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최상의 의료, 교육, 연구를 지향합니다.

언제나 환자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안전하고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건강 매거진

아주대의료원 소식
03+04 

2018 vol.268

Cover Story

아주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센터를 말하다

비뇨기암센터

Good Doctor

안과 정승아 교수 



아주대의료원 소식은 다양한 의료정보를 담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의 건강 매거진입니다. 

하얀 눈 사이로 푸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봄꽃의 생명력이

겨우내 얼어붙었던 세상을 깨웁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보내며
애타게 기다렸기에 이번 봄은 더욱 따뜻합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향기로 
생기가 넘쳐나는 이 계절

아주대학교의료원이 모든 환자의
마음에 꽃을 피우는 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연구역량을 통해 

아픔을 안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모든 환자의 삶을 
행복하게 물들이는 그 날까지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AUMC의 약속

04  선인재 칼럼

 절차탁마(切磋琢磨)

06  Cover Story

 외국인 환자들이 믿고 찾는 건강의 요람 

 _아주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10  Healthy Life

 소리 없이 찾아오는 녹내장 

12  센터를 말하다 - 비뇨기암센터

 최고의 의료진이 최상의 협업으로 뭉쳤다

16  Good Doctor

 세상을 보는 눈, 더 밝고 건강하게 인도하다

 _ 안과 정승아 교수 

20  전미선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밥상 

 뿌리와 줄기의 힘을 그대로 담다 

 _지역암센터장 전미선 교수 & 서승호 셰프

24  Ajoutoon

 봄이 왔다는 몸의 신호 ‘춘곤증’

26 AUMC를 읽다 

 1. 류마티스내과 서창희·김현아 교수팀

 2. 이비인후과 김철호·김선용 교수팀

 3.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허재성 임상강사

 4. 아주대학교의료원-평택시,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MOU 체결

30  Ajou 궁금한 질환

 입 안의 이유 모를 통증, 어디서 치료하나요?

 _ 아주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34  Love together

 건강으로 가는 길의 동반자

 _ 8층 동병동 이소영 주임간호사

36  AUMC News

 아주대학교의료원 뉴스

40  고객의 소리 

 칭찬합니다

42 Media in AUMC

 언론에 보도된 아주대학교의료원

44  Add to Heart

 아주 사랑나눔

 아주대학교의료원 건강 매거진

Contents

03+04  2018 vol.268

발행처 아주대학교의료원 

(16499)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전화 1688-6114   

홈페이지 www.ajoumc.or.kr 

발행인 겸 편집인 아주대학교의료원장 유희석   

발행일 2018년 3월 1일   

기획·디자인·제작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아주대의료원 소식

아주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신규태 소장과 센터를 찾은 외국인 

환자들이 표지를 장식했다. 

표지 이야기

당신의 마음에
행복의 봄꽃을 피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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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무심코 받은 전화기 저편 너머에서 들려오는 낯선 여인의 

목소리는 나를 당혹케 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나에게 글을 써달

란다. 그것도 선인재 칼럼을…. 재주 없는 글 솜씨이지만 머뭇머뭇 

승낙을 했다. 막상 원고 청탁을 받고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들이 

읽어 본다고 생각하니 펜을 들기가 무척 망설여졌다. 그러다 문득 

‘아 이제 곧 새 학기구나!’ 라는 생각에 멈추게 되었다. 그래서 ‘새 출

발’에 대해 한 번 써보려 한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다보니 매년 학기 초가 되면 옷깃이 세워진 새 

가운을 입은 의사, 간호사, 의과대학 학생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과 같았던 시절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나 또한 ‘저 때가 좋았지’ 하는 생각과 더불어 그때 임했

던 나의 마음가짐과 꿈을 회상해 보곤 한다. 

내가 평생의 업으로 삼아온 산부인과에서는 해마다 신입 전공의를 

환영하는 조촐한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 그때 새내기 전공의들이 

앞으로의 각오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는 시간이 있다. 전공의 수련과

정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뜻이 있어 중도에 그만두는 전공의도 적

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스스로 말했던 사자성어는 평생 살아가

면서 삶의 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여하튼 그 중 

유독 기억에 남은 사자성어가 있었다. 바로 ‘절차탁마(切磋琢磨)’이

다. 공자의 말을 제자들이 옮겨 놓은 논어(論語)의 학이편(學而篇)

에 나온 대화에서 유래된 이 말은 ‘옥돌을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

고 갈아 빛을 낸다’는 뜻으로 학문을 닦고 덕행을 수양하는 것을 비

유하며,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일컫

는다. 이만하면 새내기 신입생이나 의사로 첫 발을 내딛는 수련의, 

3~4년의 수련과정에 진입하는 전공의 과정에서 그럴듯한 좌우명 

정도로 삼을만하다. 부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아주대학교의료원

의 모든 식구들과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이 ‘절차탁마’의 마음으

로 앞으로 펼쳐질 예측불허의 상황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

까지 잘 견디어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 새 학기, 새 출발이 시

작되면 누구나 다 새로운 수업, 새로운 직장에서 펼쳐진 미래의 자

신의 꿈을 그려본다. 나 또한 그 당시 그랬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책임감은 특히 환자의 생명을 다루

는 우리 의료인이나 예비 의료인이 될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그 못지않게 선후배 간에 존중하는 마음가짐 또한 중

요하다. 의술은 마술이 아니라 인술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구타나 인격모독을 통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은 가르침이 

될 수 없다.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아껴주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

가 형성된다면 수련과정은 절차탁마(切磋琢磨)를 통해 빚어진 아름

다운 자기와 같을 것이다. 

최근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연예인 4명이 사회의 귀감이 될 만한 유

명인의 집을 찾아가 1박 2일 동안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보았

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포 이대호 선수가 나왔는데, 그가 야구

스타로 우뚝 서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그리고 지금도 자기관리를 철

저히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 말미에 한 출연자가 이대호 선

수와 1박 2일간의 여정을 한줄 평으로 정리한 말이 귓가에 맴돈다. 

‘고통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꿈이다.’ 참으로 명쾌하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올해도 새로운 전공의 3명이 들어온다. 이

들은 어떤 사자성어를 들고 어떤 꿈을 가지고 나올까? 사뭇 기대가 

된다.  

선인재 칼럼

황경주 교수(산부인과)

황경주 교수는 198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7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산부인과 주임교수 겸 임상과장을 맡고 있

다. 또한, 미국 UNC(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의과대

학에서 연수한 바 있다. 황경주 교수의 전문진료분야는 불

임, 복강경(자궁근종, 난소종양), 자궁내막증이며 가임력

보존클리닉과 불임 습관성 유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절차탁마
글 황경주 교수(산부인과)   일러스트 이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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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

내가 만약 외국에서 병원을 찾아야 할 일이 생긴다면 어떤 기분이 

가장 먼저 들까? 아마도 언어의 불통에서 오는 걱정과 두려움, 문

화의 차이, 치료비용 문제에 대한 근심이 가장 크게 다가오지 않

을까? 그러나 아주대학교병원에 오가며 마주치는 외국인 환자들

의 표정은 자국의 병원에 온 양 담담하고 편안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들의 옆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외국인이 가질 수 있

는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해주는 국제진료센터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주대학교병원이 개원을 할 당시 주변의 미군부대, 대기업 직

원, 해외 유학생들을 위해 외국인진료소도 함께 개소를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

외에서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입국하는 외국인과 교포들까

지 그 환자의 숫자와 유형이 보다 다양해지고 늘어났지요. 국제진

료센터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진료센터를 이끌고 있는 신규태 소장의 이야기다. 

아주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는 해외 거주자들은 물론 국내 외국

인 환자들 사이에서 그 명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환자 개개인

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1대1 밀착케어 시스템은 한번 경

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시 찾게 만드는 힘을 지녔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아주대학교병원에

서 치료를 받고 싶어한다면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이메일 등을 통해

서 환자에게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전문 코디네이터가 전담

하여 진료예약, 진료, 검사일정관리, 입원 수속 등 모든 과정을 진

행해주지요. 수술 뒤 입원을 하면 병실에서는 러시아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온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을 한 뒤에는 소

견서는 물론, 약까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의료적인 것과 별도로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공항 픽업이나 호텔 예약 그리고 치료

가 끝난 뒤 환자가 원하는 경우, 관광까지 연계해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총 9명이다. 소장과 부소장 

각 1명과 영어, 러시아어, 일어를 담당하는 7명의 코디네이터가 있

으며, 그 외에도 중국어, 베트남어 지원은 물론 기타 필요한 언어

가 있다면 섭외하여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백악관, 미군기지에서도 믿고 찾는 국제진료센터

여기에 하나 더, 아주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에는 다른 병원에

서는 보기 힘든 미국 군인들과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찾

아온다. 

외국인 환자들이 믿고 찾는 
건강의 요람 

1994년 아주대학교병원은 개원과 동시에 외국인진료소를 함께 개소했다. 

당시만 해도 외국인 진료를 위한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 흔치 않았던 시절, 

아주대학교병원 외국인진료소는 인근 외국인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다. 

2000년대 들어 국제진료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을 맞아들이며

 국제사회에 아주대학교병원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그곳, 아주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다.

글 이경희   사진 황원

아주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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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inauguration in 1994, the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AUMC) opened the International 
Clinic for foreigners in US Military Service, large 
corporations, and exchange students. In 2000, the name 
was changed to the International Healthcare Center 
(IHCC), and at the same time expanding its services to 
satisfy the needs of various patients, such as foreigners 
or Koreans, who come to Korea to seek medical 
services. 

Currently, the staff in the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are Prof. Gyu-Tae Shin (Chairman of the Department 
of Nephrology/Director of External Affairs & 
Collaboration Offi ce), Deputy Director Dr. Joo Hun 
Park (Professor of Pulmonology)  and 7 Coordinators 
who are in charge of providing English, Russian and 
Japanese language services. 

The most important strongpoint of the IHCC is to 
provide 1: 1 personalized/specialized/tailored medical 
services in response to the needs of each individual 
patient. In other words, with the aim of creating the 
optimal medical environment to meet the needs of 
each patient, we provide accurate foreign language 
medical interpretation, as well as assistance for medical 
appointments, management of exam schedules, patient 
transfers, insurance claims and so on. In addition, the 
24-hour on-call system enables communication for 
emergency patients from partner organizations and 
interpretation services on holidays. 

In addition, IHCC plays a major role in supporting 
foreign patients who come to Korea seeking excellent 
and state-of-art medical technology, based on the 
know-how they have accrued over the past 3 decades. 
It is obviously expected that those foreign patients 
are under enormous stress who have been diagnosed 
with a critical illness in their home country and who 
have come to an unfamiliar foreign country in order 
to receive medical service alone or with their next 
of kin. The International Healthcare Center staff 
fully understand what the desires and questions of 
each patient in this foreign country, and they do 
their best to mediate all processes in the hospital 
such as all procedures during their stay, arranging 
accommodation, transportation, tours and so on. As a 
result, patients have refl ected on their high appreciation 
of our IHCC as a part of the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AUMC) and who have stated that they would 
like to re-visit our institution in a foreign patient 
satisfaction survey, and who also strongly recommend 
their friends to choose AUMC for medical treatment. 

The International Healthcare 
Center is devoted to 
achieving AUMC’s 
mission, ‘We will always 
stand by you, and dedicate 
our medical service’.  

“미국 대통령이 오면 꼭 들르는 오산미공군기지의 주병원이 바로 

우리 병원입니다. 군기지내에 병원이 있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1차 

진료가 끝나고 필요하면 우리에게 이송해오죠. 저희 센터에는 입

원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24시간 온콜 서비스와 미군기지 환자

들을 위한 24시간 온콜 서비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미군 측에서 

응급실로 온다고 당직 의사에게 콜이 오면 응급실을 미리 세팅하

고 코디네이터는 인적사항, 병 이력, 보험처리 준비부터 이미 시

작을 하는 거죠. 평택캠퍼험프리미군기지에서도 거리는 좀 있지

만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오산과 평택

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을 정도예요.”

오바마나 트럼프 등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때마다 백안관 측에

서 미리 아주대학교병원을 찾아 둘러보고 위급상황을 대비한다. 

