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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은 계속 개발되

어 왔으며, 국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도 의

료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약이나 의료기기 등의 개발

을 촉진하였다. 이런 시기에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새로운 수술인 카바

(CARVAR)1)(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는 1997년부

터 2014년 5월까지 국내외에서 1만3천명에게 시행되었다. 이 수술의 안전

성 및 유효성을 두고 2008년부터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를 비롯하여 대

한심장학회나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들까지 관여하는 논란이 벌

어졌다. 이 수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논문으로 학회에 알리고 관련 기관에

신고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은 ‘조직의 화합을 깬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임되었다. 많은 병상을 새로 지은 병원에 송명근 교수를 명의로

초빙하여 병원 명성을 높이고 많은 환자를 진료할 계획이었던 건국대병원

은 한국 최초의 의료기술 평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과 카바의 효과를 두고 논란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 논란에는 정치권까지

개입하여 2010～201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바에 대한 입

장 차이로 여야가 나누어져 논란을 벌이기도 하였고, 이 수술에 찬성하거

나 반대하는 환자단체도 집회 등을 열어 이 논란에 개입하였다.

국내에서 새로운 수술을 두고 이와 같은 논란이 벌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카바 논란을 기록하고 이런 논란이 생긴 의학적인 그리고 사회적

인 배경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

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 카바는 수술 개발자가 영문으로 ‘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로 명명하

면서 약자로 CARVAR로 썼다. 이후 언론에서는 이를 카바(CARVAR)나 카바 수술로 표현

하였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등에도 카바나 카

바 수술로 적어, 이 논문에서는 카바로 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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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카바 논란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고, 관련 인물들을 인터

뷰하여 우리 사회에 카바가 처음 공개된 2003년부터 수술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가 중국으로 진출하기까지의 13년 역사를 기록하였다. 송명근 교수는

국내에서 아직 의료기기법이 생기기 전부터 신의료기기 개발에 뛰어들었으

며, 결국 카바 링이라는 재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하였다. 카

바 링은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 특허로 등록되었다. 또 송명근 교수는

이 재료를 사용한 수술법을 건강보험에 신의료기술로서 신청하였다. 하지

만 이 수술과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두고 유효성 및 안전성 논란이 벌

어졌다. 또 수술을 개발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시행한 의사가 수술에 필요

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연구자로서 또는 의사

로서 카바를 적용하는데 이해상충이 생긴다는 논란도 벌어졌다. 이는 새로

운 약에 대하여는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새

로운 수술의 평가는 평가 방법은 물론 그 필요성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않

은 사회 상황의 반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환자단체나 정치권 역시

새로운 수술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는 마찬가

지였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뒤 한국 사회에서는 이른바 ‘압축 성장’

을 하면서 사회 여러 부문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었다. 이런 현상은 사람

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는 의지는 강하였지만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평가

나 수술 개발에 필요한 의료윤리 등은 확립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카바 논란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수술이 환자의 질병 치료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의사 양성 과정에서도 이런 평가의 필요

성은 충분히 교육시켜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은 관련 법과 제도가 만

들어지기 이전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의

사들은 환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윤리와 자율규제, 동

- iii -

료평가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비만을 치료한다는 수술인 이른바 ‘신해철 수술’이

신의료기술평가에 신청되지도 않아 충분한 평가 없이 임상 현장에서 시행

되다가 가수 신해철이 이 수술을 받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또 우리나라

를 대표한다는 병원인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도 환자에게 원래

수술하기로 한 의사가 아니라 다른 의사가 환자 측의 동의도 없이 수술하

는 이른바 ‘대리수술’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아직도 우리 사

회에서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전문가 윤리 의식을 아무리 강조하고 교육하

여도 지나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카바(CARVAR), 근거, 의료 전문가 윤리, surgical ethics, 새로운

수술

학 번 : 2009-3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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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다가 가수 신해철이 이 수술을 받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또 우리나라

를 대표한다는 병원인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도 환자에게 원래

수술하기로 한 의사가 아니라 다른 의사가 환자 측의 동의도 없이 수술하

는 이른바 ‘대리수술’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아직도 우리 사

회에서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전문가 윤리 의식을 아무리 강조하고 교육하

여도 지나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카바(CARVAR), 근거, 의료 전문가 윤리, surgical ethics, 새로운

수술

학 번 : 2009-3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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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에 들어와 특히 2차 세계 대전을 전후로 의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

술이 크게 발달하였다.2) 내과 분야에서는 항생제, 소독제, 항암제 등 각종

약이 개발되었고, 외과에서는 개심술, 신장이식, 시험관 아기 탄생 등 여러

새로운 의료기술이 탄생하여 큰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중

에 일본이나 독일에서 연구 대상자의 참여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임

상시험을 당하는 등 연구 대상자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뼈아픈 역사도

있었다.3) 이후 뉘른베르크 강령이나 헬싱키 선언 등 연구 참여자의 인권이

나 자율성 등을 지키기 위한 세계적인 선언이 있었다. 또 196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난 이른바 ‘탈리도마이드 베이비’ 사건을 계기로, 특히 신약

분야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도 크게 강화되

었다. 이후 외과 분야 새로운 수술에 대하여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1970년에 나오면서 미국 등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의

학계 내부에서 평가의 필요성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주로 미국의 의학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

반부터 의료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선정하고 의료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암제 등 몇몇 신약이 개발되기

도 하는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또 2000년대 들어서 수술이나 검사 등에

필요한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을 크게 육성하기 위

한 정책도 추진하였다. 동시에 새로운 의료기술을 평가하여 의학적인 근거

를 창출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였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평가하

2) 제임스 르 파루, 현대의학의 거의 모든 역사, 알마출판사, 2016년1월27일

3) Emanuel EJ et al, The Oxford Textbook of Clinical Research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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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는 물론 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만들었다.

