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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히포크라테스와 히포크라테스 선서
연자 : 반덕진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일시 : 2013년 3월 29일(금) 오후 5:00~6:50
장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

2차 : 의학은 인문학이다! 자연-인문-사회과학의 공진화
연자 : 강신익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시 : 2013년 4월 5일(금) 오후 5:00~6:50
장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418호

3차 : 오페라의 이해
연자 : 박주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일시 : 2013년 4월 12일(금) 오후 5:00~6:50
장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

4차 : 인문학적으로 의학하기
연자 : 한희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일시 : 2013년 5월 10일(금) 오후 5:00~6:50
장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

5차 : 의학은 윤리학이다! 서양의 시각중심문화
연자 : 한희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일시 : 2013년 5월 20일(월) 오후 6:00~7:50
장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313-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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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강좌 소개 (2013년 3월 29일)
연자소개

반덕진 교수는 히포크라테스의 건강사상과 『황제내경』의 건강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로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를 받았으며 1995년부터 우석대학교
교양학부에 재직하면서 건강, 의학, 예술, 독서, 고전 등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히포크라테스의 발견』(2005)과 『히포크라테스 선서』(2006)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고대의학에 관하여’의 연구사」(2009), 「의사의 직업전문성과 ‘히포크라테스 선서’」
(2011), 「왜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인가?」(2012) 등이 있다.

강좌 개요
‘서양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기원전 460-375?)는 너무 유명하여 그에 대해
모르는 의사도 없지만 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의사도 거의 없다. 오늘날 서양의 과학적 의학 앞에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이론은 진부해졌지만 오늘날 의대 졸업식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는 대학은 거의 없다.
본 강좌에서는 서양의학도들의 가슴에 2500년 동안 메아리치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정신’과 ‘히포크
라테스 의사상(像)’을 만나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추천 도서
『히포크라테스의 발견』, 반덕진(저), 휴머니스트, 2005.
『히포크라테스 선서』, 반덕진(저), 사이언스북스, 2006.
『히포크라테스』, 자크 주아나(저), 서홍관(역), 아침이슬, 2004.
『히포크라테스 선집』, 여인석•이기백(역), 나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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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강좌 소개 (2013년 4월 5일)
연자소개

강신익 교수는 경기도 안양에서 나고 자라면서 전형적인 농촌에서 도시로
변해가는 삶의 터전을 온몸으로 느끼고 살았다. 치과 대학을 졸업하고 15년간
치과 의사로 일했다. 마흔이 되던 해에 영국으로 건너가 2년간 머물면서
의학과 관련된 철학과 역사를 공부했다.
2000년부터 일산백병원 치과 과장으로 일하면서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료인문학을 가르쳤고,
2004년부터는 인문의학교실을 개설해 전임 교수가 되었다. 추상적 지식보다는 일상적 삶에 봉사하는
의학을 지향한다. 2007년부터 3년간 정부 지원으로 인문의학연구소를 개설해 「건강한 삶을 위한
인문학적 비전」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인문의학』 시리즈 3권을 펴냈다. 저서로는 『
몸의 역사』(2002), 『몸의 역사 몸의 문화』(2007), 『의학 오디세이』(2007, 공저), 『생명, 인간의 경계를
묻다』(2008, 공저), 『찰스 다윈 한국의 학자를 만나다』(2010, 공저) 등이 있다.

강좌 개요
“가끔 치료하고 자주 도우며 항상 위로하라.” 좋은 의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주는 경구 중에서 이처럼
의학의 성격을 잘 표현한 말도 드물 것이다. 이 말을 확대 해석하면 의학은 과학(치료)이고
인문학(위로)이며 사회학(도움)이다. 이 강좌에서는 제멜바이스, 나이팅게일, 피르코 라는 세 사람의
역사적 인물을 통해 의학의 근본 성격을 생각해 본다. 학(學), 술(術), 덕(德)으로 구성된 동아시아의 ‘
의(醫)’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벌어진 세 가지 스캔들(보라매 병원 사건,
의사 파업, 의대생 성폭행 사건)을 통해 의학에서의 인문학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추천 도서
『몸의 역사』, 강신익(저), 살림, 2002.
『불량유전자는 왜 살아남았을까: 인문의학자가 들려주는 생로병사의 과학』, 강신익(저),
페이퍼로드, 2013.
『어느 의사의 고백』, 알프레드 토버(저), 김숙진(역), 지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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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강좌 소개 (2013년 4월 12일)
연자소개

