했던 업무

를 통합해 센터를 이용하는 피해자에게 보다 편

리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는 2006년 원스톱센터로 

시작해 2014년 전국 36개 해바라기센터를 총괄

하는 거점센터로 선정되었으며 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의료지원, 법률지원을 원스톱(One-

Stop)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피해자 지원 

표준모델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차 위암 적정성평가’ 결과, 

아주대학교병원 2년 연속 1등급 획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 24일 위암 치료 

잘하는 병원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한 ‘위암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아주대학교병원이 종합점수 만점을 기록하며 2

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2차 위암 적정성 평가는 2015년 1월에서 12월

까지 전국 221개의 의료기관에서 원발성 위암으

로 수술(내시경 절제술 또는 위절제술)을 시행한 

2만2,042건에 대하여 19개의 지표 분석을 통해 

이뤄졌으며, 아주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총 98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53곳, 병

원 2곳)이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한상욱 위암센터장(위장

관외과)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한 성적

을 거둬 기쁘다. 특히 위절제술의 80% 정도를 복

강경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이 상급

종합병원 평균에 비해 입원일수가 2.2일 짧고 입

원진료비가 13만4천 원 저렴한 것은 수술 실력

뿐 아니라 통증이나 합병률 등에서 위암 환자가 

수술 받기에 좋은 병원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

했다. 이외에도 아주대학교병원은 개복하여 진행

하는 위의 전절제와 부분절제에서도 수술 합병

증이 적어 입원일수가 상급종합병원 평균에 비

해 각각 3일, 1.8일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학교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폐암 3차 적정성 평가’

3년 연속 1등급 획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월 18일 홈페이지

에 발표한 ‘폐암 3차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아주

대학교병원이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번 3차 평가는 2015년 1~12월 전국 123개 

의료기관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폐암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1만350건을 대

상으로 22개의 지표 분석(구조부문 1개, 과정부

문 19개, 결과부문 2개)을 통해 이뤄졌다. 아주대

아주대학교의료원 보직자 임명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첨단의학연구원 부원장에 이비인후과 김철호 교수를, 임

상시험센터 부센터장에 알레르기내과 예영민 교수를 신임 임명했고, 건강증

진센터 부소장에 직업환경의학과 박재범 교수를 연임했다. 김철호 교수는 4

월 1일자, 예영민·박재범 교수는 5월 1일자 임명이다.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 부원장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아

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주임교수 겸 임상과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동아일보에서 평가한 베스트 닥터 선정에서 인후 두경부 질환의 명의로 선

정되었으며, 대외적으로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교육연구이사, 대한두경부종양

학회 학술이사,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 학술이사,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

회 상임이사, 대한기관식도학회 상임이사, 대한신경모니터링학회 연구이사, 

Tissue Engineering and Rehabilitation Medicine 저널의 Vice Editor로 활

동하고 있다.

예영민 임상시험센터 부센터장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아

주대학교 의과대학 알레르기내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장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산하 두드러기·혈관부

종·아나필락시스 워크그룹 팀장과 학술위원,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학

술위원, 대한내과학회 알레르기분과 수련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재범 건강증진센터 부소장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항공

의료원에서 예방의학과장, 연구부장을 맡았다. 이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직

업환경의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임교수 겸 임상과장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직업환경의학회 학술이사, 직무스트레스학회 상임이사, 한국특

수건강진단협의회 학술위원,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교육위원 등을 역

임하고 있다.

안영환 교수,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장 선출

신경외과 안영환 교수가 지난 3월 25일에 열린 제23회 대한정위기능신경외

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21대 회장에 선출됐다.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는 1990년에 창립했고 2015년에 세계정위기능신

경외과학회 정식 분회로 가입한 세계 수준의 중견 학술단체다. 정위기능신경

외과는 이상운동 질환(파킨슨병, 강직 등), 뇌전증, 난치성 통증, 뇌신경기능장

애(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설인신경통), 난치성 정신질환 및 치매 등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비롯하여 정위적 초음파 뇌수술, 정위방사선수술, 세포치료 및 

줄기세포의 정위적 뇌이식을 포함한 재생의학 분야, 수술 중 신경감시, 뇌와 컴퓨터간 인터페이스를 이

용한 치료기법 등이 적용되는 신경외과의 첨단 분야기도 하다.