이처럼 국내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여 환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

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하여 의료산업을 일으키자는 정책이 시행되던 중에

카바(CARVAR, 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4)가 개발되

었다. 이 수술은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가 서울아산병원에 재직할 당시인

1997년에 개발하였는데, 우리 말로는 ‘종합적 대동맥 판막 및 근부성형술’

이라 칭한다. 송명근 교수는 이 수술에 대하여 대동맥판막질환이나 대동맥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수술법이며 기존의 치료법에 견주어 수술 뒤 항응

고제 등을 먹지 않아도 되거나 재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 수술에 대하여 대한흉부외과학회는 혁신적으로 새로운 수

술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는 하였지만, 수술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가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 신청을 하여 새로운 수술로 논란이 벌어진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새로운 수술이라고 기술하기로 한다.

이 수술은 1997년부터 2014년 5월까지 국내에서 1만3천여명의 환자에게

시행되었다. 이 수술에는 카바 링이라는 의료기기가 필요하였고, 이 의료기

기는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연합 등의 보건당국에서 승인되거나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카바 링이 필요한 수술법인 카바가 기존의 수술보다 안전

하거나 효과가 크다는 연구는 국내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카바의

개발자는 이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자

건강보험 당국에 이 수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지만,

신의료기술로 인정되기 위한 평가를 받는 것에 논란이 벌어졌으며 연구계

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이 수술을 평가하는 위원회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위원회와 수술 개발자와의 논란으로 이 수술

4) 카바(CARVAR)는 ‘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의 약자로, 언론에서는 

이를 카바(CARVAR)나 카바 수술로 표현하였으며, 카바 논란에 관여하였던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복지부, 건국대병원 등도 카바나 카바 수술로 적었기 때문에 

앞으로 카바로 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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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과거의 수술 환

자 사례를 바탕으로 나온 평가 결과에서는 기존 수술과의 비교에서 성적이

더 좋지 않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수술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수술 개발자와 병원이 크게 반발하면서 더욱 더 큰 마찰을 일

으켰다. 또 의료윤리 분야에서는 이 수술의 개발자가 이 수술에 필요한 의

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의 지분을 가진 점이 ‘이해상충’으로 지적되거나 수술

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임에도 이 수술을 받는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자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졌

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였다. 결국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전제로 적용되었던 ‘조건부 비급여’는 철회되면서 새로운 수술에 대

한 의학적인 근거를 만드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살리지 못하

게 되었다.

이와 같은 카바 논란에는 수술 개발자와 수술 부작용 사례를 통하여 문

제 제기를 하였던 동료 의사들, 관련 학회들 등 의학계 내부의 논란도 많

았지만, ‘스타 의사’ 또는 ‘명의’를 통하여 신축 병원을 크게 육성하려던 사

립대병원은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건강보험 당국, 한국보건의료연구

원 등 평가기관 등이 관여하면서 논란은 확산되었다. 먼저 사립대병원은

이 수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던 심장내과 교수 2명을 해임

하는 등 수술 개발자를 지지하였으며, 의료기술에 대하여 평가하는 기관으

로 문을 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반박하고 카바의 우

수성을 담은 보도자료와 보고서 등을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논란을 벌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조건부 비급여’가 적용된 수술이었기에 건

강보험 당국도 경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카바 논란에 관여하였다. 아울

러 언론과 정치권 역시 카바 논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언론에서는

의학 분야 전문지는 물론 방송사나 일간지도 관련 기사를 2003～2015년에

4만여 건을 쏟아 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수술의

효과와 부작용을 두고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 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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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립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이 수술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 담당

자를 국정감사장에 불러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이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환자단체를 만들어 수술 개발자를 지지하기도 하였으며, 반대로

증상이 가벼워 아직은 이 수술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던 환자가 이 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례가 나오면서 사망자의 가족은 물론 다른 환자단체들이 이

수술에 대하여 비판하고 나서기도 하였다. 결국 의료 전문가인 의학계 내

부의 자율규제에 따라 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평가되고 여기에서 적절

한 평가를 받았을 때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적용되었어야 할 수술이,

의료 전문가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으로 논의의 장이 확대되었다.

카바를 둘러싼 논란은 당시 의료계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가 새로운 의료

기술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카바 논란

에 대하여 수술 개발자와 평가자 등 어떤 주체가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분석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다 많은 환자

들이 건강과 생명 연장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과

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1.2. 연구 목적

새로운 심장 수술법인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 논란은 수술의 부작용 사례를

문제 제기한 심장내과 교수 2명이 해임되거나 대한흉부외과학회나 대한심장학회

등 학회들이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낼 정도로 의학계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지만, 논란은 점차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건강보험 당국, 의료기술 평가기관,

정부 및 정치권, 환자단체 등까지 관여하였다. 이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인 카바

링은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특허나 인증을 받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수술과 의료기기라는 기대를 받기도 하였다. 게다가 수술 개발자인 송명

근 교수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후보자로도 거론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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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과거의 수술 환