신규태 소장은 “미군 측에서 우리 병원의 시스템과 실력에 대해 

큰 신뢰를 갖고 있기에 안정된 파트너십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

다”고 비결을 밝혔다. 

아주대학교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의 수는 그동안 눈부신 성장

세를 기록해왔다. 2015년 2만 8천 명이, 2016년에는 3만 1천 명의 

환자들이 방문했다.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무려 약 36%가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를 하면 다시 찾고 싶은 병원, 추천하고 

싶은 병원으로 높이 평가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주변에 아주대학

교병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개인추천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니 환자 개개인이 아주대학교병원의 홍보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셈이다. 

AUMC 
International 
Healthcare
Center 

Center (AUMC) and who have stated that they would 
like to re-visit our institution in a foreign patient 
satisfaction survey, and who also strongly recommend 
their friends to choose AUMC for medical treatment. 

The International Healthcare 
Center is devoted to 
achieving AUMC’s 
mission, ‘We will always 
stand by you, and dedicate 
our medical service’. 

모국보다 더 편안한 의료서비스

국제진료센터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자를 위

한 치료’다. 

“고국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과 별반 차이를 못 느끼도록 하

는 것이 저희의 지향점입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그 순간부터 치료

를 마치고 떠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유연하게 진행

되도록 지원하는 거죠. 우리 병원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고국의 

병원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각 과와의 소통과 협진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입원환자는 물론 

응급환자들도 진료과가 정해지면 진료 선생님과 긴밀하게 소통하

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다 정확한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국제진료센터 정민아 코디네이터는 병원 내부직원들에게 센터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동시에 외국인 환자들의 이야기를 어

떻게 반영할 것인지 매일같이 고민하던 초창기 시절을 떠올린다. 

“2004년 처음 국제진료센터에서 일할 때만 해도 외국인을 대상으

로 하는 센터가 드물었기에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은 당연히 힘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외국인 환자에게 맞는 효

율적이고 우수한 업무 프로토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풍부한 경

험, 새로운 의견을 주면 언제든 수용할 마인드를 갖고 있으며 환자

가 원하는 것 이상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진료소가 전무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무에서 유

를 창조해온 코디네이터야말로 외국인 환자들이 원하는 것을 누

구보다 잘 알고 해결해온 선봉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

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것을 하고 돌아가야 하는 환자를 위해 단

순한 통역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코디네이터들이다.  

끝으로 신 소장은 “불과 20년 전만해도 우리나라에서 더 좋은 의

료서비스를 위해 미국의 큰 병원을 찾아갔지만, 이제는 반대로 우

리 병원을 찾아오는 외국 분들이 많아진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달

라진 위상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병원을 믿고 멀리서 찾아와 주시

는 세계 각국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는 우리 병원을 많이 

찾아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국제진료센터의 밝은 미래를 확신했다.   

2018년 한해, 지금까지 쌓아온 환자와의 견고한 신뢰를 굳건히 이

어가는 동시에 베트남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준비를 마친 국제진료센터. 과연 5년 뒤에는 또 어

떤 모습을 바뀌어있을까. 지난 길을 돌아봤을 때 그 미래 또한 기

대가 크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5,033

22,920

26,231
27,476

31,223

(단위:명)

최근 5년간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수

Prof. Gyu-Tae Shin
(Dept. of Nephrology)

Director, External Affairs & 

Collaboration Office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___  10 2018. March+ April ___  11 

Healthy Life

한다. 근시도 녹내장 발병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

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

자제품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야외 활동이 줄고 가까운 거리를 보

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이 근시를 가진 사람의 수가 늘

어나고 있는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고도근시는 안구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진 상태를 말하며 녹내장의 위험인자 중 하나다. 

고도근시로 진행되면 눈 안의 각종 조직이 녹내장성 손상을 입기 

취약한 구조로 변하기 쉽기 때문에 안압이 낮더라도 녹내장이 발

생할 수 있다. 고도근시인 동시에 안압이 높으면 녹내장이 발생

할 위험은 더욱 커진다. 스마트폰 사용과 같은 근거리 작업이 녹

내장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장시간 사용하면 눈이 쉽

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눈 건강을 위해서는 지나친 사용을 자제하

는 것이 좋다. 

증상을 느끼기 어려운 녹내장 

녹내장 초기에는 환자 스스로 증상을 느끼는 것이 매우 어렵다.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에 이상이 생겨도, 한쪽 눈에서만 시야 결

손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편 눈이 같은 부분을 보는데 무리가 없어 

이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야 결손은 조금씩 진행

되기 때문에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만약 시야가 좁아진 것을 

직접 느끼더라도 이미 녹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후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급성 녹내장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급성 녹내장이란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발생하는 녹내장을 말한다. 우리 몸은 적

응력을 가졌기 때문에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를 잘 알아차리지 못

한다. 안압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

한다. 반면 급성 녹내장은 1~2시간 내에 안압이 매우 높은 수준

까지(35~50 mmHg 이상) 올라 안통과 더불어 두통, 구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안압이 급격히 오르면 실명 위험이 상당히 높아

지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녹내장 치료의 지름길은 조기 발견

녹내장은 치료와 관리를 잘한다면 큰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질환이다. 녹내장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압을 낮추는 

것이다. 약물치료로 안압을 낮춰 녹내장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만약 약물치료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거나 큰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레이저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녹내장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통 건강검진에 시력과 안압을 측정하는 안과 검사

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의 70% 이상은 ‘정상안압

녹내장’이기 때문에 안압이 높은 고안압자뿐만 아니라 안압이 정

상이더라도 주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안압 측정만으

로는 녹내장 유무를 판단할 수 없기에 안저촬영을 안과검진의 필

수 항목으로 포함한 검진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 안저촬영은 

시신경, 망막, 망막혈관, 황반부 등을 촬영하여 녹내장 이외에도 

당뇨 합병증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검사

다. 녹내장의 확진과 치료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는 시야검사와 빛

간섭단층촬영(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같은 검사

를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녹내장이 생겼다고 반드시 실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

만 시기를 놓치면 실명을 막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일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녹내장 
눈과 타이어는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적정 압력이 필요

하다. 타이어 내부의 압력이 적정 수준을 넘으면 이상이 

생기듯 눈도 안구 내부에 작용하는 압력(안압)이 정상 

수치를 벗어나면 다양한 질환이 발생한다. 그 중 대표적

인 질환이 바로 녹내장이다. 

글 안재홍 교수(안과)

안구 내부에는 ‘방수’라는 투명한 액체가 계속해서 순환하는데 방

수는 안구의 기능과 모양 유지, 영양분 공급, 노폐물 배설 등의 역

할을 담당한다. 방수가 만들어지는 양과 배출되는 양의 균형이 맞

으면 안압이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방수가 만들어지는 양은 일정

한데 나가는 경로가 좁아지거나 폐쇄되면 안압이 높아질 수 있다. 

녹내장은 시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안압이 높아지면 시

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손상되어 녹내장을 유발한다. 물론 안압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녹내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확

률은 높아진다. 따라서 안압이 높은 고안압자는 정기검진을 통해 

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녹내장 발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안압이 정상이라도 발생하는 녹내장

보통 안압은 10~21mmHg 수준이 정상 범위인데, 안압이 정상이

더라도 시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정상안압녹내장’이라고 

안재홍 교수(안과)

진료 분야  녹내장, 백내장

약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미국 UCLA Jules Stein Eye Institute 연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안과 주임교수 및 임상과장 역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안과 교수

녹내장은 치료와 관리를 잘한다면 큰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질환이다. 

녹내장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압을 낮추는 것이다. 

약물치료를 통해 안압을 낮춰 녹내장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만약 약물치료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거나 

큰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레이저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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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말하다

늘어나는 비뇨기암 환자를 위한 출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비뇨기암 환자는 모든 비뇨기질환의 

20~30%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비뇨기암 발생률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그 비율이 50%에 육박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진

단과 치료 역시 예전과는 비할 바 없는 묵직한 존재감을 갖게 

되었다. 아주대학교병원에 비뇨기암센터가 생긴 것은 증가하

는 비뇨기암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진료에 

집중을 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 특히 2008년

부터 로봇보조전립선절제술을 도입하고 2014년 이후 3인의 

비뇨기종양 전담 전문의를 두어 환자들에게 높은 치료효과를 

거두어온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비뇨기암센터의 개설은 환자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김선일 센터장은 센터를 구성하

고 있는 각 전문과의 뛰어난 전문성이 최고의 진료를 제공하

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아주대학교병원 비뇨기암센터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3명, 영

상의학과 전문의 1명, 핵의학과 전문의 1명, 병리과 전문의 

1명,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암

이나 폐암과는 달리 비뇨기암 의심환자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비뇨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기 때문에 타과 전문의 암센

터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각 과는 유기적인 공

조를 통해 각 전문과의 맡은 역할을 각자 수행하고 있지요.” 

국내 최고 수준임을 자부한다

비뇨기암센터 의료진들은 그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왔던 비

뇨의학과 질환 치료의 연장선상에서 암 환자 치료에도 높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전국에서 암 환자를 가장 많이 진

료하는 상위권 병원에 포함되어 있고 진료 수준 또한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집약적으로 비

뇨기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자신감은 굳이 다

시 되뇔 필요가 없다.   

“아주대학교병원 암 치료에 대한 우수한 평가는 비뇨기암센터

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쑥스럽지만 우리 센터의 장점을 꼽

자면 아주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고 있는 것을 먼저 꼽을 수 있

습니다. 병원 개원 시부터 비뇨기암 환자 진료를 전담해 온 김

세중 교수님은 과의 중심에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진료 및 후

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원 이래로 매일 아침 7시 50분에 

과원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든 입원환자와 관심환자에 대

해 리뷰를 하는 것으로 회진을 시작하는 전통은 지금까지 이

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갈 것입니

다. 이것은 환자의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항

상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센터의 상징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수술로 근치적전립선절제술의 70%, 신부분절제

술의 90%를 시행하여 기존의 관혈적 수술에 비해 합병증이 적

고 환자의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평가는 비뇨기

암센터의 빠뜨릴 수 없는 강점이다. 향후 로봇수술의 급여화

에 대비해서 술기를 더 향상시키고 확대하는 데 센터의 모든 

의료진들이 동의하고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비뇨기

암센터. 그 선두에 서 있는 김선일 센터장은 매순간 자신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힘을 모아온 영상의학과, 병리과, 핵의학

과 교수진의 실력은 국내 최고 수준임을 자부합니다. 전립선암

과 방광암의 치료에 있어서 우리 센터의 방사선 치료율은 국내 

최상위 수준입니다. 저희는 환자의 암 진행 정도에 따라 수술과 

방사선치료 중 최선의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국제 가이드

라인에 충실히 임해 왔고, 그 결과, 우리 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는 국내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비뇨기암 환자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된 

아주대학교병원 비뇨기암센터의 개소 소식. 센터의 모든 의료

진들은 까다로운 비뇨기암 환자들의 치료와 좋은 예후를 위해 

지금도 2인 3각으로 다 같이 치열하게 달리는 중이다.     

아주대학교병원
비뇨기암센터

최고의 의료진이
최상의 협업으로 뭉쳤다
지난해 10월 아주대학교병원에는 비뇨기암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비뇨기암센터는 비뇨기암에 포함되는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신우·요관암, 고환암, 음경암 등 서로 매우 다른 성격의 암을 치료한다. 

환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센터 중 하나로 빠르게 자리를 잡은 

비뇨기암센터를 만나본다.         

글 이경희   사진 이성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힘을 모아온

비뇨의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진의 실력은 

국내 최고 수준임을 

자부합니다. 

➍ 영상의학과 이은주 교수

➎ 비뇨의학과 김선일 교수

➏ 비뇨의학과 김세중 교수

▲ 로봇수술을 하고 있는 비뇨의학과 추설호 교수

➊ 방사선종양학과 노오규 교수

➋ 병리과 권지은 교수

➌ 비뇨의학과 추설호 교수

➊

➍ ➎ ➏

➋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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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중심의 
비뇨기암센터를 꿈꾸다

2006년 아주대학교병원으로 부임해 온 김선일 센터장은 10년

이 넘는 세월 동안 비뇨기암과 그 질환을 다뤄온 베테랑 의사

이다.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한결 같은 진심으로 치료

해온 그가 비뇨기암센터의 수장으로서 보여줄 새로운 모습은 

무엇일까? 그가 소개하는 비뇨기암센터의 미래를 함께 들어

보자. 