안영환 신임회장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4년부터 아주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

며 신경재생줄기세포연구소장을 지냈고 현재 파킨슨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감마나

이프방사선수술학회 회장,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부회장을 지냈고, 현재 대한신경외과학회 학회지 

편집위원, 아시아 및 세계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정회원, 뇌신경기능장애연구회 상임이사, 대한통증연구

학회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교병원은 전문인력 구성, 진단적 평가 및 기록 

충실도, 수술, 전신요법, 방사선치료 등 영역별로 

거의 만점을 받아 전체 의료기관은 물론 상급종

합병원의 평균 종합점수 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입원에서 퇴원까지의 평균 입원일수

도 전체병원 평균에 비해 1일 이상 짧았다.

이번 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에 대하여 폐센터 신

승수 센터장은 “아주대학교병원이 개흉술보다 

흉강경 수술에서 진료비 및 입원일수 성적이 우

수하게 나타난 것은 흉강경 수술을 많이 하는 아

주대병원의 축적된 임상성과가 반영된 것”이라

고 설명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선정

아주대학교병원이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선정돼 자살관

리 사업에 나선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병원 

응급실에 배치된 전문 상담인력이 자살시도자에

게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제공하여 자살 재시도

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은 현재 모두 42곳이며, 

경기도에는 아주대학교병원을 비롯하여 8곳에서 

수행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응급실에 상담인력을 배치해 

응급실에 실려 온 자살시도자에게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협진을 통한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상담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 

지원을 해준다. 아주대학교병원을 포함한 사업 

수행기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는 치료비

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는 생명보험사회

공헌재단의 기금으로 1인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www.ajoumc.or.kr 

김철호 교수

예영민 교수

박재범 교수



의학문헌정보센터 도서 기증

●	피부과학교실	이은소	교수,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2』	외	도서	10권,	

	 낱권저널	16권	기증.

●	간호대학	박지원	교수,	

	 『간호학개론』	외	도서	34권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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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하회족자치구 관계자

본원 방문

중국 영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관계자 

일행이 자치구 내 의료단지 건설사업 협력 방안

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아주대학교의

료원을 방문했다.

영하회족자치구 하정영 상무청장을 비롯한 방

문단은 한·중·일 3개국 병원과 기업을 대상으

로 ‘영하 건강산업 홍보회’를 개최하기 위해 방한

했으며 일정 중 본원을 방문해 병원 건립 자문과 

위탁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희석 의료원장은 환영사에서 “영하건강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영하회족자치구 의료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한다. 앞으로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교류해 긴밀한 협력 관계로 발전하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희석 의료원장,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초청강의 성료

유희석 의료원장(산부인과)이 미국 오하이오 주

립대학의 초청을 받아 지난 3월16일 자궁경부

암의 수술적 치료법에 대한 특강을 했다. 유 의

료원장은 1992년부터 2년 간 오하이오 주립대

학에서 부인암 치료를 연수한 바 있다. 강의는 

‘자궁경부암 1B병기 환자의 치료(Individualized 

approach in primary treatment for FIGO stage IB 

cervical cancer)’라는 제목으로, 아주대학교 의

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에서 최근 발표한 자궁경

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미국, 호주, 독일, 포르투갈, 터키 등 총 12

개국에서 16명이 프로그램에 참석했으며 아주대

학교병원에는 인도(St. Isabel's Hospital·Trichy 

Kap Viswanathan Medical College)와 러시아

(Medical and Rehabilitation Centre) 의사 3명이 

방문하여 일주일 간 복강경 및 로봇 수술 등 위

암 수술법을 비롯해 아주대학교병원 위암센터의 

선진 의술을 전수받았다.

수료식에서 한상욱 위암센터장은 “짧은 기간이

었지만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습득한 의술을 바탕

으로 인도와 러시아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

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UCLA 치과교정과

상호 교환 교육 커리큘럼 확정

아주대학교와 미국 UCLA 치과교정과가 최근 

UCLA 치과대학 치과교정과 클리닉에서 만나 대

학원생 교육에 관한 상호협력(일명 ‘AU(Ajou-

UCLA) 교육 컨소시엄’)의 구체적 내용을 최종 확

정 지었다. 지난해 4월 대학원생 교육에 관한 상

호협력을 체결한 양 기관은 상호 교환 교육 커

리큘럼의 세부적인 준비 작업을 해왔고, 김영호 

아주대학교 치과병원장 겸 임상치의학대학원장

이 3월 9일 UCLA를 방문하여 치과교정과 Kang 

Ting(과장), Won Moon(Director), Christine Hong 

교수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상호 교환 교육 프로그램의 첫 일정은 오는 9월 