자 사례를 바탕으로 나온 평가 결과에서는 기존 수술과의 비교에서 성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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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대병원은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건강보험 당국, 한국보건의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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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을 담은 보도자료와 보고서 등을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논란을 벌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조건부 비급여’가 적용된 수술이었기에 건

강보험 당국도 경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카바 논란에 관여하였다. 아울

러 언론과 정치권 역시 카바 논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언론에서는

의학 분야 전문지는 물론 방송사나 일간지도 관련 기사를 2003～2015년에

4만여 건을 쏟아 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수술의

효과와 부작용을 두고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 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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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새로운 수술 가운데 최근 들어 이처럼 사회적인 관심을 받은 수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이 카바를 둘러싼 의학적 및 사회적인 논란을 상세히 기술한 연

구는 현재까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카바의 개발부터 부작용

등을 둘러싼 학계의 논쟁, 정치권과 환자단체 및 언론의 관여 등과 역사적인 사

건을 상세히 기술할 것이다.

이번 논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새로운 수술을 개발하고 평가하여 환자들에

게 적용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이었다는 점과 함께 건강보험

당국이나 관련 정부 부처 역시 이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이는 정치권과 언론, 환자단체 등 카바 논란에 관여

하였던 여러 이해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즉 카바 논란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수술이나 의료기기 등을 포함한 의료를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국부 창출에만 몰두한 나머지 환자

안전과 같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을 챙기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카바 논란을 기술하면서 새로운 수술 등 의료기

술을 평가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정착 단계에 이

르렀는지 등을 함께 분석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

를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적용하면서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

카바 논란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과 이의 평가 과정에 있어 이해상충이나

연구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율성 및 연구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

었다. 먼저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카바의 개발자가 카바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만

드는 회사의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연구 성과를 부풀렸

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 수술 개발자는 증상이 경미하여 수술이 필요하지 않

은 환자까지 수술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비록 카바 논란이 한창

진행된 뒤에 나왔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료윤리학회와 대한민국의학한

림원이 새로운 수술의 개발에 있어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의료윤리 문제를 제

기하였다. 카바 논란에서 논의의 중요한 한 지점이 되었던 연구자의 이해상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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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및 연구 대상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수술

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1.3. 연구 방법

새로운 심장수술법인 카바는 2003년 언론에 공개되었고, 이 수술에 필요

한 의료기기는 2006년 11월에 허가되었다. 이후 이 수술은 2007년 3월 건

강보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되었고, 2009년 4월에는 3년 동안 전향적인

연구를 조건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조건부 비급여’로 결정되었다. 하지

만 전향적인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술 개발자인 송명근 교

수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동료 심장내과 교수들과 대한심장학회와 대한

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가 카바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

면서 결국에는 2012년 12월부터 조건부 비급여는 철회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원하여, 후향적인 연구로 카바의 안전성과 유효성

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또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환자단체까지 카바 논란

에 관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카바의 탄생 과정부터 조건부

비급여가 철회될 때까지의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각종 문헌들의 작성 배

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인물들은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고찰할 문헌에는 카바의 효과를 다룬 수술 개발자 등이 유럽흉부외

과학회나 국내 학회 등에 발표한 논문을 비롯하여, 건국대병원이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의 후향적인 연구 결과에 대하여 반박하는 연구 보고서도 포함

하였다. 또 건국대병원은 대한심장학회나 대한흉부외과학회 등이 카바의

부작용 사례를 비판하거나 신의료기술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성명을 내었을

때 이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 자료들도 분석 대상에

넣었다. 아울러 건국대병원은 카바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

는데 있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공문으로 논쟁을 하였는데, 이 공문들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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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이와 같이 카바를 둘러싼 의학적 및 사회적인 논란을 상세히 기술한 연

구는 현재까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카바의 개발부터 부작용

등을 둘러싼 학계의 논쟁, 정치권과 환자단체 및 언론의 관여 등과 역사적인 사

건을 상세히 기술할 것이다.

이번 논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새로운 수술을 개발하고 평가하여 환자들에

게 적용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이었다는 점과 함께 건강보험

당국이나 관련 정부 부처 역시 이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이는 정치권과 언론, 환자단체 등 카바 논란에 관여

하였던 여러 이해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즉 카바 논란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수술이나 의료기기 등을 포함한 의료를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국부 창출에만 몰두한 나머지 환자

안전과 같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을 챙기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카바 논란을 기술하면서 새로운 수술 등 의료기

술을 평가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정착 단계에 이

르렀는지 등을 함께 분석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

를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적용하면서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

카바 논란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과 이의 평가 과정에 있어 이해상충이나

연구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율성 및 연구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

었다. 먼저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카바의 개발자가 카바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만

드는 회사의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연구 성과를 부풀렸

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 수술 개발자는 증상이 경미하여 수술이 필요하지 않

은 환자까지 수술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비록 카바 논란이 한창

진행된 뒤에 나왔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료윤리학회와 대한민국의학한

림원이 새로운 수술의 개발에 있어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의료윤리 문제를 제

기하였다. 카바 논란에서 논의의 중요한 한 지점이 되었던 연구자의 이해상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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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및 연구 대상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수술

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1.3. 연구 방법

새로운 심장수술법인 카바는 2003년 언론에 공개되었고, 이 수술에 필요

한 의료기기는 2006년 11월에 허가되었다. 이후 이 수술은 2007년 3월 건

강보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되었고, 2009년 4월에는 3년 동안 전향적인