박주현 교수는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신장내과 교수를 지냈다.
뜻한바 있어 의학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의학지식, 진료능력,
직업인으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 등이 모두 구현되는 의학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현재는 울산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로 활동 중이다.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교육학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성과중심의 교육과정, 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주도해 왔다. 음악 교육을
받아 보지 못하여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순수한 아마추어이지만 프레젠테이션에 재능이 있다. 따라서
일반인을 위한 오페라 입문 과정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라 본인이 적임자라고 믿고 있다.

강좌 개요
음악, 미술, 문학, 무용, 연출과 조명, 의상과 무대 등 명실공히 종합예술인 오페라를 통해 다양한
예술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오페라를 통해서 좀더 편하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희로애락을
접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한 의사는 스스로 자신의 인성을 함양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며 또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바, 오페라로의 입문 과정을
도움으로써 이 능력이 함양되기를 도모하고자 한다. 오페라 속에서 다루어지는 의사상, 이런 내용
보다는 오페라 자체가 얼마나 즐길만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추천 도서
『오페라 에센스 55』, 박종호(저), 시공사, 2010.
『오페라의 세계: 앨런 라이딩』, 레슬리 던턴다우너(저), 황윤희(역), 21세기 북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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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5차 강좌 소개 (2013년 5월 10일 & 20일)
연자소개
한희진 교수는 프랑스 파리 1 대학 (팡테옹-소르본)에서 철학박사학위 (의철학
(醫哲學, Philosophy of Medicine) 전공)를 받았고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위고
학술상’(Prix Hugot)을 수상했다.
콜레주 드 프랑스(College de France) 생명과학철학 및 의철학 조교수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조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의철학, 의사학, 생명윤리, 의료윤리 등 의인문학(Medical Humanities) 분야를 강의하고 있으며,
생명과학철학, 생명과학사, 기술철학, 프랑스 근•현대철학 등에 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철학과 의학』(Philosophie et medecine, 2008년, 공저)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La philosophie de la medecine chez Canguilhem: de la maladie et de la medecine a l’histoire」(캉귈렘의 의철학:
질병과 의학에서 역사로, 2008년), 「오진(誤診): 의료윤리와 의료법에 선행하는 인식론 문제」(2010
년), 「미셸 푸코의 파놉티시즘에서 인식, 권력, 윤리의 관계」(2012년) 등이 있다.

강좌 개요
4차 강좌에서는 ‘인문학적으로 의학을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풀이하고 인문학적인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8세기 이래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의학은 ‘
인간학’(Science of Man 또는 Anthropology)과 ‘가치론’(Axiology)으로 규정되었다. 의학은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인문학이며, ‘건강’이란 긍정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질병’과 ‘죽음’이란 부정적인 가치를 피하고자 노력하는 가치지향적인 실천학이라는
것이다. 인간학과 가치론으로서의 의학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의사는 독서를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인문학적 교양을 쌓고 참된 비판의 관점에서 건전한 회의주의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5차 강좌에서는 의학을 포함한 서양의 과학 문명이 전제하고 있는 시각중심주의(ocularcentrism)
문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로 다른 어떤 과학보다도 의학에서는 보는 것(시각)이 곧
아는 것(인식)이고, 앎(지식)은 힘(권력)을 창출하며, 큰 권력을 가질수록 더 새롭고 폭넓게 볼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하다. [지식과 권력의 관계] 두 번째 단계로 의학에서 윤리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타인이 없더라도 그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식과 윤리의 관계] 이렇게 두 차원에서 의학의 본질과 의사가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를
반성해 보고 환자중심적 의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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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도서
『醫哲學의 개념과 이해』, 헨릭 월프, 스티그 페데르센, 라벤 로젠베르(저), 이종찬(역), 아르케, 2007.
『임상의학의 탄생: 의학적 시선에 대한 고고학』, 미셸 푸코(저), 홍성민(역), 이매진, 2006.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미셀 푸코(저), 오생근(역), 나남, 2003.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조르쥬 깡길렘(저), 여인석(역), 인간사랑,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