글 이경희   사진 이성원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치료부터 예후까지 그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가 암을 받아들이고 자신

의 병에 대해 알 권리를 지켜주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환

자의 절망감을 보듬어 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 

그가 비뇨기암센터의 ‘장’이 됐다는 것은 이곳 센터의 지향점

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병원을 옮겨도 먼 거리를 감내하고 

꾸준히 찾아와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은 김선일 센터장의 

가장 큰 무기를 살짝 엿본 기분이다. 

우리 환자는 우리 손으로 끝까지 책임질 것

비뇨기암 환자들의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뇨기

암센터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

실이다. 그리고 이는 김선일 센터장에게 막중한 책임감과 사

명감을 느끼게 한다.

“신장암은 우리나라의 암종별 발생률 10위를 차지하는 암이

고 방광암은 우리나라 남성에서 암종별 발생률 8위를 차지하

는 암입니다. 전립선암은 여성의 유방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에서 발생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암 중 하나이며 남

성에서 암종별 발생률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미 선진

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폐암을 제치고 남성암 중 부동의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암이

기도 하지요.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안

타깝게도 국가암검진사업에서 지원하는 5대 암에는 제외되

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남성은 50세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건강검진 기관이나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특이항원 혈액검

사(일명 PSA)와 전립선초음파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김선일 센터장은 향후 비뇨기암센터를 위해 필요한 기구 및 

최신 장비 투자를 활성화 할 계획임을 밝혔다. 센터의 치료 

성적, 환자 통계 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객관화한 것을 토대로 

약점과 강점을 명확한 수치로 파악해 진료 자료로 활용하려

는 준비도 하고 있다. 새로운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

에 신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종양혈액내과와 긴밀한 협

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

이다.  

“환자 중심의 비뇨기암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첫 진료 시에 필요한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치료를 결정할 때

까지 2회 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가동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환자가 수술이

절망에 빠진 암 환자를 보듬는 마음 

선한 웃음이 인상적인 김선일 센터장은 인터뷰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비뇨기암센터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

야기를 꺼냈다. 

“연령에 상관 없이 암이 의심되어서 오는 환자들의 마음은 다 똑

같습니다. 암이 정말 맞는지에 대한 두려움, 암 진단을 들었을 때

의 절망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걱정부터 내가 여

기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데서 받아야 하나 하는 복

잡한 갈등까지…이런 환자분들한테 요즘은 암이 완치가 잘 된다, 

특히 조기에 발견 했을 때의 완치율은 매우 높다고 열심히 설명

하고 치료과정에 대해서 꼼꼼히 알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예고 없이 맞은 암으로 인해 초진이나 초기에 온 환자들에 

대한 김선일 센터장의 마음은 각별하다. 진단이 확정된 환자들의 

나 검사를 위해 입원하기 전에 센터에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

게 하여 필요 이상 긴 기간 동안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입니다. 암 환자들이 치료 후 겪게 되는 신체적인 후유증이

나 스트레스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도 

개선하여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자들이 진단부터 노화로 건강히 돌아가실 때까지 10년, 

20년 계속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는 김선일 센터

장, 마지막까지 환자들을 위한 당부가 이어진다. “방광암과 

신장암은 흡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꼭 금연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배뇨 장애나 혈뇨 등 방광

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어느 과로 가야 할지 몰라 종종 당황스

러워 하시는데 반드시 비뇨의학과로 오셔야 합니다.” 매 순

간 환자에 대한 염려와 관심을 놓지 않는 그에게서 아주대학

교병원 비뇨기암센터의 차돌 같이 단단한 혹은 봄날 같이 따

뜻한 미래를 엿본다.    

김선일 비뇨기암센터장

Interview

김선일 교수(비뇨기암센터장)

진료 분야  비뇨기종양(암)

약력

연새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in Davis 연수

아주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주임교수 겸 임상과장

아주대학교병원 비뇨기암센터장

비뇨기암센터 의료진 구성원

김세중 교수

김선일 교수 

추설호 교수

비뇨의학과

권지은 교수 

병리과

이수진 교수

핵의학과

이은주 교수

영상의학과

노오규 교수

방사선
종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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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Doctor

‘명의’라는 단어가 흔해진 세상이지만 어떤 환자들에

게 의사는 명의를 넘은 구원자이자 신과 같은 대상이

다. 하물며 그 존재가 내 아이의 삶을 바꿔놓은 의사

라면 더욱더 그러하다. 명문으로 꼽히는 아주대학교

병원 안과에서 아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매순간 헌신

하는 정승아 교수. 그는 그래서 궁금했던,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다. 

글 이경희   사진 황원

세상을 보는 눈, 
더 밝고 건강하게 
인도하다

소중한 눈을 선택하다

아이의 손을 꽉 잡고 혹은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불안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서는 보호자들은 대개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

로 정승아 교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보호자들은 “걱

정하지 마시라”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하는 정승아 교수의 다정다감

함에 큰 위로와 희망을 품고 돌아간다. 소아안과 질환으로 고민하는 

부모들이 모인 카페나 모임에 정승아 교수의 이름이 수시로 언급되

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국내 최초로 아주대학교병원이 만든 사경센터에서 재활의학과 임신

영 교수와 함께 사경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사시’ 부분을 책임지

고 있는 정승아 교수. 푸근한 온기를 품고 있는 목소리와 차분한 말

투까지 마주한 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정 교수는 학창시절부터 의사

를 꿈꾼 소녀였다. 

“중학교 2학년 때 <신식의사, 산촌에 오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제게 의료 선교사 부부가 네팔에서 겪은 

선교 이야기를 소설 형식으로 풀어낸 이 책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

요. 나도 의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여기에 하나 더, 딸만 둘이었던 아버지는 딸들에게 “직장을 갖고 제

대로 일을 하려면 전문직을 갖는 게 좋다”고 조언해주셨다. 전문적

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아버지의 충고는 소녀에게 깊이 각

인됐고 결국 공부를 좋아하고, 잘했던 정승아 교수는 의대 진학을 결

심했다. 자신의 꿈도, 아버지의 소망도 모두 이룬 셈이었다.

수많은 과중에서 안과를 택한 건 정 교수의 타고난 성정과도 관련이 

있었다. 인턴을 하면서 다급하게 생사가 오고가는 상황을 수시로 마

주친 정승아 교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심한 마음의 부침을 겪었고 

결국 직접적으로 목숨을 다루지는 않지만 생명처럼 소중한 ‘눈’을 선

택하기로 결심했다. “눈이 좋았어요.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을 다루

는 안과가 정말 중요한 과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승아 교수가 아직도 소녀 같은 말간 미소를 지었다.

어린이 안과 질환, 제게 맡겨주세요

정승아 교수가 다루는 분야는 사시, 소아안과와 신경안과 분야이다. 

안과 내부에서는 신경과와 접목되어 있어서 좀 더 까다롭고 손이 많

이 가지만, 정 교수는 “공부를 좋아하고, 아기를 예뻐하는 제게는 딱 

맞는 분야”라며 빙긋 웃는다. 

정승아 교수(안과 )

진료 분야

소아안과, 사시

약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박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 임상강사

아주대학교병원 안과 부교수

안과 
정승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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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환자나 보호자들은 눈과 관련된 질병에 막연한 공포와 두

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 환자가 자식인 경우에는 죄책감까지 

더해져 의사 입장에서는 아픈 아이 하나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

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승아 교수는 단시간

에 끝나지 않는 치료에 대해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감사와 행복

함을 훨씬 크게 끌어안고 가는 인물이다.

“제 환자의 경우 대상이 아이들인데요. 특히 사시 환아들의 경우

에는 끝까지 안고 가야 하는 망막 등의 만성질환과 달리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저절로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

게 성장기 아이들이 눈에 띄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정말 큽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니까 참 행복해요. 

또 아이 진료와 함께 부모의 관심까지 관리해야 하니 힘들지 않

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

니다. 젊은 연령대인 보호자들과 병의 원인이나 치료계획,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정승아 교수는 태산 같은 근심걱정을 안고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사시도, 약시도 대부

분의 경우 고칠 수 있다고 확신을 주는 의사

다. 사시는 물론이고, 한쪽 눈이 선명한 상

을 경험한 적이 없어 발달이 지연되는 약시의 

경우 가림치료를 하거나 사시를 고쳐 선명한 자

극으로 줌으로써 크게 호전시킬 수 있다고 자신 있

게 말하며 보호자들을 안심시킨다. 아이와 부

모의 협조가 중요한 안과 치료의 특성을 고

려해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

록 유도한다. 치료방법과 기간에 대해 충분

히 설명하면서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고쳐

야 함을 강조하며 아이와 보호자, 의사 셋이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

다. 또한, 약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치료시기

를 놓치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감추지 않았다.   

“약시의 경우 치료 시기가 매우 중요해요. 반드시 어릴 때, 시력

이 발달하는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 정상시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소아안과에서 하는 주요 진료 중 하나가 약시

를 치료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관심을 갖고 영유아 

시절부터 꾸준히 관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검사가 아프거

나 어렵지 않고, 모든 경우에 MRI를 찍는 것은 아니니까 망설이

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생후 6개월만 지나도 눈 위치는 검

사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공부하는 의사가 될 터

정승아 교수는 수많은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와 논문

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지난 2013년에는 제109회 대

한안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상을 수상했고, 2016년 11

월에는 대한안과학회 제116회 학술대회에서 태준 안과 논문 최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논문의 제목은 ‘한 눈 약시 환아에

서 원거리 시력과 근거리 시력의 호전속도 비교’다. 이 연구 결과 

한 눈에 약시가 있는 환아는 초기 근거리 시력이 원거리 시력보

다 좋은 경우가 많았지만 시력이 호전되는 속도는 원거리 시력

이 더 빠른 것을 밝혀냈다. 또한 초기 근거리 시력이 좋을수록 

원거리 시력이 더 빠르게 호전되는 결과를 세

상에 알렸다. 포스터상을 받은 논문은 ‘두개골 

조기유합증으로 신경외과수술을 받은 환아들

의 안과적 특징’으로 신경외과 수술이 필요했

던 두개골 조기유합증 환아에서 동반된 안과적 

특징을 고찰해 연구한 결과, 수술적 교정이 필요

한 정도의 두개골 조기유합증 환아에게서 사시나 원

시성 굴절이상이 빈번이 동반되므로 안과적 검사

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해냈다. 

“최근에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한 분야는 간

헐외사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시 중 

가장 많은 사시로 3D나 VR을 잘 인식하지 못

하거나 책 읽는 속도가 느려지는 증상을 보이

는데 현재 이를 명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틀이 없

는 상황입니다. 특정 검사방법을 개발하면서 치료 효

과도 확인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승아 교수는 인터뷰 내내 소아안과적 질환은 부모의 관심이 가

장 중요함을 거듭 이야기하며, 치료를 잘 따르고 적극적으로 협

조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보다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을 강조했다.  

“아이들이 햇빛을 받으며 바깥놀이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실내조명은 밝게 하고 독서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미디어는 30~40분 보면 반드시 멈춰서 휴식을 갖게 해주세요. 

시신경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충분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을 많

이 먹고 식사도 골고루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치료 방법으로 안경을 쓰게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안경을 쓰면 얼굴이 변할까봐 우려하는 보호

자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시기에 맞춰 치

료하는 게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안경을 써서 잃는 건 극히 적고 

제 때 안경을 써서 얻는 게 훨씬 많다니 환자와 보호자들이 특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이다.  