부암 관련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자궁경부

암 1기의 수술적 치료법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유희석 의료원장은 대한부인종양학회장, 대한

비뇨부인학회장, 부인암학회지 Gynecologic 

Oncology의 편집위원과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의 편집위원장 등을 지냈고, 현재 아시

아부인종양학회(ASGO) 차기회장, 대한의료정보

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주한미군·해군과

전시 대량사상자 후송훈련 실시

아주대학교병원과 주한미군, 해군은 지난 3월 

15일 키리졸브 훈련의 일환으로 ‘미군 전시 대

량사상자 후송훈련(Dragon Lift 2017)’을 진행했

다. 이날 훈련은 전시에 미군 부상자가 다수 발

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미군 장병 50여 

명, 아주대학교병원 의료진 60여 명이 참여해 미

군 블랙호크 헬기(다목적 전술공수작전 수행용)

를 이용한 항공이송과 허머(Hummer) 앰뷸런스

를 이용한 지상이송을 동시에 훈련했다.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외상외과)은 “우

리나라 전상자 또는 군 훈련 중 부상자 발생 건

을 따져보면 군 차원에서 외상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비용이나 의료서비스 등을 

따지면 현 외상센터를 중심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군이 의료협력체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타당

하다”며 이번 훈련의 의미를 설명했다.

아주대학교병원, 2년 연속 지역암센터

 우수사업기관 선정

아주대학교병원 경기지역암센터가 지난해에 이

어 올해도 보건복지부 ‘2017년도 지역암센터 우

수사업기관’에 선정됐다.

아주대학교 치과교정과 전공의와 임상치의학대

학원생의 UCLA 공식 방문 일정이다. 이 프로그

램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아주대학교 소개, 증

례 발표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실질적 상호교

환 교육이 될 전망이다. 올해 방문을 시작으로 아

주대학교에서는 매년 9월 정기적으로 UCLA 교

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이며, UCLA에서도 아

주대학교 방문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영호 치과병원장 겸 임상치의학대학원장은 “아

주대학교는 AU(Ajou-UCLA) 교육 컨소시엄 체결

에 따라 치과교정과 대학원생의 방문 교육 프로

그램을 추진한 데 이어 UCLA와 공동연구 등을 

통해 국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생-수원시 어르신 

'2017 마음맺음사업 결연식' 개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생-수원시 어르신 마음

맺음사업 결연식’이 지난 3월 29일 아주대학교

병원 별관 대강당 로비에서 열렸다. 올해로 6회

를 맞이한 ‘2017 마음맺음사업 결연식’에는 주일

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장, 정신건강의학과 홍창

형 교수(수원시노인정신건강센터장), 정신건강의

학과 손상준 교수(수원시노인정신건강센터 자문

의), 김혜경 장안구보건소장, 의과대학 신입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생-수원시 어르신 마음맺

음’ 사업은 의과대학생이 지역사회 노인과 일대

일 결연을 맺어 지역 어르신에게는 의학적·정

서적 도움을 주고, 학생에게는 의사-환자간 의

사소통과 예비의사의 기본품성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마음맺음사업에 참여한 학생

은 46명, 어르신은 46명이다.

주일로 의과대학장은 축사에서 “의과대학생들이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 따뜻한 마

음을 가진 의사, 환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

는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

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우리 대학이 상호 발전적

인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아주대학교병원 방문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15일 주한미군, 해

군이 함께 진행한 ‘미군 전시 대량사상자 후송훈

련(Dragon Lift 2017)’과 관련해 본원의 훈련 참

가와 평시 의무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 이

날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외상센터와 본원 시

설을 둘러보고 탁승제 병원장 등 본원 보직자와 

만난 자리에서 “군 훈련 중 부상자 발생 시 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해군과 아주대학교병원이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해군과 2013년 환자 진료와 

응급의료지원훈련 등에 관한 진료협약을 체결했

으며 현재까지 민·군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현역 장병 환자에 대한 

진료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지역암센터 운영과 국가암

관리사업 수행 결과 등을 심사하여 매년 전국 지

역암센터 12곳 중 3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

정하여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아주대학교병원은 2011년에 경기도 암환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암센터로 지정됐으며, 암환

자의 치료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치유와 회복’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지역암센터는 보건소

나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자원이 풍부한 경기도 

특성에 따라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지역사

회와 협력 및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를 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의료진이 알려주는 ‘암아카

