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은 눈동자를 
가득 채운 삶에 대한 의지 

나이 51세, 키 139cm, 몸무게 40㎏, 맥박은 169회로 불규칙했고, 자그마한 체구에 깡마른 얼굴은 황달

로 인해 병색이 완연했다. 외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들어 했다. 2014년 10

월 그 분을 처음 만난 순간이다. 입원 후 시행한 피검사에서 간수치, 황달수치가 모두 높았고, 심부전으로 

인해 양쪽 폐에는 물이 차있었으며, 심장초음파에서 수술이 필요한 중증 승모판막 협착 소견을 보였다. 심

부전 치료가 진행되면서 환자의 상태는 조금씩 양호해져 2주 후에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러나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협착이 심한 승모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갈아 끼우는 개흉수술이 불가피해 환자

와 보호자에게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마침 환자의 어머니가 우리 병원 흉부외과 권종범 교수님께 대

동맥 판막 수술을 받은 분이어서 환자 역시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잘 이해할 줄 알았으나, 보호자와는 달

리 환자 본인은 체력이 너무 약하고 당뇨가 있어서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수술을 망설였다. 

환자는 퇴원 후 2달에 한 번씩 외래를 찾았다. 증상이 심할 때는 지금은 몸이 

안 좋으니 이 시기만 지나면 반드시 입원해서 수술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  약으로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지금은 괜찮으니 

조금 더 있다가 수술을 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환자는 완치를 위해선 수술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약한 체력 때

문에 수술 후 못 깨어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보호자들도 이런 환자

의 태도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나 역시 바쁜 외래시간 중에 달래기도 하고, 얼마 못가서 죽는다고 

으름장을 놓아보기도 하고, 포기했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무관심한 것처럼 이야기도 하면서, 아무런 진전 

없이 반복되는 상황에 ‘내가 뭐하는 짓인가?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지’ ‘그래, 본인이 정 원하지 않으

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러다 수술 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만 욕 먹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기나긴 구애(?) 끝에 2015년 8월 환자는 드디어 우리 병원 흉부외과에서 승모판 치환

술을 받았고, 수술 후 잘 회복되어 퇴원했다. 수술 후 외래에서 환자를 만날 때 마다 환자는 건강해진 본

인의 모습에 진작 수술을 할 걸 그랬다며 웃는다. 그리고 나갈 때는 꼭 두 번 연거푸 인사를 하면서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외래 진료실을 나선다. 정작 수술은 내가 한 것도 아

닌데 말이다.

환자를 보다보면 우리 의사들은 매번 이런 결정의 딜레마에 빠지는 순간을 맞게 되고, 그때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 만큼 했으면 됐지…….’ 지금 와서 그 순간을 돌이켜 보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환자

를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자의 불안한 눈동자에서 오히려 삶에 대한 강

한 애착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환하게 웃으며 외래 진료실 문을 나서는 환자의 뒷모습을 

보면 가슴 한편이 뿌듯해진다. 

길고 긴 1년간의 

‘외래 설득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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