“의사로서 목표요? 제게 오는 꼬마 손님들이 언제나 최고의 진료

를 받고 가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늘 공부하고 

논문을 읽으면서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아안과에서 하는 주요 진료 중 

하나가 약시를 치료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관심을 갖고 영유아 

시절부터 꾸준히 관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검사가 아프거나 어렵지 

않고, 모든 경우에 MRI를 찍는 것은 

아니니까 망설이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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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선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밥상

프렌치 셰프의 건강식

1세대 프렌치이자 원테이블의 창시자로 불리는 서승호 셰프를 만난 

곳은 서울에서 한 시간 반쯤 떨어진 조치원읍이었다. 섭골농장, 세

종음식문화연구원이라는 글씨가 박힌 명함을 건네면서 부스스 웃는 

그의 모습은 이 땅에 화려하고 정교한 프렌치 음식을 전파해온 셰프

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소박하고 정겹다. 

프랑스 음식 요리사에게 부탁하는 건강식은 과연 어떤 것일까? 내려

오는 내내 품었던 궁금증이 ‘샐러리악 스프’와 ‘감자퓨레’라는 두 가

지 요리의 이름을 듣는 순간 아주 조금은 해소되는 느낌이다. 전미

선 교수가 샐러리악이라는 재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감자는 더없

이 친숙한데 샐러리악은 일반인들에게 낯선 채소인 것은 물론 구입

부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샐러리악은 조금 귀한 재료고 감자는 흔한 재료입니다.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 재료를 함께 써보고 싶었어요. 샐러리악은 귀하지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감자는 흔해서 얻으려는 노력을 안 하죠. 재

료에 매우 다른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감자퓨레

긴 이야기를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볼 차례이다. 서승호 

셰프가 국내에 소개한 감자퓨레는 소금과 버터, 우유라는 단순한 재

료로 만들지만 맛이 깊고 부드러워 환자용이나 이유식용으로 제격

인 음식이다. 우유 혹은 우유와 물을 반씩 섞은 것에 감자를 익힌다

는 서 셰프의 이야기에 전미선 교수가 우유 단백질을 감자와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준다. 환자들에게 특히나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감자는 유제품과 함께

하면 영양의 상승효과가 높아 부드러우면서도 든든한 식사를 책임

질 수 있다. 

음식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매 끼니는 애증의 대상이

다. 먹고 싶지만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고통, 맛보다는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밥상을 즐거운 선물이 아닌 묵직

한 의무감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프렌치 1세대로 불리는 서승

호 셰프는 음식에 정성과 철학을 담는 인물. 그가 제안하는 더 

맛있고 더 건강한 샐러리악 스프와 감자퓨레를 만나보자.   

 글 이경희   사진 이성원

지역암센터장 전미선 교수 & 서승호 셰프

뿌리와 줄기의 힘을 
그대로 담다

지역암센터장 전미선 교수(방사선종양학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Tufts 의과대학 조교수, 미국 존스홉

킨스 의과대학 조교수를 지낸 뒤 아주대학교병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

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주대학교병원 암센터장, 기관연구윤리심의실장, 암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아주대학교병원 암통합지지센터장을 맡

고 있다. 

서승호 셰프

프랑스 유학생활을 마친 후 한국에 돌아와 1세대 프렌치 레스토랑 L’amitié를 오픈했다. 

디저트 전문점 Dessert, 원테이블 레스토랑인 이태원의 Restaurant SUHSEUNGHO를 운

영하고 음식과 식재료를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하는 등 서울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현재

는 세종시에서 섭골농장과 세종음식문화연구원을 경영하며 식재료를 직접 가꾸고 자연

에서 얻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Restaurant Siot.SUHSEUNGHO를 운영하고 있다.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___  22 2018. March+ April ___  23 

“감자를 익힐 때는 우유를 사용합니다. 크림이 들어가면 맛이 거칠

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우유로 삶고 우유로 농도를 내는 겁니다. 누

구나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해요.”

서승호 셰프가 편수 냄비에 감자와 우유, 물, 굵은 소금을 넣고 중

불에 익히기 시작했다. 우유는 펄펄 끓이는 게 아니라 그 직전까지

만 갈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필 것을 당부한다. 

푹 익은 감자를 꺼내 체에 곱게 내리기 시작했다. 핸드블렌더를 사

용할 수도 있지만 서승호 셰프는 손맛을 중요시 생각한다. 뻔해 보

일 수 있는 ‘음식은 정성’이라는 문장이 그에게는 끝까지 지켜야할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신념인 덕분이다. 체에 내린 고운 감자에 버

터와 따뜻한 우유를 고루 섞어 내는 것으로 감자퓨레가 완성됐다. 

미처 삼키기도 전에 넘어가는 부드러운 감자의 풍미, 적당한 간, 우

유의 고소함까지 느껴지는 감자퓨레가 뾰족한 마음을 둥글게 위로

하는 듯하다. 파슬리나 베이컨, 생선살을 고명으로 얹어도 좋다니 

상상만으로도 침이 넘어가는 맛있는 요리에 전미선 교수는 항암치

료에 지친 환자들을 떠올린다.

“수술과 항암치료에 지친 환자들, 특히 본인이 환자여서 스스로 밥

상을 챙겨야 하는 여성 환자들에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간편

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해주신 것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요. 항

암치료로 입안에 염증이 생긴 분들에게는 죽이 아닌 다른 요리로 

맛과 풍미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슈퍼푸드 샐러리악

두 번째 요리는 샐러리악 스프다. 샐러리악은 세계 12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 채소는 당근, 무와 같은 뿌리

채소 중 하나로 샐러리와 같은 맛을 가지고 있으며 향이 좋다. 특히 

다른 뿌리채소와는 다르게 전분(무게의 5~6%)을 가지고 있어 스프

로 요리하면 풍부한 식이섬유를 쉽게 섭취할 수 있다. 전미선 교수

는 “뿌리채소로서 샐러리악에는 수많은 영양분이 농축되어 있다”며 

“다이어트에도 좋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첨언을 해준다. 

“샐러리악 스프도 감자퓨레와 마찬가지로 우유에 삶거나 우유와 물

을 섞어 삶습니다. 우유는 뿌리채소 맛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동

시에 강한 맛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마늘도 우유로 삶으면 매우 부

드러워지죠. 다만 감자퓨레와 달리 미리 소금을 넣지 않고, 나중에 

소금간을 따로 합니다.”

샐러리악도 편수냄비를 이용해 우유에 담근 채 푹 익힌다. 성질이 

단단해서 감자보다 익히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 익은 샐러리악을 

꺼내 이번에도 체에 내리는데, 감자를 내릴 때보다 훨씬 힘과 시간

이 많이 들어간다. 이번에도 서승호 셰프는 손 작업을 고집한다. 손

님에게 100%를 내놓고 싶어 하는 그의 책임감이 힘이 들어간 손가

락에서 느껴진다.

“집에서는 핸드블렌더를 이용하시라”고 웃는 그가 곱게 간 샐러리

악에는 생크림, 우유를 넣고 다시 끓이기 시작한다. 간은 약불에서 

적당히 맞추고 접시에 담아내는 것으로 샐러리악 스프도 마무리가 

된다.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맛 

“샐러리악과 감자를 교환해서 퓨레와 스프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샐러리악을 대체한다면 고구마와 밤 같은 걸 사용해도 괜찮겠지요. 

오늘 만든 음식은 위에 부담도 없고 영양소도 풍부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드실 수 있어요. 물론 조리방법도 간단해 누구

든지 도전해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완성된 샐러리악 스프를 한입 먹자 날것으로 먹었을 때와는 사뭇 다

른 온화한 샐러리향이 입안에 은은하게 감돈다. 여기에 랍스터 살을 

스프 안에 퐁당 떨어뜨리니 해산물과의 조화 또한 기가 막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식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환자식도 맛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살고 싶은데 음식이 다 맛이 없으면 그거야말로 

죽을 맛이지 않을까요. 환자에게는 가능한 희망을 줘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심플하지만 하나로도 충분한 음식이 될 수 있는 걸 주고 싶

어요. 고기 없이 뿌리채소를 섭취하고 우유도 함께 먹고 치즈도 활

용이 가능한 음식을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교수는 두 요리에 활용된 우유의 영양을 강조했다. “영양전문가

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백질을 적게 

먹는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위주로 먹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달

리 우리나라 영양 권고안은 하루 두 잔의 우유를 마실 것을 강조하

고 있어요. 특히 고기를 먹기 힘든 경우에는 우유 1-2잔을 첨가하

면 단백질과 칼슘 섭취에 효과적입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축적된 금

보다 음식과 활기와 노래를 소중히 여긴다면 세상은 더 즐거워질 

것”이라고 했다. 오늘 서승호 셰프가 만든 요리들이 아마도 좀 더 

행복한 세상, 좀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했을 거라고 믿는 

이유는 오늘 요리를 맛본 모두의 얼굴에는 환희가 감돌았다는 것. 

그것을 작은 증거로 내밀어본다.  

샐러리악 퓨레 
【 재료 】 샐러리악 200g, 우유 500ml, 물 500ml

【 만드는 법 】 

➊ 샐러리악의 껍질을 벗긴 후 1/4로 자른다.

➋ 편수 냄비에 샐러리악, 찬 물, 우유를 넣고 중불에 올린다.

➌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약불에 1시간 가량 익힌다.

➍ 다 익은 샐러리악을 건져내 핸드블렌더로 갈아 준비한다.

➎ 다시 한번 체에 곱게 내려준다.

샐러리악 스프 
【 재료 】 샐러리악 퓨레 100g, 생크림 100ml, 우유 200ml, 소금, 후추

【 만드는 법 】 

➊ 준비된 샐러리악 퓨레, 생크림, 우유를 넣고 중불에 올린다.

➋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약한 불에서 간을 맞춘 후 불을 끈다.

 *샐러리악은 전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끓일수록 걸쭉해지니 주의한다.

➌ 스프 접시에 담아낸다.

 * 샐러리악 스프에 새우나 베이컨을 익혀 넣으면 고소한 맛이 나고   

풍미가 좋아진다. 

감자퓨레
【 재료 】 감자 200g (中사이즈 2개), 우유 500ml, 물 500ml, 

굵은 소금 1큰술, 무염버터 40g, 우유 150-200ml

【 만드는 법 】 

➊  편수 냄비에 껍질을 깐 감자 200g, 찬 물 500ml, 우유 500ml,  

굵은 소금을 넣고 중불에 올린다.

➋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약불에 40분 ~ 1시간 동안 푹 익힌다.

➌ 다 익은 감자를 꺼내 곱게 체에 내린다.

➍  감자와 버터, 미지근하게 데운 우유(150ml)를 고무 주걱으로 고르게 

섞어준다.

➎ 따뜻한 그릇에 담아낸다.

 *파슬리나 베이컨, 생선살을 고명으로 얹어도 좋다.

 *감자퓨레에 치즈를 얹어 오븐에 구우면 감자치즈그라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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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잎새의 마법 건강한 봄맞이 하기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춘곤증.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봄이 되면 나른하고 쉽게 피로해지면서 춘곤증이 

왔다는 말을 한다. 대부분 춘곤증을 하나의 질병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질병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우리 신체가 

잘 적응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인 춘곤증에 대해 알아보자. 글 김광민 교수(가정의학과)   만화 김태권

춘곤증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사이에 나타난

다. 충분히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나른하고 피곤해지며 오후만 되

면 졸리다. 또한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되거나 업무나 일상에

도 의욕 및 집중력이 떨어지며 두통, 어지럼증, 초조, 관절통 등의 증

상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춘곤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춘곤증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이 되면서 추위

에 익숙했던 신체가 봄의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호르몬, 중추 신

경 등에 미치는 자극의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2~3주 정도 필요하

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밤의 길이가 길어서 상대적으로 수면 시간이 

충분한 겨울과 달리, 봄이 되면 낮의 활동량이 늘어나고 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불균형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회복하는 

시간이 몇 주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활동량이 늘어나면

서 비타민과 무기질 등의 영양소 필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양소가 

부족하면 춘곤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 학기, 이사, 

직장 내 부서 이동 및 승진 등 3월에 발생하는 새로운 변화로 인해 신

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져 각성 상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는 이유다. 