데미’ 유튜브 동영상, 이완요법·상담 등 스트레

스관리 이완명상교육 행복교실, 찾아가는 암예

방 강의, 암종별 강의와 참여형 강의로 구성된 암

통합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이 있으며, 이밖

에도 암예방 및 국가암검진 홍보, 지역주민 교육, 

진단치료 및 연구사업, 경기도 암환자 관리 정책 

지원 등 총체적인 관리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전미선 경기지역암센터장은 “지역 내 유관기관

과 협력하여 지역의 암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

하고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암생

존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위암센터, 러시아·인도 연수의사

수료식 개최해

아주대학교병원 위암센터는 지난 3월 21일 별관 

5층 소회의실에서 ‘위암 마스터 클래스(Gastric 

Cancer Master Class) 연수의사 수료식’을 개최

했다. 위암 마스터 클래스는 2017년 대한위암학

회 국제학술대회(KINGCA Week 2017)에서 학술

대회 전 해외 참석자들에게 국내 유수 병원을 방

문하여 한국의 수준 높은 위암 치료와 연구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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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형·조남한 교수, 

제45회 보건의 날 유공 표창 수상

정신건강의학교실 홍창형 교수와 예방의학교실 조남

한 교수가 지난 4월 7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

건복지부 제45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각각 국무총

리상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의 날은 국민의 보건의식을 고취하고 건강증진

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매년 

4월 7일)이며 이날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유공자를 

포상한다.

홍창형 교수는 중앙자살예방센터장(2016~ ), 수원

시행복정신건강센터장(2014~ ), 수원시노인정신건

강센터장(2008~ )을 맡아 일반인을 비롯하여 질환

군, 고위험군과 가족에 대한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홍 교수는 치매예방 

금메달사업, 지역사회 노인자살예방사업 모델, 정신

건강평생통합관리시스템 등을 개발해 지역사회 정

신질환 예방관리와 자살예방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

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조남한 교수는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질

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에 참여해 16년 간 지역사회 코호트를 구축하고 운

영해 왔다. 조 교수는 코호트 참여자에서 확보한 역

학·임상·검진자료와 인체자원을 분석해 현재까지 

2백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연구 결과를 반영해 

만성질환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등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

부장관상을 받았다.

왕희정 암센터장, 

국가 암 관리 사업 유공 표창 수상

아주대학교병원 왕희정 암센터장(간이식 및 간담도

외과)이 2017년 ‘제10회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보건복지부가 국가 암 관리 사업에 기여한 공로자

에게 수여하는 국가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왕희정 암센터장은 간암 및 간이식 전문의로서 암 

진단·치료·관리 등 암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

로를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대한간암학회와 한국

간담췌외과학회 회장을 등을 역임하며 지속적인 학

술 활동을 했으며, 국내 최초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

과 혈우병 간이식으로 암 환자 치료 기술 발전과 4

기 간암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

왕희정 교수는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과 암 예방을 

위해 진료와 연구, 교육에 더욱 힘쓰고 지역 암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해영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상,

박래웅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상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서해영 교수와 의

료정보학과 박래웅 교수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코

엑스에서 열린 BIO KOREA 2017 유공자 포상식에

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상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서해영 교수는 고효율 

항암기능성 유전자·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여 

한미약품에 기술이전하고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등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치료제는 일반항암제와 

달리 전신독성이 없고 암 표적 기능이 높아 난치성 

악성뇌종양 치료 효능이 탁월하다. 또 타장기암 치

료에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치료제 개발

이 완전히 성공하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유전자세

포치료제로서 기능성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촉진

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을 받은 박래웅 교수는 

한국오딧세이 컨소시엄을 조직하여 11개 대학병원

과 보험공단의 임상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있고, 최

근 2년 6개월 동안 150회 이상 강연을 하여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의약산

업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한 기반 조성

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박 교수가 진행하

는 병원 임상자료 표준화가 완료되면 병원 연구자

뿐 아니라 제약사나 기업도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

해하지 않고 연구, 제약, 제품개발에 필요한 각종 정

보를 손쉽고 빠르게 얻게 돼 국내외 많은 제약사와 

기업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수영 교수, 

한국여자의사회 JW중외학술대상 수상

소아청소년과 이수영 교수가 지난 4월 15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여자의사회 제

61차 정기총회에서 JW중외학술대상을 수상했다.