연구를 조건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조건부 비급여’로 결정되었다. 하지

만 전향적인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술 개발자인 송명근 교

수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동료 심장내과 교수들과 대한심장학회와 대한

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가 카바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

면서 결국에는 2012년 12월부터 조건부 비급여는 철회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원하여, 후향적인 연구로 카바의 안전성과 유효성

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또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환자단체까지 카바 논란

에 관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카바의 탄생 과정부터 조건부

비급여가 철회될 때까지의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각종 문헌들의 작성 배

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인물들은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고찰할 문헌에는 카바의 효과를 다룬 수술 개발자 등이 유럽흉부외

과학회나 국내 학회 등에 발표한 논문을 비롯하여, 건국대병원이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의 후향적인 연구 결과에 대하여 반박하는 연구 보고서도 포함

하였다. 또 건국대병원은 대한심장학회나 대한흉부외과학회 등이 카바의

부작용 사례를 비판하거나 신의료기술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성명을 내었을

때 이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 자료들도 분석 대상에

넣었다. 아울러 건국대병원은 카바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

는데 있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공문으로 논쟁을 하였는데, 이 공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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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이다. 문헌 분석에서는 또 카바가 기존 수술에 비교하여 부작용

이나 사망률이 높다고 지적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의 논문과 대한

심장학회나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카바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지적한 회의 자

료 또는 성명서도 포함하였다.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카바 개

발자가 아닌 제3자였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헌이었다.

카바 논란에는 한국의료윤리학회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도 개입하였

다. 수술 개발자가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의 지분을 가진

점이 이해상충에 해당되며, 전향적인 연구 중임에도 환자들에게 연구 참여

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수술을 한 점 등이 환자의 권리 침해

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성명서 등을 내었다. 이밖에 카바 논란에는

송카사모와 같이 카바와 송명근 교수를 지지하였던 환자단체가 있었으며,

반대로 경증이어서 아직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던 심장질환자가 카바를 받

고 사망한 사례를 바탕으로 카바를 비판하였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도

있어 이들 환자단체들의 기자회견 등도 분석 대상이었다.

카바 논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해당사자로는 정치권과 언론이

다. 우선 국회는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

료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카바를 두고 대립하거나 한국보

건의료연구원의 연구 담당자를 감사장에 불러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였다며 사과를 요구하였다.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통하여 카

바 논란과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정치권이 어떻게 관여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언론에서는 2003년부터 카바에 대하여 다루기 시작하여 2015

년까지 일간지는 물론 의학 분야 전문지에서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었다.

한국언론재단의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된 기사가 약 4만건에 이를 정도였

다. 언론에서도 정치권처럼 카바에 찬성한 쪽과 반대한 쪽이 갈라져 논쟁

을 벌였으며, 이는 일간지나 의료 전문지에서도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였다.

이런 언론의 주요 기사들도 문헌 고찰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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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고찰에서 카바의 조건부 비급여 결정부터 철회까지 총체적인 책임

이 있었던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 각종 회의

나 결정 등에 대한 자료 역시 이번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새로운 수술과 이에 필요한 의료기기의 개발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살펴

보았다.

이와 같은 문헌 고찰과 함께 해당 문헌들이 나오게 된 배경 등을 상세하

게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를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였

다. 카바의 개발과 관련된 인물, 카바의 부작용에 대하여 비판하였던 학계

인물들,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던 한국보건의료연구

원의 연구자들이 대표적인 인터뷰 대상자이었다. 또 카바 논란을 밀착 취

재한 기자들과 함께 카바의 조건부 비급여나 이의 철회 등에 관여하였던

정부 담당자들도 인터뷰하였다.

1.4. 연구 배경

인류가 질병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하기 시작한 것은 약 4만5천 년 전으

로 알려져 있다. 바로 네안데르탈인이 살던 시절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

금의 이라크 땅인 자그로스 산맥에서 약 4만5천 년 된 인골이 발견되었는

데, 이 인골의 오른팔에는 수술을 한 흔적이 관찰되었다.5) 인류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약을 쓰기 시작한 것만큼이나 수술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지

고 있는 셈이다. 이보다 더 오래 전에 수술이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약 50만년 전에 골육종을 앓았던 자바 원인에게 수술을 한 흔적이 발견되

었다는 것이다.6) 이후 수술은 계속 시행되다가 중세에 들어와서는 이탈리

아의 해부학자인 몬디노 데 루치(Mondino dei Liucci, 1270～1326)는 1316

년 체계가 갖추어진 해부학 교과서인 <해부학>을 펴내면서 중세 시대 외

5) 클로드 달렌, 처음 만나는 외과학의 역사, 파피에, 2009년3월4일

6) 쿤트 헤거(김정미 옮김), 삽화로 보는 수술의 역사, 이룸,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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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의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된 기사가 약 4만건에 이를 정도였

다. 언론에서도 정치권처럼 카바에 찬성한 쪽과 반대한 쪽이 갈라져 논쟁

을 벌였으며, 이는 일간지나 의료 전문지에서도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였다.

이런 언론의 주요 기사들도 문헌 고찰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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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고찰에서 카바의 조건부 비급여 결정부터 철회까지 총체적인 책임

이 있었던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 각종 회의

나 결정 등에 대한 자료 역시 이번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새로운 수술과 이에 필요한 의료기기의 개발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살펴

보았다.