춘곤증을 잘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춘곤증을 슬기롭게 극복하

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해소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적절한 운

동이 필요하다. 첫째,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해야 하는데, 피곤

하다고 9시간 이상 자거나 주말에 너무 늦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가능한 일정하게 유지하고, 사람에 따

라서 점심 이후에 10~20분 수면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오전 동

안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침 식사를 한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점심에 과식을 하게 되어 식후에 나른함과 졸림이 심

해질 수 있다. 셋째,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한

다. 날이 풀리면서 활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종 영양소의 필요량

이 증가하고 특히 비타민, 미네랄 소모량은 많이 증가한다. 봄철 채소

와 나물에는 에너지 대사를 도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

군과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넷째, 긴

장된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포함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맨손 체조와 산책 정도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오

후 2~4시경에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울한 

기분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봄철이 되면 나타나는 춘곤증 증상 때문에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렸

나?’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춘곤증은 겨울 동안 활동을 줄였던 

인체의 신진대사 기능들이 봄을 맞아 활발해지면서 생기는 일종의 생

리적인 피로 증세로, 1~3주 정도 적응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증

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사람에 따라 

증상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다. 운동이 부족하거나 평상시에 만성질

환이 있거나 노약자인 경우가 그렇다. 만약 춘곤증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거나 심하게 나타난다면 단순히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다른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자.  

춘곤증
봄이 왔다는 몸의 신호

김광민 교수(가정의학과)

진료 분야  남성갱년기, 피로, 노화관리

약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주임교수 겸 임상과장 역임

아주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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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내과 서창희·김현아 교수팀

루푸스 환자의 
감염 예측 표지자 발견

얼굴과 목 부위에 발생하는 대표적 난치성 종양인 두경부암의 치

료 가능성이 열렸다. 아주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김철호·김선용 

교수팀은 플라즈마가 두경부 암세포의 라이소좀1) 활성을 억제해 

종양치료의 효능이 뛰어남을 세계 최초로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두경부암이 발생하는 부위는 음식을 삼키고, 호흡하고, 목소리를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고, 치료 후 여러 해부학적, 기

능적 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치료 기술과 기기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플라즈마는 전자와 이온이 분리되어 균일하게 존재하는 상태로 흔

히 고체, 액체, 기체 이외의 제4의 물질상태라고 일컫는다. 또한 

암조직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 안전하다는 

점이 두드러지지만, 아직까지 플라즈마의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 

근거가 부족하여 의료기기 개발로 연계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 

이에 김철호·김선용 교수 연구팀은 기존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

가 플라즈마가 두경부 암세포의 세포소기관, 라이소좀의 활성을 

저해해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세부 과정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플라즈마 상태의 처리수를 두경부 암세포에 처치하면 암 성장 및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HSPA5 단백질이 감소된다. 

이는 HSPA5가 유비퀴틴화2) 된 후 분해된 것으로 HSPA5가 감소

하면 라이소좀의 활성이 억제되고, 결국 암세포가 사멸된다.

연구팀은 기존 연구에서 MUL1이라는 단백질이 두경부 암세포에

아주대학교병원 연구진이 루푸스 환자에서 열이 날 때 감염이 원

인인지 질병이 활성화하는 것인지 감별할 수 있는 표지자를 개발

하여 SCIE급 저널 ‘임상 류마티스학(Clinical Rheumatology)’ 최

신호에 게재됐다.

루푸스 환자에서 발열이 동반하는 경우 발열이 감염 때문인지 질

병이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인지 감별하기가 어렵다. 원인이 감염

인 경우 치료는 면역억제제를 줄이고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고, 반

대로 원인이 질병 활성화인 경우 치료는 면역억제제를 올려야 한

다.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전혀 달라 루푸스 환자에서 열이 나면 

발열 원인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루

푸스에서 감염을 감별하는 표지자는 임상 진료에서 C-반응 단백

(C-reactive protein)이 유일하다.

아주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서창희·김현아 교수팀은 루푸스 

환자에서 감염 시 혈액에서 중성구는 올라가고 림프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착안하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루

푸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감염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60명과 질

병 활성화로 약물 조절 치료를 받은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중성

구-림프구 비(比)를 확인하여 각 군간 수치 차이를 비교하고, 루

푸스 활성화 환자에서 질병 활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서 특이적으로 발현이 억제되어 있지만 플라즈마로 인해 발현이 

촉진되어 두경부 암세포의 세포사멸을 유발함을 보고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처리수가 MUL1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함과 

동시에 HSPA5 단백질의 유비퀴틴화를 촉진시켜 분해를 유발하고 

암세포가 사멸됨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생물학 분야의 세계권위지인 오토파지 (Autophagy, 

최근 5년 간 IF=11.019) 2017년 12월 20일자에 게재됐다. 

한편 이번 김철호·김선용 교수 연구팀의 연구 논문은 지난 1월 4

일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

에도 등재됐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인정되

는 생명과학 관련 SCI 등재 학술지 중 피인용지수(IF)가 10 이상인 

학술지에 투고한 한국인 과학자들과 그 논문을 소개하고 있다.

김철호·김선용 교수 연구팀은 다년간 플라즈마를 활용하여 대표

적 난치성 종양인 두경부암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역관련 질

환 치료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런 노력을 바

탕으로 국내 플라즈마 의학

(Plasma Medicine) 연구 분

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 논문

과 특허를 출원했다.   

연구 결과, 중성구-림프구 비가 질병 활성화 상태인 환자(3.3±

2.2) 보다 감염을 동반한 환자(14.2±15.4)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중성구-림프구 비가 5.7 이상인 환자에서 병(감염)에 걸

린 것을 알아내는 확률이 75%, 병(감염)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확

률이 90%로 나와 질병 활성화 상태에서 감염을 감별해 낼 수 있었

다. 또 C-반응 단백 표지자와 중성구-림프구 비를 함께 확인했을 

때 감염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확률이 98.3%로 상승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 대해 서창희·김현아 교수 연구팀은  “루푸스 환자에

서 감염이 있을 때 빠른 진단을 위해 C-반응단백과 함께 중성구-

림프구 비를 함께 측정하여 임

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이번 연구결과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혈액의 중성구-림프구 비율로 루푸스 환자의 감염 여부 감별”

1) 라이소좀: 가수분해 효소를 많이 지니고 있어 세포의 불필요한 물질들을 분해하는 세포내 소기관

2) 유비퀴틴화(ubiquitination): 유비퀴틴이라는 작은 단백질이 특정 단백질에 결합하여 표시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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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특히 난소암으로 진단받고 두 달이 안 

된 환자가 우울증, 불안감 등 정서질환에 취약하여 이들에 대한 

정신의학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주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와 허재성 임상강사

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자료를 이용, 국내 난소암 환자의 정

서질환의 특성을 분석했다.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난소암으

로 진단을 받은 환자 9,789명 중 정서질환이 있는 환자는 821명

(8.4%)이었다. 정서질환이 있는 환자를 질환별로 보면 우울증 311

명(38%), 불안감 245명(30%), 신체형·해리장애 157명(19%), 심

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적응장애 101명(12%),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7명(0.9%)이었다.

질환의 진단 시기를 살펴보면 전체 5년간의 추적관찰 기간 중 난

소암을 진단받은 1년 전후로 68%의 정신질환의 진단이 이뤄졌으

며 특히, 난소암 진단 후 2개월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조사된 정서질환 중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적응장애’는 난소암 진단 직후 진단의 증가 비율이 가

장 높았다.

그리고 정서질환의 종류와 정서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6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는 스

트레스 반응·조절장애, 우울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60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불안장애가 높았다. 정서질환 발생 위험도는 50세 

아주대학교의료원과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PFV㈜는 지난 2월 12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아주대

학교병원 등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재광 평택시장,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 박

상규 브레인시티PFV㈜ 대표와 유희석 아주대학교의료원장, 탁승제 아주대학교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부지 약 6만6천㎡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등을 건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2년 이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이행각서 및 계약 등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 등을 갖춘 아주대학교병원이 평택시에 건립되면, 경기 남부지

역의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석 아주대학교의료원장은 “아주대학교병원은 1994년 개원하여 경기도 최초로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을 획득하는 등 국제적인 수준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라며 “지금까지 쌓아온 병원 운영의 노하우와 우수한 

의료 인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헌신하는 대학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평택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하며 

“이번 아주대학교의료원과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병원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 난소암 환자가 50세 미만 난소암 환자에 비해 29% 높았다.

이는 난소암 환자에서 연령, 질환의 종류, 난소암 진단 시기에 따

라 정신건강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개인별 맞춤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질병의 빈도가 높아지는 난소암 진단 직

후에 난소암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신속히 

협의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또 연령에 따른 질병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젊은층

은 우울증에 대해, 노년층은 불안장애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단과 치료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정서

질환 발생 위험도가 높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정서질환 관리가 필

요하다.

연구 책임자인 전미선 교수는 “이

번 연구결과에 따라 난소암 환자나 

보호자도 난소암 진단 후에는 암 

치료에 집중하기 마련이지만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 국제학술지 

‘정신종양학(Psycho-Oncology)’ 

2018년 1월 온라인판에 게재됐

다.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허재성 임상강사

난소암 진단 후 두 달 이내
우울·불안 정신의학적 돌봄 필요

정서질환은 우울증, 불안장애 順. 난소암 진단 후 두 달 이내 진단 비율 가장 높아

60대 미만은 스트레스 반응·조절 장애와 우울증, 고령의 환자는 불안장애 비율 높아

“난소암 진단 후 2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도움 받도록 배려”
“평택 브레인시티 내 5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 건립 관련 업무협약”

전미선 교수 허재성 임상강사

AUMC를 읽다 3 AUMC를 읽다 4

아주대학교의료원-평택시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MOU 체결

아주대학교의료원과 평택시 업무협약 체결 모습(왼쪽부터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 공재광 평택시장, 유희석 아주대학교 

의료원장, 박상규 브레인시티PFV㈜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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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ou 궁금한 질환

얼굴과 입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통증

치과는 알아도 구강내과는 생소하다. 그래서 구강내과에서는 어떤 

병을 치료하는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것이다. 아주대

학교 치과병원 내에 자리 잡고 있는 구강내과의 진료영역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구강안면동통 부분이다. 구강은 입이고, 안면은 

얼굴 부분, 동통은 아픈 것을 일컬으니 얼굴과 입안에서 나타나는 

통증과 관련된 부분들을 진료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치아, 잇몸을 

제외하고 점막이나 전신질환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구강 안에서의 

발현 양상도 포함된다. 구강내과 강정현 임상강사는 구강내과에서 

동통과 관련해 가장 많이 진료를 보는 질환으로 ‘턱관절 장애’를 꼽

는다. 이 밖에 구강작열감증후군, 3차 신경통 환자들이 많이 찾아

온다.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해 증상을 완화

시키는 것도 구강내과에서 하는 일이다. 

“기존에 치과가 치아나 잇몸에 국한해 신경치료, 잇몸치료에 초점

을 뒀다면 구강내과는 영역의 스펙트럼을 더 넓힌 개념입니다. 입 

안 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의 동통을 커버하기 때문이죠. 전신질환 

환자의 경우 입안에서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다른 곳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구강내과에서 먼저 감별을 한 후 다른 과로 이동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안이 아픈데 치아나 잇몸이 아니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나, 치아가 아픈데 뚜렷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많이 찾아오시죠.”

구강내과를 찾는 환자들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화로 

문의한 뒤에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지만 구강내과 전문의를 정확히 

찾아서 오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턱관

절 장애로 청구되는 금액이 지난 5년간(2010~2015년) 80% 가까

이 늘었다는 사실은 구강내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해준다.

얼얼한 입안, 턱에서 ‘딱딱’ 소리 난다면 

구강내과에서 다루는 질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가장 대

표적인 질환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턱관절 장애이다. 다양한 연령

층에서 나타나며 입을 열거나 닫을 때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거

나 입이 안 벌어지는 경우, 입을 벌릴 때 통증이 있는 경우, 턱관

절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 모두 턱관절 장애로 구강내과에서 진

료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절염이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것

과 달리 턱관절 관절염은 10대 초반에도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강정현 임상강사(치과병원)

진료 분야  

턱관절장애, 이갈이, 코골이, 두경부통증, 연조직질환, 구취

약력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진단학교실 박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전임의

아주대학교 치과병원 임상강사 

아주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입 안의 이유 모를 통증,
어디서 치료하나요?
질병이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 통증 때문이다. 입안에서 일어

나는 질환의 경우 썩은 치아나 잇몸병 같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환자의 괴로움은 더더욱 커진다. 누구에

게도 설명하기 힘들고 이해 받기 어려운 입안의 통증. 아주대

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서 답을 찾아보자.