JW중외학술대상은 한국여자의사회가 제정한 4대 

대내외 시상 중 하나로, 수상자는 상패와 JW중외제

약이 후원하는 소정의 상금을 받는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소아 알레르기 및 호흡기 분야

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이고 있는 이수영 교수가 세

계적인 의학저널 알레르기(Allergy 2016)에 게재한 

연구논문 ‘소아청소년에서 땅콩, 견과류, 씨앗류 유

발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다기관 연구(A Multicenter 

study on anaphylaxis caused by peanut, tree 

nuts, and seeds in children and adolescents)’를 

이번 학술대상 수상 논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 논문은 북미나 유럽, 일본에 비해 대규모 다기

관 연구가 전무한 소아청소년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원인과 임상 특성을 집대성한 내용으로 이수영 교

수가 책임연구자로서 다기관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

끌어 완성했다.

이수영 교수는 소아 알레르기 및 호흡기 전문의로 

특히 식품알레르기와 아나필락시스 분야에서 최고

의 전문가로 꼽힌다.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센터장을 맡아 근거 중심 알레르기 질환 교육 및 환

자 관리에 앞장서 다수의 수상을 했고, 관련 정책연

구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어 학계는 물론 정부 기

관에서도 전문성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정연훈 교수·신범용 대학원생, 

우수 포스터상 수상

이비인후과 정연훈 교수와 신범용 대학원생(BK21 

플러스)이 지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대학교 

글로벌 컨벤션 플라자에서 열린 제54차 대한이과학

회 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포스터 제목은 ‘Functionally designed 

nano-scaffolds for regeneration of chronic 

tympanic membrane perforations’로, 정 교수팀

은 표피성장인자가 방출되는 나노패턴 패치를 적용

하여 급성·만성고막천공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

구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연구

팀은 기술 실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김철호 교수팀,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이비인후과 김철호 교수팀(홍수아 전공의)이 지난 3

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2017년 제13차 대

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논문 제목은 ‘Cl in ical analysis of 

rhabdomyosarcoma in infant’로, 소아에서 세 번

째로 흔한 악성 종양인 횡문근육종의 치료적 접근

에 대한 내용이다.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는 이비

인후과의 분과 중 하나인 소아이비인후과학의 임상 

및 기초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외 학문적 교

류를 통해 소아이비인후과학의 전문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 설립된 학회다.

정재연 교수팀, 대한간암학회

학술연구기금 지원과제 선정

소화기내과 정재연 교수팀(공동연구자: 김순선 교

수)이 대한간암학회 18기 학술연구기금 지원과제에 

선정되었다.

정 교수팀은 ‘C형간염 관련 간암에서 직접작용 항

바이러스제(direct acting antivirals) 치료가 간암 

재발 및 예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면역학적 기전 

규명’을 주제로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서울

대학교병원, 동산의료원으로 구성된 다기관 연구를 

주도한다. 

이 연구로 정 교수팀은 대한간암학회에서 2천만 원

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위장관외과팀, 

대한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각종 수상 소식 잇따라

위장관외과팀이 지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

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

(KINGCA Week 2017)에서 종양학술상을 비롯한 

각종 수상으로 활발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허훈 교수는 ‘위암 항암치료에 있어서 IL-6가 스

트로마로 유발된 내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Interleukin-6 is a key player in stroma-induced 

resistance to chemotherapy for gastric carcinomas)’ 

연구 논문으로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손상용 교수는 2016년 대한위암학회지에 게재

한 논문 ‘장기간 경험 축적을 통한 로봇 위 절제

술이 복강경 위 절제술을 능가할 수 있는가: 아

주대학교병원 내 7년 간 임상경험에 대한 성향

점수 분석(Can robotic gastrectomy surpass 

laparoscopic gastrectomy by acquiring long-

term experience? a propensity-score analysis 

for a 7-year experience at a single institution)’

으로 종양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한위암학회지 

심사자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 심사자상을 받

았다.

또 ‘치료가 힘든 위 절제 후 철분 결핍성 빈혈에서 

고용량 철분제 페릭 카복시말토스 치료의 효용성

(The efficacy of intravenous ferric carboxymaltose 

for the treatment of intractable iron deficiency 

anemia for gastric cancer surgery)’ 논문으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해 3개의 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신호정 임상강사는 ‘절제 가능한 위암에 있어 수

술 전 콜레스테롤이 생존 예후를 예측하는 지표다

(Preoperative cholesterol predict survival for 

patients with resectable gastric cancer)’라는 주

제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김현지·최진욱 교수 

최고 구연상 수상

영상의학과 김현지·최진욱 교수가 지난 3월 23일

부터 25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

5회 MRI 국제학술대회 및 제22차 대한자기공명의

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최고 구연상(Best Oral 

Presentation Awards)을 수상했다. 