이와 같은 문헌 고찰과 함께 해당 문헌들이 나오게 된 배경 등을 상세하

게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를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였

다. 카바의 개발과 관련된 인물, 카바의 부작용에 대하여 비판하였던 학계

인물들,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던 한국보건의료연구

원의 연구자들이 대표적인 인터뷰 대상자이었다. 또 카바 논란을 밀착 취

재한 기자들과 함께 카바의 조건부 비급여나 이의 철회 등에 관여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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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 배경

인류가 질병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하기 시작한 것은 약 4만5천 년 전으

로 알려져 있다. 바로 네안데르탈인이 살던 시절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

금의 이라크 땅인 자그로스 산맥에서 약 4만5천 년 된 인골이 발견되었는

데, 이 인골의 오른팔에는 수술을 한 흔적이 관찰되었다.5) 인류가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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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해부학자인 몬디노 데 루치(Mondino dei Liucci, 1270～1326)는 1316

년 체계가 갖추어진 해부학 교과서인 <해부학>을 펴내면서 중세 시대 외

5) 클로드 달렌, 처음 만나는 외과학의 역사, 파피에, 2009년3월4일

6) 쿤트 헤거(김정미 옮김), 삽화로 보는 수술의 역사, 이룸,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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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발달의 기초를 쌓았다. 하지만 당시만 하여도 외과는 이른바 ‘이발사-외

과의’가 있을 만큼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지는 못 하였다. 중세의 암흑

을 넘어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든 뒤로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수술 분야도

발달하였다. 하지만 현대의 수술에서 반드시 필요한 마취와 항생제, 소독법

등이 없어 수술은 여전히 한계점이 있었다.7) 특히 마취법이 없었던 시절에

는 술이나 아편에 취하게 만들거나 이도 없이 건장한 사람들이 환자를 붙

잡고 수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 수술이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한 계기는

1846년 호레이스 웰스(Horace Wells, 1815～1848) 등이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다. 또 1867년에는 조셉 리스터(Joseph Lister, 1827～1912)가 소독법을

발견하였다. 당시 소독법은 석탄산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리스터는 석탄

산을 이용한 소독법의 효과를 환자-대조군 연구로 증명하였고, 석탄산을

쓰지 않는 하지 절단 환자의 사망률이 45%라면 석탄산을 써서 소독을 한

환자는 사망률이 15%임을 발표하여 그 효과를 증명하였다. 비록 수술법의

효과를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도 외과 수술 뒤 소독법의 효과를 환

자-대조군 연구로 증명한 셈이다. 국소마취는 1884년에 처음으로 개발되었

다. 이후 항생제의 발견과 X-ray 등 영상장치의 발견과 함께 제1,2차 세계

대전 등으로 수많은 외상 환자들이 생겨나면서 외과 수술이 빠르게 발전하

였으며, 이후 외과는 일반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으로 분화되어 오늘

날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외과 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우선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약, 수술, 의료기

기, 식품 등 특정 치료법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실험적 연구를

말한다. 이 임상시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근대에 들어와서 가장 의미 있게

평가되는 것은 1753년 스코틀랜드 해군에서 근무하였던 제임스 린드

(James Lind, 1716～1794)가 괴혈병 치료법을 찾기 위하여 한 시험이다. 어

떤 음식이 괴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알기 위하여 12명의 괴혈병 환자

7) 이재담, 의학의 역사, 위드,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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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6조로 나누어, 오렌지, 레몬, 식초, 바닷물, 황산 비트리올, 육두구 종자

등을 먹였다. 그 결과 오렌지와 레몬이 괴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다. 이후 임상시험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하여 수학적인 개념을

들여온 사람은 1834년 프랑스의 삐에르 루이(Pierre Charles Alexandre

Louis, 1787～1872)로, 이른바 나쁜 피를 빼어서 치료를 한다는 사혈법에

대하여 폐렴, 목의 염증, 단독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연구로 하여

사혈법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 수학적인 개념은 이후 영

국, 미국 등으로 퍼져 나갔다. 이미 19세기에도 사혈이라는 시술과 같이 특

정 치료법에 대하여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이뤄진 셈이

다.

하지만 마취법이 개발되고 이에 따라 수술이 크게 발달하여 오히려 외과

수술에 대한 임상시험의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었다. 수술이 최선의 치료법

이 되면서 수술을 받지 않는 대조군을 설정할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

다. 이에 비하여 약물 분야에서는 1930년대부터 각종 항생제를 비롯하여

신약이 개발되고, 또 제약회사가 빠르게 커지면서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활발하게 시행되었다.8)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는 나치가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비인간적인 임상시험을 한 것과 관련하여

1947년 발표된 뉘른베르크 강령 1조에서 “의학적 연구를 할 때에는 그 대

상이 되는 사람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규정하

였다. 이어 1960년대 초반 임신부의 구토를 억제하기 위한 약인 탈리도마

이드의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 영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의약품의 안

전성에 대한 각종 기관들을 만들면서 임상시험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갔

다. 탈리도마이드의 부작용은 팔이나 다리 등 사지가 일부분 또는 전체적

으로 없는 사지결손 기형아가 태어나는 것이었다. 유럽에서만 1만2천명 이

상이 이런 기형으로 태어나 ‘탈리도마이드 베이비 사건’으로 명명되기도 하

였다. 이후 영국에서는 1968년 의약품안전성위원회가, 미국은 1969년 FDA

8) 임현자, 임상시험 연구의 설계와 응용, 황소걸음 아카데미, 2015년1월



- 9 -

과 발달의 기초를 쌓았다. 하지만 당시만 하여도 외과는 이른바 ‘이발사-외

과의’가 있을 만큼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지는 못 하였다. 중세의 암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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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였다. 하지만 현대의 수술에서 반드시 필요한 마취와 항생제, 소독법