글 이경희   사진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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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 부담스러운 수면무호흡증 환자까지

주로 남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수면무호흡증 치료도 구강내과에서 가능하다.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수면무호흡증은 증상이 지속될 경우 

고혈압, 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두통이나 피로감도 생

길 수 있다. 초기에는 연구개를 자르는 수술로 치료했으나 최근에는 산소마스

크처럼 양압기를 사용, 수면 중에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

지만 이를 착용 및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구강내과에서는 

양압기 대신 휴대가 간편한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해 치료하고 있다. 이 장치는 

아래턱을 앞쪽으로 이동시켜 기도를 넓히는 방법으로 수면 중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돕는다. 다만, 턱관절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

담은 필수다. 

“구강내과는 의학과 치의학의 중간단계에 있는 과입니다. 치아가 아프거나 이

가 안 맞거나 하는 건 교정과 구강외과의 협업이 중요하고 설명이 되지 않는 

신경통, 두통, 이명, 수면무호흡증 같은 질환은 이비인후과, 신경과와 함께 봐

야 하죠.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류마티스 질환이나 섬유근통이 같이 있는 경우

에는 류마티스내과와도 협진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브릿지(Bridge)라

는 단어가 쓰이는 과이며 그 무엇보다 협진이 중요한 과이기도 합니다.”

타과와 협업·협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강점을 갖고 있는 아

주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를 ‘브릿지 비트윈 메디신 앤 덴티스트리(Bridge 

Between Medicine Dentistry)’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합니다

환자들에게 아주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는 ‘구강정신과’로 통한다. 질환을 

치료받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의 위로까지 함께 얻어 가기 때문이다. 겉보기에

는 멀쩡해 보이는데 하루 종일 불덩이를 물고 있는 듯한 고통을 안고 있는 구

강작열감증후군 환자들이 특히 그러하다.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여러 병

원을 돌고 돌면서 지칠 대로 지친 채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병에 

대한 인정과 공감은 큰 위안과 격려가 된다. 실제로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 높은 치료효과를 보는 환자들이 많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다, 당신 같은 환자들이 많고 내가 고통을 제로로 만들

지는 못하지만 지금 10점만큼 아파서 왔으면 1, 2점까지는 줄여드릴 수 있다’

고 설명해요. 거기까지만 들어도 환자분들은 크게 안심하고 좋아하십니다. 내

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아픈 걸 인정하고 공감해주면서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해주니까요.”

아주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의 목표는 하나다.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확히 진단하며 치료하는 것이다. 이유 모

를 통증도 병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면서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을 찾아내

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구강내과가 있어서 다행이다.   

방치할 경우 큰 문제를 초래하는 턱관절 관절염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턱이 견딜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을 견디지 못했을 때 턱관절 

관절염이 나타납니다. 이 질환의 문제는 통증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퇴행성관절염

으로 진행되는 무릎이나 손가락과는 달리 턱관절은 짧아집니다. 턱관절이 짧아지면 뒤에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턱이 뒤로 빠지면서 어금니나 앞니가 뜨거나, 한쪽은 닿고 한쪽은 안 닿아서 교합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생명과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얼굴이 비대칭이 되거나 후

천적으로 무턱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강정현 임상강사는 턱관절 질환의 치료로 따뜻한 찜질이

나 물리치료, 교합안정장치, 보톡스 주사 등을 거론하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주문했다. 

그 다음으로 구강내과를 많이 찾는 경우는 주로 중·장년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구강작열감증후

군이다. 폐경 이후의 여성들이 많이 겪는 증상으로 입안이 얼얼하고 화끈거리며 쓰림을 느낀다. 

“보통 쓰리거나 얼얼함을 느끼면 어딘가 상처가 생겼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통증 그 자체가 질병인 경

우도 있는데요. 구강내과에서 다루는 질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구강작열감증후군이나 3차 신경통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병원과 한의원을 돌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주변에 아프다고 호소해도 꾀병이라고 치부당하는 경우가 

많아 상처를 입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이 질병은 원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통증을 갑자기 사라지게 만들기는 어렵다. 그 대신 고통과 증상을 

완화시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 혈액검사, 심리검사, 진균검사 등을 복합적으로 실시하

며, 원인에 따라 국소적·전신적 항진균제를 사용하거나 약물을 이용한다. 

Check Point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구강내과를 찾아오세요!

증상

•입을 열거나 닫을 때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

•입을 벌리거나 씹을 때 통증이 있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거나 다물어지지 않는다. 

•어금니나 앞니가 뜨거나, 교합변화가 생긴다. 

치료법

• 따뜻한 찜질, 물리치료, 교합안정장치, 보톡스 주사 

•습관조절, 심리요법, 약물치료

      턱관절 장애

증상

• 상처가 보이지 않는데 입안이 얼얼하고 화끈거리거나 

쓰림을 느낀다. 

• 입안이 건조하고 입안에 이상한 맛이 나거나 

예전보다 맛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진 것 같다. 

치료법

•혈액검사, 심리검사, 진균검사 등 실시

•원인에 따라 국소적·전신적 항진균제 사용 

• 항정신성 약물이나 신경계통에 작용하는 약물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음. 

      구강작열감증후군

증상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양압기 착용이 부담스럽다. 

• 아침에 자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잔 것 같지 않고  

개운하지 못한 느낌이 있다.

•낮에 계속 졸리고 원인 모를 두통이 있다. 

치료법

•휴대가 간편한 구강 내 장치를 착용한다.

      수면무호흡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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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병원과 함께 성장한 베테랑 간호사 

1994년 아주대학교병원의 개원과 함께 이소영 주임간호사도 

간호사로 첫발을 내딛었다. 새 병원에서의 첫 근무. 모든 것이 

새롭기만 한 신입간호사의 마음은 기분 좋은 설렘과 약간의 긴

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23년, 아주대학교병원은 국민

의 신뢰를 받는 최상의 의료기관이 되었고, 이소영 신입간호사

도 어엿한 주임간호사로 성장했다. 

“아주대학교병원의 역사와 발자취를 같이 했다고 생각하니 벅

찬 마음이 듭니다. 개원 초기엔 여러모로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시작을 일군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주대

학교병원이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고, 간호사란 직업도 여성 전

문직으로 자리를 잡아 더욱 뿌듯합니다.”

2016년, 신경외과 병동에서만 12년 동안 근무했던 이소영 주임

간호사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8층 동병동으로 근무지가 옮겨진 

것이다. 원래 동병동은 성형외과/외상외과 병동이었다. 하지만 

2016년 6월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오픈하면서 동병동

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의 절반이 외상센터로 옮겨갔다. 그리고 

각각 다른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동병동에 배치됐다. 

“처음엔 조금 어수선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분위기 속

에서 환자 케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같은 외과 병동에서 

일했다 하더라도 병동마다 새롭게 일을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

는데 그런 점이 오히려 리프레시 되었다고 할까요? 현재 8층 

동병동엔 성형외과/외과 계열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세요. 대부

분 2박 3일 안에 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3교대로 이어지는 간호사의 일상은 참 치열

하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

으로 살피며 신속하게 대처하는 업무의 무게감

도 만만치는 않다. 

“항상 인간적인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간호사도 

사람이다 보니 업무에 쫓기다 보면 마음까지 딱

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소영 주임간호사는 가슴 뭉클한 경험을 

했다. 여명(餘命)이 얼마 남지 않은 DNR(심폐소생

항상 인간적인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간호사도 사람이다 보니 업무에 쫓기다 보면 

마음까지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층 동병동 이소영 주임간호사

건강으로 가는 길의 동반자
이소영 주임간호사에겐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잠언과도 같은 글귀가 있다.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다.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병원생활이지만 그녀는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도 환자의 회복을 위해 전념을 다한다.

글 차승진   사진 황원

거부) 환자가 8층 동병동에 입원했다. 의식이 온전치 않은 환

자였지만 이소영 주임간호사는 오고가며 ‘오늘 통증은 좀 어떠

시냐’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녘에 병실을 찾았는데 그 환자의 배우자가 ‘이 사람이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한다’며 꼬깃꼬깃한 지폐를 건네시려는 게 아닌가.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치며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마음

만 받겠다고 말했어요. 말 몇 마디 건넨 것뿐인데 그렇게 고마

워하시다니 제가 더 감사했죠. 저는 환자와 보호자를 보며 감동

과 감사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신경외과 병동에 근무할 때의 

일인데, 항상 긍정적으로 환자를 살피는 보호자가 있었어요. 간

병을 하다보면 일상이 허물어질 때가 많은데 웃음과 희망만은 

놓지 않으셨죠. 환자가 손가락만 움직여도 감사하는 그 보호자

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이소영 주임간호사는 아버지의 권유로 간호사가 됐다. 그녀가 

신입간호사이던 시절, 일이 너무 힘들어 아버지를 찾아가 그만

두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때 그녀의 아버지는 ‘간호사는 아

픈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감사한 직업’이라며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지금 이소영 주임간호사는 

아버지의 조언을 가슴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

음으로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8층 동병동에 입

원한 모든 환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 문을 나설 때까지 그

녀는 환자의 동반자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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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의료원-KT,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선진화 위한 MOU 체결

아주대학교의료원과 KT는 지난해 12월 27일 권

역외상센터 의료 선진화 및 의료 ICT 솔루션 개

발·적용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황창규 KT 회장, 유희석 의

료원장, 이국종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 등 관계

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T는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추진 

중인 예방 가능한 사망 예측 연구와 외상외과 발

전 연구 등을 위한 연구소 설립에 3년간 총 6억 원

을 후원한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KT의 정보통신

기술 솔루션을 사고 현장과 환자 이송 상황에서 

활용하고, 테스트를 거쳐 해당 기술을 국내 권역외

상센터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알레르기내과, 

세계알레르기학회 우수 센터 선정

아주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가 세계알레르기학회

(WAO) 2018 우수 센터에 선정됐다. 우수 센터 아

시아 지역은 아주대학교병원을 포함한 한국과 일본 

총 4곳이며, 알레르기 분야에서 연구와 진료, 교육

(특히 알레르기 의사 수련) 등 업적이 뛰어나 세계 

알레르기학 발전에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하고 있다. 1994년에 설립된 알레르기내과는 알레

르기 천식, 비염,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약물 알

레르기와 같은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 및 연구하

고 있다. 현재 외래환자 진료건수는 월 평균 약 3천

2백 건, 알레르기 면역요법 주사 1천9백 건 등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진료를 수행하며, 교원 1인당 연

간 약 5~6건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장애인 고용 

우수 기관 선정,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장애인 고용 우수 기관에 선

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

사와 협력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12개 

직무를 선정하고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장애인 고용률이 연평균 0.64% 증

가해 2017년 2.07%의 고용률을 달성했다. 탁승

제 병원장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장애인 직업생

활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인사담당자가 장애인 고

충 상담 등을 진행하며 장애인 직원의 처우 개선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자

리 나눔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기도 발

전에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대학교병원-청음회관 

청각장애인을 위한 MOU 체결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1월 9일 청음회관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각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 전문기관과 복지 전문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탁승제 병원장은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하는 청

각장애인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라며 “청각장애인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

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연속 3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아주대학교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상급종

합병원에 재지정됐다. 1기(2012~2014)와 2기

(2015~2017)에 이어 3기(2018~2020)까지 3주

기 연속으로 지정을 받았다.

상급종합병원은 심장, 뇌,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탁승제 병원장은 “우리 병원

은 지난해 각 병동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여 병문안객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입원환자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특별히 노력

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국민들께 든든한 병

원이 될 것이고, 환자 안전과 최적의 맞춤형 치료

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ww.ajoumc.or.kr 

유희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

주요 보직자 3월 1일 임명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2018년 3월 1일자로 제13대 아주대학교 의무부

총장 겸 의료원장에 유희석 교수(산부인과학교실), 보건대학원장에 전

기홍 교수(예방의학교실), 임상치의학대학원장에 김영호 교수(치과학교

실), 진료부원장에 임상현 교수(흉부외과학교실), 교육인재개발부원장에 

이광재 교수(소화기내과학교실)를 임명했다. 유희석 의무부총장 겸 의

료원장과 전기홍 보건대학원장, 김영호 임상치의학대학원장, 이광재 교

육인재개발부원장은 연임이고, 임상현 진료부원장은 신임이다. 