수상한 논문 제목은 ‘Multiparametric quantitative 

MRI를 이용한 수초화의 자동 정량화(Automated 

quantification of myelin using multiparametric 

quantitative MRI)’이다. 

연구팀은 Multiparametric quantitative MRI를 통해 

뇌 수초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

였으며, 이번 연구 결과가 소아의 지연 발달이나 정

신 질환 등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치과병원 강정현 임상강사, 

IADR Colgate Research in Prevention 

Travel Award 수상

치과병원 강정현 임상강사가 지난 3월 2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치과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 IADR) 학술대

회에서 IADR Colgate Research in Prevention 

Travel Award를 수상했다.

수상한 초록의 제목은 ‘여성 청소년기 골관절염 

환자의 치아 및 골격 성숙도(Dental and Skeletal 

Matur i t ies in Female Adolescent TMJ 

Osteoarthritis Patients)’다.

이번 발표에서 사춘기 여성 턱관절 골관절염 환자

의 치령과 골령을 분석하여 손가락이나 무릎과 달

리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발병할 수 있는 턱관절 골

관절염의 원인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강정현 임상강사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임상강사를 거쳐 3월 1일부

터 아주대학교병원 치과병원에 근무했다. 세부 진료

분야는 턱관절장애, 이갈이, 코골이, 두경부통증, 연

조직질환, 구취이며 경기도에서는 거의 없는 구강내

과 전문의다.

보건대학원 박지선 대학원생, 

최우수포스터상 수상

보건대학원 박지선 대학원생(지도교수: 이은현)이 지

난 4월 7일부터 8일까지 동덕여대 100주년 기념관에

서 열린 대한보건협회 제41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에

서 최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포스터 제목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

후군) 발생 기간 동안 일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 근

무 간호사의 정신건강 상태(Mental Health of Nurses 

at a State-Designated Hospital During a MERS-CoV 

Outbreak)’로, 박지선 대학원생은 메르스 발생 기

간 동안 낙인과 강인성이 간호사의 정신건강 상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낙

인과 강인성, 스트레스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한 교육·

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해 정신건강 상태를 크게 향상시

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감염병 발생 시 의료진

이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와 정책

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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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류마티스내과 김현아 교수님, 항상 가족 같이 따스

하게 진료해 주시고, 걷지도 앉지도 못하던 저를 자

유롭게 걷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병대 님 

아주대학교병원은 모든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편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친절한 10층 이식병동 간

호사님들의 많은 노고에 감사합니다. 오정화 님

아버지께서 입원해 계시는 동안 편히 계시다 퇴원하셨습

니다. 특히 양가연 간호사님께서는 가족과 같은 친절함과 

배려로 간호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정회 님

통증클리닉 박성철 교수님과 간호사님의 친절한 진료

와 세심한 돌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성택 님

아내가 2개월동안 분만실에 입원했는데 간호사 선생님들께 큰 도움 받

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정아 간호사 선생님, 항상 웃음 잃지 

않고 밝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민우 님

저희 아기가 MRI 촬영 도중 깨어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배려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미경 님

세심하게 치료해주시고 위로해주신 심혈관센터 양형

모 교수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

는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상석 님

고객의 서류 문제로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외래원무팀 금초롱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확인하며 도움을 주셨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 뿐 아니라 고객에

게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경숙 님

어려운 일들로 머리가 아프고 답답할 때마다 양혜진 사회복지사님에

게 상담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비마다 버팀목이 되어주신 

사회사업팀 양혜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정화 님

남편의 화폐상습진 때문에 오랜 시간 고생했는데 아주대

학교병원 내원 후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알레르기내과 남동호 교수님의 자상함이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인숙 님  

아주대학교병원을 이용하신 고객분들께서 3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고객의 소리’를 통해 전해주신 의견을 담았습니다.

대표전화 1688-6114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http://hosp.ajoumc.or.kr/ 및

병원 내 ‘고객 소리함’

제 아내가 아이를 혼자 돌보는데 김동희 간호사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9층 동병동 간호사님 모두 천사 같아요. 또한 

신경과 윤정한 교수님께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동한 님

환자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말 한마디는 큰 

위로와 위안이 됩니다. 특히 중환자실 김정임 간호사님의 따뜻한 배려는 두

고두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익명

비뇨기과 접수창구의 김진희 간호사 선생님은 환자와 보호

자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 친절하여 볼 때마다 엔돌핀이 생

성되는 것 같습니다.  홍재숙 님

뇌사장기기증,
생명을 두드리는 또 하나의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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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친절한 간호사님들과 전공의 선생님, 교수님의 믿음과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이젠 가족같이 느껴지는 종양혈액