등이 없어 수술은 여전히 한계점이 있었다.7) 특히 마취법이 없었던 시절에

는 술이나 아편에 취하게 만들거나 이도 없이 건장한 사람들이 환자를 붙

잡고 수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 수술이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한 계기는

1846년 호레이스 웰스(Horace Wells, 1815～1848) 등이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다. 또 1867년에는 조셉 리스터(Joseph Lister, 1827～1912)가 소독법을

발견하였다. 당시 소독법은 석탄산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리스터는 석탄

산을 이용한 소독법의 효과를 환자-대조군 연구로 증명하였고, 석탄산을

쓰지 않는 하지 절단 환자의 사망률이 45%라면 석탄산을 써서 소독을 한

환자는 사망률이 15%임을 발표하여 그 효과를 증명하였다. 비록 수술법의

효과를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도 외과 수술 뒤 소독법의 효과를 환

자-대조군 연구로 증명한 셈이다. 국소마취는 1884년에 처음으로 개발되었

다. 이후 항생제의 발견과 X-ray 등 영상장치의 발견과 함께 제1,2차 세계

대전 등으로 수많은 외상 환자들이 생겨나면서 외과 수술이 빠르게 발전하

였으며, 이후 외과는 일반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으로 분화되어 오늘

날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외과 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우선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약, 수술, 의료기

기, 식품 등 특정 치료법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실험적 연구를

말한다. 이 임상시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근대에 들어와서 가장 의미 있게

평가되는 것은 1753년 스코틀랜드 해군에서 근무하였던 제임스 린드

(James Lind, 1716～1794)가 괴혈병 치료법을 찾기 위하여 한 시험이다. 어

떤 음식이 괴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알기 위하여 12명의 괴혈병 환자

7) 이재담, 의학의 역사, 위드,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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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6조로 나누어, 오렌지, 레몬, 식초, 바닷물, 황산 비트리올, 육두구 종자

등을 먹였다. 그 결과 오렌지와 레몬이 괴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다. 이후 임상시험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하여 수학적인 개념을

들여온 사람은 1834년 프랑스의 삐에르 루이(Pierre Charles Alexandre

Louis, 1787～1872)로, 이른바 나쁜 피를 빼어서 치료를 한다는 사혈법에

대하여 폐렴, 목의 염증, 단독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연구로 하여

사혈법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 수학적인 개념은 이후 영

국, 미국 등으로 퍼져 나갔다. 이미 19세기에도 사혈이라는 시술과 같이 특

정 치료법에 대하여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이뤄진 셈이

다.

하지만 마취법이 개발되고 이에 따라 수술이 크게 발달하여 오히려 외과

수술에 대한 임상시험의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었다. 수술이 최선의 치료법

이 되면서 수술을 받지 않는 대조군을 설정할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

다. 이에 비하여 약물 분야에서는 1930년대부터 각종 항생제를 비롯하여

신약이 개발되고, 또 제약회사가 빠르게 커지면서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활발하게 시행되었다.8)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는 나치가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비인간적인 임상시험을 한 것과 관련하여

1947년 발표된 뉘른베르크 강령 1조에서 “의학적 연구를 할 때에는 그 대

상이 되는 사람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규정하

였다. 이어 1960년대 초반 임신부의 구토를 억제하기 위한 약인 탈리도마

이드의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 영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의약품의 안

전성에 대한 각종 기관들을 만들면서 임상시험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갔

다. 탈리도마이드의 부작용은 팔이나 다리 등 사지가 일부분 또는 전체적

으로 없는 사지결손 기형아가 태어나는 것이었다. 유럽에서만 1만2천명 이

상이 이런 기형으로 태어나 ‘탈리도마이드 베이비 사건’으로 명명되기도 하

였다. 이후 영국에서는 1968년 의약품안전성위원회가, 미국은 1969년 FDA

8) 임현자, 임상시험 연구의 설계와 응용, 황소걸음 아카데미, 2015년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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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를 만들어 의약품에 대한 무작위비교시험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의학적인 연구에 대한 사전 심의 등은 쉽게 정착이 되지 않았다.

1972년 터스키기 매독 연구가 언론을 통하여 미국 전 사회로 알려지면서,

비로소 1974년에 ‘국가연구법’이 제정되어 인간 대상 연구는 기관윤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연구 대상자는 연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

은 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받는 절차 등이 의무화되었

다. 이 윤리위원회는 과학자는 물론 과학자 외의 구성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 연구의 안전성 및 윤리성 등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였다. 이후 1990년대부터는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도 세계

화 추세를 걸었다.