유희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979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옥포대우병원 산부인과장을 거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제임스 암

센터에서 2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1994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

학에서 근무했고 교육수련부장, 연구지원실장, 아주대학교병원장, 아주

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아주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부인종양학회장, 대한비뇨부인학회장, 부인암학

회지 Gynecologic Oncology의 편집위원과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의 편집위원장, 아시아부인종양학회 2015 학술대회 조직위

원장, 대한의료정보학회장, 대한암학회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수련교육

위원장 등을 지냈고, 현재 대한병원협회 윤리위원장, 아시아부인종양학

회(ASGO)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새로 임명되거나 연임된 아주대학교의료원의 보직자는 총 

16명이다. 

▒ 아주대학교의료원

 ▷기획조정실부실장 정재연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주임교수 김영호

▒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장 김춘자 

 ▷간호과학연구소장 박진희

▒ 아주대학교병원

 ▷암센터장 왕희정

 ▷치과병원장 김영호

 ▷적정진료관리실장 조재호

 ▷인체유전체자원센터장 정재연

 ▷현대아주의원장 강준구

▒ 아주대학교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

 ▷임상역학센터장 조남한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장 주일로

 ▷세포치료센터장 민병현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장 조준필

 ▷노인보건연구센터장 이윤환

 ▷유전체불안정성제어연구센터장 조혜성

 ▷아주중개오믹스센터장 정재연

AU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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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전기홍

보건대학원장

김영호

임상치의학대학원장

임상현

진료부원장

이광재

교육인재개발부원장

아주대학교병원, 

QI 활동 사례 공유하는 학술대회 열어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2월 2일 ‘2017학년도 QI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진료과·부서

별 우수 QI 활동 사례를 공유해 의료 서비스를 개

선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하

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총 81개의 주제 보

고서가 접수됐으며, 예심을 거쳐 선정된 12개 팀

이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대강당 로비에서는 우

수 사례로 선정된 35편의 포스터를 전시해 참석

자들과 1년간의 QI 활동을 공유했다. 이날 심사 결

과 응급실 팀의 ‘환자 안전을 위한 정확한 환자 확

인율 100%’가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 2

팀, 우수상 3팀, 장려상 6팀, 포스터 부문 우수상 

10팀이 각각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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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외과, 태국 탐마삿대학교 

단기연수의사 수료식 개최

아주대학교병원 위장관외과는 지난해 12월 22일 

태국 탐마삿대학병원 단기연수의사 수료식을 개

최했다. 이번 방문단은 탐마삿대학병원 위장관외

과 전문센터 구성을 위해 10일 간 아주대학교병

원을 실사하고, 위장관외과에서 연수하며 다양한 

복강경 및 로봇수술의 최신술기와 다기관 임상연

구 등을 경험했다. 특히 이번 방문 중 의과대학 의

학교육실장 정윤석 교수, 학생부학장 정연훈 교수

와 함께 의과대학생 교환 수업에 대한 논의를 진

행해 향후 양 기관 교류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

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일본 와카야마대학병원과 

제7차 학술대회 개최

아주대학교병원 간이식 및 간담도외과는 지난해 

12월 1일 일본 와카야마대학병원 제2외과와 공동

으로 ‘제7차 아주대학교병원-와카야마대학병원 

간담췌외과 학술대회(The 7th Exchange HBP 

Surgery Meeting between Wakayama and 

Ajou University)’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아주대학교병원 홍성연 임

상강사가 ‘간 우엽 이식편의 용적이 충분한 환자

에서 중간정맥 재건술의 필요성’을 발표했으며, 이

외에도 양 기관 의료진은 9편의 구연 발표를 통해 

간·췌장·담도 수술의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아주대학교병원-청주 한국병원, 

협력병원 협약 체결

아주대학교병원이 청주 한국병원과 협력병원 협

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27일 한국병원에서 협력병

원 협약식을 열고 ▲환자 진료 의뢰 및 회송 ▲학

술교류 및 공동연구 ▲의료 인력의 교육 및 지원 

▲진료 및 운영 자문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지역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

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병원 제도와 협진병·의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28일 기

준 협력병원 657개소, 협진 병·의원 311개소 총 

968개소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암 환아를 위한 신년 행사 개최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1월 9일 ‘소아암 환아를 

위한 신년회 및 무지개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소

아암 환아를 격려하고, 완치 판정을 받은 소아암 

환아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 아주대학교병원과 

소아암 환아 부모 모임 온누리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진과 완치 환아 가족, 

치료 중인 환아 가족, 후원 단체 등 100여 명이 모

여 힘겨운 투병 생활을 견디고 건강을 되찾은 환

아 8명에게 무지개 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고, 현재 

치료 중인 환아 50명에게도 격려의 선물을 증정

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권역외상센터 기부자 감사패 전달식 개최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를 후원한 기부자 대표에게 감사패

를 전달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이들 기부자를 

대표해 ㈜명보아이엔씨, 서울대 ROTC 총동문회, 

대순리진리회 수색방면, ㈜박상희국어연구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희석 의료원장은 이국종 교수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을 위해 뜻을 모아 준 개인과 단체, 기업체 

등 모든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

로도 한국의 중증외상환자 치료 시스템을 개선하

고 표준화된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 

지금 물어보세요!

건강 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

이든 물어보세요. 아래의 메일 주소로 질문을 

보내 주시면, 아주대학교병원 교수가 명쾌하

게 알려드립니다.  

 *메일 보내실 곳_ jennyk85@aumc.ac.kr

<건강 QnA> 

의학문헌정보센터 도서 기증

● 소화기내과학교실 조성원 교수, 

 『대한간학회지』 외 낱권저널 35권 기증

● 직업환경의학교실 박재범 교수, 

 『복부초음파진단학』 외 도서 3권 기증

간호본부, 

간호사 자녀 초청 행사 열어

아주대학교병원 간호본부는 지난 2월 5일 ‘간호사 

자녀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본원 간호

사에게 애사심을 키워주고, 자녀들이 부모 직장을 

체험하며 부모의 직업을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간호사와 

자녀들은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의 강의를 시작

으로 심폐소생술과 같은 체험학습과 자녀와 함께 

부모 근무부서 방문하기 등을 진행했다. 

박미미 간호본부장은 “간호본부는 앞으로 간호사

들이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

도록 돕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

라고 말했다.

아주대학교병원,

‘환자·보호자를 위한 음악회’ 개최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1월 18일 본관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수원시립합창단이 영화 <겨울왕

국> OST를 비롯해 <You raise me up>, <걱정말아

요 그대> 등 다수의 곡을 솔로, 듀엣, 중창 등 다양

한 형식으로 선보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아주대학교병원은 투병 생활로 인해 문화 향유 기

회가 적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매년 다양한 공

연 프로그램을 기획·개최하고 있으며 환자와 보

호자에게 심적 치유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유문숙 간호대학장, 

2018 마르퀴즈 후즈후 평생 공로상 수상

유문숙 간호대학장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세계

인명기관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사

가 선정하는 2018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 공로

상(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간호교육

에서의 새로운 교육방법의 개발 및 관련 연구를 꾸

준히 발표하고, 수년간의 치매노인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은 결과다. 

유문숙 간호대학장은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간

호학부장, 간호학과장, 간호과학연구소장을 지냈고, 

대외적으로는 연세대 미래여성 100인, 수원시 간호

사회 회장, 한국가정간호학회 부회장, 한국간호대학

(과)장 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간호

대학장 협의회 회장, 한국가정간호학회 감사, 수원시 

간호사회 감사를 맡고 있다.

아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의과대학에 전자 교탁 기증

아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이 의과대학에 1천

만 원 상당의 전자 교탁을 기증했다.  

임상치의학대학원 교수진과 졸업생은 의과대학생

과 임상치의학대학원생의 수업 환경 개선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여 송재관 제4강의실에 전자교탁을 

설치했다.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주일로 의과대

학장, 김영호 임상치의학대학원장을 비롯한 교수

진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식을 가졌다.

간호대학, 

제58회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은 지난 1월 26일 치른 제58

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간호대학생 65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다. 유문숙 간호대학장은 “지난해 

간호교육프로그램 재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간호

사 국시 전원 합격, 그리고 올 하반기 예정된 간호

대학 신축건물 준공까지 겹경사를 맞았다”고 말하

고 “간호대학 건물 준공을 계기로 한층 발전한 교

육여건 속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58회 간호사 국가시험은 전국 2만731명

의 응시자 중 1만9927명이 합격해 96.1%의 합격

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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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소식

아주대학교의료원, 

2017학년도 하반기 직원 정년퇴임식 개최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지난 2월 20일 2017학년도 

하반기 직원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정년을 맞은 교직원은 간호본부 최도관, 구

매관리팀 오정숙, 시설관리팀 연규봉, 영상의학과 

이광현, 의용공학팀 안성만, 핵의학과 전병길 직원

이다. 퇴임식에는 탁승제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

직자와 교직원이 참석해 정년퇴임 직원들의 노고

에 박수를 보냈다. 탁승제 병원장은 “아주대학교

의료원을 훌륭한 젊은이로 키우신 여섯 분께 감사

하다”고 말하고 “75세에 그림을 시작해 101세까

지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유명 화가 모지스 할

머니처럼 여섯 분 모두 새로운 인생을 잘 설계해 

남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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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병원을 이용하신 고객분들께서 

2017년 12월 11일부터 2018년 2월 4일까지

 ‘고객의 소리’를 통해 전해주신 의견을 담았습니다.

대표전화 1688-6114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http://hosp.ajoumc.or.kr/ 및

병원 내 ‘고객 소리함’

세심하게 돌봐 주시고 가족처럼 대해 주셨던 10층 동병동 간호

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도와주셨던 

간호사분들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권대임 님

다정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

신 신장내과 박인휘 교수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환자들이 

아픔 없이 살 수 있도록 지금처럼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현옥선 님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간호해 주셨던 12층 동병동 간호사분들

에 대한 고마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특히 오동은 간호사님께 감

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유성희 님 보호자 

연말에 연휴까지 겹쳐 바쁜 와중에도 성심성의껏 치료해 

주신 아주대학교병원에 감사드립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친

절하게 보살펴 주신 7층 동병동 전진경 간호사님 덕분에 큰 

힘이 됐습니다.  백승현 님

엄마처럼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진심어린 이야기로 격려해 주신 13층 서병동 

정나리 간호사님, 덕분에 저와 어머니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 같은 정나리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김선옥 님

아들의 병명을 들었을 때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신경외과 윤

수한 교수님이 용기를 주신 덕분에 수술을 결정할 수 있었고, 수술

을 받은 이후로는 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다

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양자 님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던 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긴급지원을 받도록 도와주시

고 수술도 잘해주신 신경외과 김상현 교수님과 박규현 간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립

니다. 두 분 덕분에 하루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서상진 님

위암으로 위 전체 절제술을 받은 저에게 수술날짜

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위장관외과 한상욱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용기와 

의지를 갖게 됐고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있었습니

다. 환자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신 7층 동병동 간

호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박응열 님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 신경외과 임용철 교

수님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다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그 말

씀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배려로 진료해 주셨던 임용철 교수님 감사

드립니다.  신민건 님

유방암 치료를 위해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에 왔습니다. 막내아들의 친구들과 지인

들이 아주대학교병원을 추천해줬고,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

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치료해 주신 유

방외과 정용식 교수님 팀과 한국에 도착

한 순간부터 수술을 받은 이후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준 국제진료센터 김빅토리아, 

김현지 코디네이터님에게 감사드립니다.  