내과 최용원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화 님

갑상선내분비외과 김형규 교수님께 갑상선 암 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위보다는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료해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권용선 님

위암 수술을 잘 진행해주신 위암센터 허훈 교수님의 친절한 진료에 감사드립

니다. 회진 때마다 보여주신 따뜻한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최경선 님

비뇨기과 김선일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환자를 가족처

럼 대해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본관 11층서병동 간

호사 선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김점순 님

아빠께 간을 이식해드린 딸입니다. 대수술인지라 걱정이 많았는데 간센터 의료진분들이 

친절하게 보살펴 주셔서 아빠와 제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임희선 님

간센터 김봉완 교수님께서 외국인인 제게 간이식을 해 주

시고 마음으로 위로해주셨어요. 소중섭, 홍성연, 배상은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모두 저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너

무 고맙습니다.  조춘화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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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vision&Radio

언론에 보도된 아주대학교의료원Media in AUMC

Newspaper

비뇨기과 최종보 교수

MBC 뉴스데스크 (2017. 03. 07.)

‘3만 원 더 벌려고…’ 

일회용 검사도구 10번씩 재사용?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

포항 MBC 뉴스 (2017. 04. 05.)

‘골든타임’ 사수하라

위장관외과 한상욱 교수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2017. 04. 12.)

영양제 잘 드시고 계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이수영 교수

MBC 파워매거진 (2017. 02. 17.)

세 살 알레르기 여든까지 간다?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2017. 04. 16)

건강기능식품의 역습, 내 몸이 걱정이다

신경외과 윤수한 교수, 

호흡기내과 박주헌 교수

MBC 나누면행복 (2017. 03. 16.)

사랑아리랑 <수인아, 아빠는>

신경외과 윤수한 교수

EBS 1TV 메디컬다큐 7요일 

(2017. 03. 28.)

소두증 환자 다섯살 단비의 

첫 걸음마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

JTBC 말하는대로 (2017. 03. 08.)

석 선장을 구한 아덴만의 영웅, 

외과의사 이국종

직업환경의학과 이경종 교수

MBN 뉴스 (2017. 03. 22.)

‘유해물질 나 몰라라…’ 

양심 팔아 돈 챙긴 자동차 복원 업체

산부인과 장석준 교수

TV조선 슈퍼푸드의 비밀 천년만년

(2017. 02. 19.)

10년 째 투병 중인 여성, 

7개 장기를 잃은 이유는?

가정의학과 김규남 교수

채널A 나는 몸신이다 (2017. 03. 07.)

내 몸속 보디가드

‘면역군단’을 지켜라!

정신건강의학과 홍창형 교수

Tbroad 수원뉴스 (2017. 03. 06.)

김효승의 생활과 건강 - 

노년층 정신건강관리

<중부일보>

정형외과 이두형 교수
2017. 02. 15.

1개 층당 7칼로리 ‘쏙쏙’ 
계단만 올라도 살 빠진다

<경향신문>

예방의학교실 장재연 교수
2017. 02. 23.

북 대사관 “독약 만진 여성들 
어떻게 살아있나”

<한국일보>

유전학클리닉 손영배 교수
2017. 02. 28.

노화 100% 막는 연구결과 없어…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중요

<매일경제>

재활의학과 윤승현 교수
2017. 03. 04.

40대부터 근육량 늘려야 
건강한 노년

<동아일보>

생리학교실 박찬배 교수
2017. 03. 07.

암-치매 앓는 실험쥐
 마음대로 만든다

<조선일보>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2017. 03. 08.

암·당뇨병 등이 근육 줄여… 
약물 부작용도 원인

<조선일보>

소화기내과 황재철 교수
2017. 03. 08.

음주, 췌장에도 毒… 
폭음 한 번 해도 癌 발생 위험

<조선일보>

대장암센터
2017. 03. 14.

아주대병원 대장암센터 
대장암 재발 땐 합병증 유발…

수술로 암 완벽 제거해야

<조선일보>

위장관외과 한상욱 교수
2017. 03. 14.

고난도 십이지장 수술도 
로봇팔로 척척 

고도비만까지 범위 넓혀

<경기일보>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
2017. 03. 16.

민군 의료협력시스템 구축…
국가재난 대비해야

<중앙일보>

가정의학과 주남석 교수
2017. 03. 20.
아침 안 먹고 

가공식품 위주 간편식, 
성인병 위험 높힌다

<조선일보>

가정의학과 박샛별 교수
2017. 03. 29.