약에 대한 임상시험은 이와 같은 역사를 밟아왔지만, 수술에 대한 임상시

험은 카바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도 그 중요성 및 필요성은 안착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2009년에 나온 문헌 검토에서도 새로운 외과 수술에 대해서는

안전성 및 효과 규명이 쉽지 않다고 기술하였다.9) 새로운 외과 수술에 대

한 평가가 어려운 이유로는 우선 외과 수술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외과

의사의 수술 숙련도나 수술 의사 결정 과정, 수술 선호도와 경험 정도에

따라 수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같은 수술이라도 수

술하는 의사가 다름에 따라 수술 성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의사라

하여도 수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술 실력이 늘어날 수 있다. 물론 환

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수술 성적은 달라지거나, 매번 수술법이 조금

씩 달라지는 문제도 있었다. 다음으로 마취과 의사, 간호사 등 수술에 참여

하는 다른 의료진들이 미치는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수술 뒤 과정 즉 회

복실이나 집중 치료실 등에서의 처치, 입원실에서의 사후 처지 및 회복, 재

활 영역 등도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빠질 수 없다. 이 때문

에 일부에서는 외과 수술의 발전을 위하여 이런 평가 자체가 필요 없다는

9) Ergina PL et al, Challenges in evaluating surgical innovation, Lancet, 

2009;374(9695):10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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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도 있었다. 또 새로운 외과 수술에 대해서는 신약의 효능을 알아보는

임상시험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Surgical Exceptionalism)하다는 지적이 제

기되기도 하였다.10)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이런 주장은 2000년대 이전까지 제기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혁신적인 수술을 하는 대다수의 외과

의사들은 그들의 연구 프로토콜을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에 제출하지 않

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뒤 동의를 받는 절차도 3분의 1만 지키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또 응답자의 3분의 2는 혁신적인 수술에 대해서 이에 참여하는 인간 피험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적절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

로 나타났다.11) 이에 대하여 외과 의사들은 수술은 표준적인 방법이 있다

고 하여도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면 수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환자마다 새로운 수술법이 적용된다고 하

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답하였다. 또 새로운 의료기기를 도입하여 수술을

하더라도 이 역시 기존의 수술법을 변형하여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

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외과 수술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

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약에 대

한 임상시험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1970년대 중후반부터 외과 수술에 대

하여도 regulation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Spodik D는 약이나 의

료기기뿐만 아니라 외과 수술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하였고13),

10) Morreim H et al, Surgical innovation: too risky to remain unregulated?, Ann Thorac 

Surg. 2006;82(6):1957-65

11) Biffl WL et al, Responsibl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urgical Innovations: A 

Position Statement of the Society of University Surgeons, J Am Coll Surg, 

2008;206(6):1204-09

12) Reitsma AM. Moreno ID, Ethical regulations for innovative surgery: the last 

frontier?, J Am Coll Surg, 2002;194(6):792-801

13) Spodik DH, Numerators without denominators ; There is no FDA for the surgeon, 

JAMA. 1975;232(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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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를 만들어 의약품에 대한 무작위비교시험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의학적인 연구에 대한 사전 심의 등은 쉽게 정착이 되지 않았다.

1972년 터스키기 매독 연구가 언론을 통하여 미국 전 사회로 알려지면서,

비로소 1974년에 ‘국가연구법’이 제정되어 인간 대상 연구는 기관윤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연구 대상자는 연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

은 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받는 절차 등이 의무화되었

다. 이 윤리위원회는 과학자는 물론 과학자 외의 구성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 연구의 안전성 및 윤리성 등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였다. 이후 1990년대부터는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도 세계

화 추세를 걸었다.

약에 대한 임상시험은 이와 같은 역사를 밟아왔지만, 수술에 대한 임상시

험은 카바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도 그 중요성 및 필요성은 안착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2009년에 나온 문헌 검토에서도 새로운 외과 수술에 대해서는

안전성 및 효과 규명이 쉽지 않다고 기술하였다.9) 새로운 외과 수술에 대

한 평가가 어려운 이유로는 우선 외과 수술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외과

의사의 수술 숙련도나 수술 의사 결정 과정, 수술 선호도와 경험 정도에

따라 수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같은 수술이라도 수

술하는 의사가 다름에 따라 수술 성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의사라

하여도 수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술 실력이 늘어날 수 있다. 물론 환

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 수술 성적은 달라지거나, 매번 수술법이 조금

씩 달라지는 문제도 있었다. 다음으로 마취과 의사, 간호사 등 수술에 참여

하는 다른 의료진들이 미치는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수술 뒤 과정 즉 회

복실이나 집중 치료실 등에서의 처치, 입원실에서의 사후 처지 및 회복, 재

활 영역 등도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빠질 수 없다. 이 때문

에 일부에서는 외과 수술의 발전을 위하여 이런 평가 자체가 필요 없다는

9) Ergina PL et al, Challenges in evaluating surgical innovation, Lancet, 

2009;374(9695):10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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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도 있었다. 또 새로운 외과 수술에 대해서는 신약의 효능을 알아보는

임상시험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Surgical Exceptionalism)하다는 지적이 제

기되기도 하였다.10)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이런 주장은 2000년대 이전까지 제기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혁신적인 수술을 하는 대다수의 외과

의사들은 그들의 연구 프로토콜을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에 제출하지 않

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뒤 동의를 받는 절차도 3분의 1만 지키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또 응답자의 3분의 2는 혁신적인 수술에 대해서 이에 참여하는 인간 피험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적절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

로 나타났다.11) 이에 대하여 외과 의사들은 수술은 표준적인 방법이 있다

고 하여도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면 수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환자마다 새로운 수술법이 적용된다고 하

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답하였다. 또 새로운 의료기기를 도입하여 수술을

하더라도 이 역시 기존의 수술법을 변형하여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

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외과 수술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

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약에 대

한 임상시험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1970년대 중후반부터 외과 수술에 대

하여도 regulation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Spodik D는 약이나 의