Aitbayeva, Ryzvan 님 

중국에서 온 저는 종앙혈액내과 

정성현 교수님께 치료를 받은 후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호전이 됐습

니다. 교수님은 물론 아주대학교

병원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김명숙 님

간이식 및 간담도외과 왕희정 교수님께 수술 받은 이후

로 일 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항

상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힘든 마음까지 달래주

셔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분 님

언제나 환자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몇 번씩

이나 설명해주셨던 신경외과 서미라 간호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미선 님 

피부과 이순영 간호사님의 한결같은 친절함에 고마운 마음

을 전하고 싶습니다. 상냥한 말투와 환한 미소로 대해주실 

때마다 병이 치유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현경 님

불안한 마음을 안고 병원을 찾았는데 정형외과 임경애 간호사님, 이정

란 간호사님의 꼼꼼하고 친절한 도움 덕분에 안정된 마음을 갖고 진료

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정민 님

저의 실수로 진료 예약이 되지 않아 진료를 받지 못할 뻔 했는데, 안과 김미정 간

호사님이 잘 처리해 주셔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불

편함을 겪지 않도록 애써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권창익 님

피부과 이은소 교수님, 윤지선 레지던트 선생님, 이정희 간호사님께 감사

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은소 교수님의 정성스러운 진료와 선생님

들의 성실하고 친절한 보살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염은식 님

건강검진 중 위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위장관외과 

허훈 교수님께서 수술해 주시고 종양혈액내과 강석윤 교수님

께서 항암치료를 해주신 덕분에 복막 전이암이 완전히 소멸됐

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꼭 건강한 모

습으로 찾아뵙기를 기원합니다.  한용국 님

아기가 장염에 걸려서 소아응급실에 가게 

됐습니다. 혈당 체크를 해주셨던 응급실 

노규봉 간호사님이 바쁜 상황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습

니다.  도래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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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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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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vision&Radio

언론에 보도된 아주대학교의료원Media in AUMC

Newspaper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17.12.16.)
칼잡이의 비망록 -

외상센터의 민낯을 기록하다

소화기내과 신성재 교수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8.02.06.)
무조건 심장탓? 가슴통증 구별법

췌담도외과 김지훈 교수
EBS 1TV 메디컬다큐 7요일

(2018.01.02.)
남편이 가슴 통증을 느꼈던 다른 이유-

응급실 24시 

소화기내과 이광재 교수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2018.02.07.) 
대학병원을 찾은 승현과 수빈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
채널A 뉴스A
(2018.01.12.)

[인터뷰] 이국종에게 듣는다…
그가 바라본 남북 회담은?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
채널A 뉴스A
(2018.01.16.)

이국종 중증외상센터 지원…
7년 만에 응답했다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
KBS 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2017.12.12.)  
의료 전달 체계 개선되지 않고는 
문재인 케어 잘 작동하기 어려워

정신건강의학과 손상준 교수 
경기방송 라디오 굿모닝코리아

(2017.12.20.)
현대인의 우울증과 우울증 극복방법

신경외과 김세혁 교수
SBS CNBC 닥터Q 내 몸을 말하다

(2018.01.20.)
[메디포커스] 머릿속 시한폭탄, 

뇌하수체 종양

감염내과 김은진 임상강사
MBN 뉴스8
(2018.01.05.)

독감 이례적 기승…4월까지 유행

외상외과 허요 교수
JTBC 뉴스룸
(2017.12.19.)

외상센터 예산 늘어도…
이국종 교수의 ‘이유 있는 분통’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
채널A 뉴스특급

(2018.01.11.)
‘국회 나들이’ 이국종, 

주한미군 ‘더스트오프’ 한국당 표창식

<중부일보>

치과병원 강정현 임상강사
2018.01.18.

혀가 화끈화끈…
혓바늘이 아니라고요?

<조선일보>

호흡기내과 신승수 교수
2018.01.25.

한파에 호흡기질환 사망률 10% 껑충… 
COPD 환자 특히 주의

<중부일보>

아주대학교병원
2018.01.18.

베트남 심장질환 아기, 
아주대병원 무료수술로 회복

<동아일보>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
2018.01.25. 

“병원 쪽잠-헬기장 잠입… 
東亞 기자들 치열함에 감탄”

<경인일보>

소아청소년과 이수영 교수
2017.12.20.

120분 맞춤 진료 ‘아토피 제로’ 처방

<동아일보>

위장관외과 한상욱 교수, 
갑상선내분비외과 소의영 교수

2018.02.03.

서울대병원 9명-서울아산병원 9명… 
초대형 병원 명성 여전

<동아일보>

갑상선내분비외과 소의영 교수
2018.02.03.

암에 잘 걸리는 체질… 
가족력보다는 흡연-
짠 음식이 더 위험

<조선일보>

응급의학과 민영기 교수
2017.12.21.

3개월 내 큰 스트레스 
자살 위험 높인다

<중부일보>

신경외과 김세혁 교수
2017.12.15.

[뇌종양센터] 6개 진료과 머리 맞대고 
협진 환자 개인 맞춤치료법 찾는다

<동아일보>

호흡기내과 박광주 교수
2018.01.22.

하루에 물 8컵 마시면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

<경기일보>

이비인후과 김철호, 김선용 교수
2018.01.29.

난치병 ‘두경부암’ 치료 길 열려

<중앙일보>

비뇨의학과 김선일 교수
2018.01.06.

“중년 이후 혈뇨·전립샘 검사로 
비뇨기 점검해야”

<중앙일보>

정신건강의학과 홍창형 교수
2017.12.20.

“종현 유서, 출구 없는 괴로움 속 
자책 반복 … 전형적 우울증 보여”

<중부일보>

치과병원 김영호 병원장 
2018.01.24.

[할 말 있습니다] 
조연을 격려하는 사회

<조선일보>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2018.02.01. 

공복혈당 110은 안심? 
이미 당뇨병 합병증 왔을 수도

<국민일보>

마취통증의학과 최종범 교수
2018.01.09.

[And 건강] 얼굴 대상포진, 
합병증이 더 무섭다… 치매 위험도↑



후원 방법

Add to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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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행복한 사랑나눔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의과대학 장학기금 : 9,460,000원

의대기숙사신축 발전기금: 30,981,519원
신규 기부자

•수원연세신경과의원 김동훈 원장, 3천만 원 약정

•의과대학 학부모협의회, 4,431,239원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정윤석 교수, 3백만 원

•생화학교실 이재호 교수, 2백만 원

•의과대학 학부모 박원 님 2백만 원 

•치과학교실 김희경 교수, 2백만 원 약정

•의과대학 학부모 정순찬 님, 1백만 원

•의과대학 학부모 임형재 님, 1백만 원

•의과대학 학부모 박현식 님, 1백만 원

간호대학 발전기금 : 2,200,000원

간호대학건축 발전기금 : 5,840,000원
신규 기부자

•간호대학 이영진 교수, 8백만 원 약정

기타기금 : 44,369,372원
신규 기부자

•예방의학교실 전기홍 교수, 5천만 원 약정(보건대학원 지원기부)

•쉬즈메디병원 이기호 원장, 5천만 원 약정(소아청소년과학교실 지원기부)

•치과학교실 김희경 교수, 2백만 원 약정(임상치의학대학원 지원기부)

『1·1·1캠페인』 교직원 참여자 : 92명
(2018.1.31.일 현재)

『1·1·1캠페인』은 1인·1월·1만 원 이상을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

하는 기부입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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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모금 후원액 : 354,922,103원
(2017. 12. 01 ~ 2018. 01. 31)

아주사회사업기금
(2017. 12. 13 ~ 2018. 2. 6)

이 달의 모금 후원액 : 84,381,210원

「의료원 발전기금」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후원금은 의료원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더욱더 기여하고 세계

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하여 후원자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문의처 : 발전기금 후원회(☎ 031-219-4000)

● 나눔소식

아주사회사업기금에서는 소화기계 급성출혈로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한 독거노인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

니다. 이 환자는 오래전부터 파킨슨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

자 않았으며, 공과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

지 않아 가스, 전기가 끊어진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환자의 집을 방문했다가 환자의 상태가 위중

하여 119를 통해 응급실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파킨슨병을 

앓으면서부터 가족들과 관계가 끊어진 채 혼자 지내왔고, 가

족들 모두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

받고 사회안전망에서도 소외된 환자를 위해 아주사회사업기

금에서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주사회사업기금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

원 부탁 드립니다.

● 이 달의 신규후원자

- 일시후원  

 김민정 님(서울 강남구), 전혜인 님(서울 광진구)

- 기금증액

 진단검사의학교실 임영애 교수, 

 병원경영팀 김수연 계장

아주사회사업기금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 후원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료원 발전기금 : 100,901,800원
천클럽 신규

•간호대학 이영진 교수 

•치과학교실 김희경 교수

신규 기부자

•약리학교실 조은혜 교수, 6천 1백만 원

•수원윌스기념병원 ,1천만 원

•환자 이현주 님, 4백만 원(류마티스내과학교실 서창희 교수)

•현대백화점(판교점), 3백만 원

•약리학교실 김은영 교수, 1백만 원

•민성준 님, 1백만 원

권역외상센터 발전기금 :161,169,412원
신규 기부자

• 3천만 원 : 박상희 님, 조인셋(주) 김선기 대표

• 1천만 원 : 김진원 님, 경수고속도로(주), 대순진리회수색방면

• 5백만 원 : 김경자 님, ㈜와이솔, 태원과학(주)

• 3백만 원 : 대한의사협회

• 2백만 원 : ㈜힘스 

• 1백만 원 : 김영민 님, 김영석 님, 박창옥 님, 박한민 님, 신진호 님, 이인자 님, 

  이조은 님, 이현주 님, 전계리 님, 최동욱 님, ㈜세븐픽쳐스, 

  ㈜자유통일문화원

• 50만 원 : 남선희 님, 송영하 님, 신선경 님, 이미경 님, 우리들의카페라테

• 30만 원 : 남영재 님, 류주희 님, 박희정 님, 이경은 님, 이재준 님, 이주열 님, 

  정산아 님, 최호석 님, 한수진 님

• 20만 원 : 강삼구 님, 신성백 님, 이병익 님, 임복순 님

• 10만 원 : 계수정 님, 구지예 님, 김경태 님, 김도언 님, 김석주 님, 김요한 님, 

  김재신 님, 김종수 님, 김주안 님, 김진경 님, 문성현 님, 박시우 님, 

  박은경 님, 박정신 님, 박향현 님, 배영문 님, 서민국 님, 선미정 님, 

  손병건 님, 손세윤 님, 송현진 님, 안미선 님, 유효선 님, 이성은 님,               

  이용태 님, 이필례 님, 이현정 님, 장지유 님, 전은영 님, 전정순 님, 

  정영숙 님, 차원주 님, 최재혁 님

• 6만 원 : 정승원 님

• 5만 원 : 김숙영 님, 김점순 님, 박순이 님, 박신영 님, 송난화 님, 송회순 님, 

  양희진 님, 엄보람 님, 유귀향 님, 유효선 님, 이승렬 님, 이시영 님, 

  이지혜 님, 이희순 님, 전은영 님, 조석영 님, 조수희 님, 최윤정 님, 

  허경화 님, 허누리 님, 홍주연 님

• 3만 원 : 강부경 님, 김리원 님, 남영민 님, 류주희 님, 신승옥 님, 오태진 님, 

  이정하 님, 정영숙 님, 조준호 님, 황서현 님

• 2만 원 : 고미현 님, 고범진 님, 박선영 님, 양현영 님, 이혜연 님, 조성린 님

• 1만 원 : 고주희 님, 김선영 님, 김수정 님, 김종훈 님, 노정연 님, 박연주 님, 

  박미향 님, 신민정 님, 신인호 님, 유인혜 님, 임혜빈 님, 장효진 님, 

  조기영 님, 주민경 님, 최사라 님

• 7천 원 : 황보은 님 •5천 원 : 김효진 님, 지희정 님

• 익   명 : 336명(총 24,438,546원)



<아주대의료원 소식> 컬러링 이벤트

“싱그러운 봄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기다리던 봄이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푸른 새싹과 꽃의 향기가 가득한 봄의 싱그러움을 

아래의 그림에 예쁘게 담아주세요. 

완성한 작품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총 다섯 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마감_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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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7098) / 육*영(2670) / 최*은(4005) / 황*콜(6830) / 김*일(7440)

당첨되신 분들께는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