기온 오르면 에너지 대사 늘어…
피로 한 달 넘으면 질병 의심

<동아일보>

해부학교실 정민석 교수
2017. 04. 03.

[만화 그리는 의사들] 
몸 지킬 박사

<조선일보>

치과병원 지숙 교수
2017. 04. 05.

관절액서 구강세균 발견… 
류마티스관절염 1.17배 증가

<조선일보>

정형외과 박영욱 교수
2017. 04. 12.

봄철 피로골절 환자 집중 운동 후 
욱신거리면 의심

<조선일보>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
2017. 04. 12.

해군 주치의 이국종, 
명예소령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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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사랑나눔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의료원 발전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금액 : 19,153,480원

● 가정의학과 김광민 교수 1천만 원 기부

가정의학과교실	김광민	교수가	가정의학과교실의	연구	발전을	위하

여	1천만	원을	기부했다.

● ‘무교동일품낙지’ 대표 안병록 님 1천만 원 기부 약정

아주대학교의료원	인근에	소재한	‘무교동일품낙지’	음식점	안병록	

대표는	의료원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	약정했다.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동문 김준용 님 2백만 원 기부

의과대학	동문	김준용	님이	지난해	종양혈액내과학교실	지원	기금

으로	1천만	원을	기부한데	이어	해부학교실	지원	기금으로	2백만	

원을	기부했다.	

● 김형중 님 1백만 원 기부

김형중	님이	해부학교실	지원	기금으로	1백만	원을	기부했다.

●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4년차 일동 1백만 원 기부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4년차	일동이	마취통증의학교실의	발전을	

위해	2백만	원을	기부했다.		

의대교수장학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금 액 : 9,780,000원 

의과대학 기숙사 신축 발전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금액 : 9,750,280원

● 종양혈액내과학교실 정성현 교수 5백만 원 기부 약정

●의과대학 학부모 이호준 님, 1백만 원 기부  

●소화기내과학교실 엄유진 임상강사 50만 원 기부

간호대학 발전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금액 : 2,400,000원

간호대학 건축기금

● 이달의 모금 후원금액 : 12,160,000원

● 아주대학교 김동연 총장 1백만 원 기부

● 순환기내과학교실 탁승제 교수 1백만 원 기부 약정 

● 신장내과학교실 김흥수 교수 1백만 원 기부

● 산부인과학교실 양정인 교수 10만 원 기부

● 진단검사의학과 임영애 교수 10만 원 기부

「의료원 발전기금」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의 미래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후원금

은 우리 의료원이 계획한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더욱더 기여

하고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하여 후원자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사랑하는 모든 분이 지금 바로 후

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발전기금 후원회(☎ 031-219-4000)

아주사회사업기금

● 이 달의 모금 후원액 : 59,860,740원 

● 나눔소식

소미(가명)는 동네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태어났으나, 

태변 흡입으로 인한 호흡 곤란 증세로 아주대학교병원 신생아집

중치료실에 이송되어 고위험 신생아에 준하는 검사와 치료를 받

았습니다. 소미의 아빠는 20살에 ‘진행성 망막 색소변성증’을 진

단 받은 후로 점점 시야를 잃어가고 있으며, 지금은 타인의 도움

이 없이는 외출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미의 엄마는 마트 점원

으로 일하다가 소미를 임신한 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득이 없어진 소미의 부모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등록되어 월 

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 근근이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

다. 아빠와 엄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미의 출생을 누구보

다 기다려 왔지만 예상치 못한 입원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신생아의 태변흡입은 단기간의 입원치료로도 완치를 기

대할 수 있지만, 공적제도나 민간후원기관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 

받기가 어려워 소미의 부모님은 진료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주사회사업기금에서는 소미와 아빠, 엄마를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였고, 소미는 치료를 잘 마치고 건강한 모

습으로 퇴원하였습니다. 

 

아주사회사업기금에서는 우리 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의

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

니다.  

● 이달의 신규 후원자

- 정기후원(증액) : 곽규성 교수(영상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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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세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우리 가족.

소중한 우리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아래의 그림을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

완성한 작품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총 다섯 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마감_ 2017년 5월 31일

당첨자 발표_ 다음호 소식지

메일 보내실 곳_ jennyk85@aum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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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지난호 당첨자

강*숙 (8636) / 김*린 (1751) / 이*정 (7713) 이*숙 (7019) / 조*원 (8663)

당첨되신 분들께는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