료기기뿐만 아니라 외과 수술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하였고13),

10) Morreim H et al, Surgical innovation: too risky to remain unregulated?, Ann Thorac 

Surg. 2006;82(6):1957-65

11) Biffl WL et al, Responsibl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urgical Innovations: A 

Position Statement of the Society of University Surgeons, J Am Coll Surg, 

2008;206(6):1204-09

12) Reitsma AM. Moreno ID, Ethical regulations for innovative surgery: the last 

frontier?, J Am Coll Surg, 2002;194(6):792-801

13) Spodik DH, Numerators without denominators ; There is no FDA for the surgeon, 

JAMA. 1975;232(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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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1994～1995년 미국외과의사협회에서 선언문 형식을 빌려 규제에 대

한 지침을 발표하였다.14) 이후로 200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외과 수술에

대한 임상시험 및 평가의 필요성의 인식은 더욱 커져 현재는 새로운 외과

수술에 대하여 기존의 수술법보다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더 나은지를 입증

하는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실제 카바 논란과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임마누엘 랑삭(Immanuel

Lansac)이라는 의사가 새로운 심장수술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한 사례가 있

었다. 카바와 거의 비슷한 수술을 하였던 임마누엘 랑삭은 프랑스에 있는

30개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다.15) 카바와 마찬가지로 대동맥판성형

술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는 CAVIAAR(Conservative Aortic Valve

Surgery for Aortic Insufficiency and Aneurysm of the Aortic Root)

로 100명을 수술하고, 기존의 심장판막 치환술을 100명에게 시행한 뒤 5～

10년 동안 관찰하기로 하였다. 먼저 2006년에 이 수술법의 효과를 담은 초

기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1997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83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었다.16) 결과는 링을 사용한 수술법이 성적이 다소 좋았

다. 이 논문은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2005년 9월 26일 제출되고 같은 해 

12월 27일에 최종 게재가 받아들여졌다. 그 뒤 임마누엘 랑삭 등은 2010년

에는 14개 병원의 24명의 의사들과 함께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판막

을 교체하지 않고 대동맥근부를 교정하는 수술을 하는데, 링을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방법 등 3가지 수술법을 모두 187명의 환자를 3집단으로 나눠 

적용하면서 그 효과를 비교하였다.17) 그 결과 링을 사용한 대동맥근부를 

교정하는 수술법은 수술 뒤 재수술율이나 수술 뒤 대동맥판막폐쇄부전 등

14) 강명신, 박재현, 외과적 혁신의 윤리 쟁점과 윤리적 규제의 필요성,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1년6월15일

15) 강경훈, “[새해기획] 피어 리뷰 vs 기술보호(하)”, 코메디닷컴, 2010년1월8일

16) Lansac E et al, Aortic prosthetic ring annuloplasty: a useful adjunct to a 

standardized aortic valve-sparing procedure?, Eur J Cardiothorac Surg, 

2006;29(4):537-44

17) Lansac E et al, An aortic ring: From physiologic reconstruction of the root to a 

standardized approach for aortic valve repair, J Thorac Cardiovasc Surg, 

2010;140(6 suppl):S28-35

- 14 -

과 같은 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나타내었다. 이로서 기계 판막 등을 대체하

는 수술법으로 검토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이를 더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수술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통하여 평가하는 것은 이 수술에 참가

하는 환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외과 수술 분야를 개척하는 의사

들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18)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평가를 할 때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확하고 표준화된 임

상 결과와 환자 평가, 실제 수술 시간의 기록, 가능하다면 연구와 독립된

관찰자의 평가 등이 될 수 있다.19) 이와 함께 환자들은 활용할 수 있는 근

거들을 바탕으로 한 평가와 가능한 합병증 그리고 외과의사의 숙련도에 대

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20)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 역시 필요하다. 연구자와

연구에 쓰이는 재료를 만드는 회사와 이해상충이 있어서는 안 되며, 연구

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야 하고 이런 관리 기구가 없으면 외부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21) 또

한 이해상충은 연구자나 개발자를 넘어서 이들이 근무하는 기관수준에서도

준수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기관에서의 투자 이익, 기관의 명성 등

이 환자의 이익보다 우선된다면 이 역시 이해상충에 해당되어 이런 기관에

서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적절하다.22)

새로운 수술에 대한 평가와 수술 개발에 필요한 전문가로서의 윤리는 확

립되어 왔지만, 국내에서 카바의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는 적용되지 않았다.

비록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나 대한심장학회나 대한흉부외과학회

등이 새로운 수술의 검증을 요구하였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새로운

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와 수술 개발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전문가

로서의 기본 윤리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 강명신 등, 새로운 의료시술의 도입과 임상적용 시의 윤리절차,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3년4월

19) Ergina PL et al, Challenges in evaluating surgical innovation, Lancet, 2009;374(9695):1097-104

20) Shinebourne EA, Ethics of innovative cardiac surgery, Br Heart J, 1984;52(6):597-601

21) 강명신 등, 새로운 의료시술의 도입과 임상적용 시의 윤리절차,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3년4월

22) Moore FD, Ethical problems special to surgery, Arch Surg, 2000;135(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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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1994～1995년 미국외과의사협회에서 선언문 형식을 빌려 규제에 대

한 지침을 발표하였다.14) 이후로 200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외과 수술에

대한 임상시험 및 평가의 필요성의 인식은 더욱 커져 현재는 새로운 외과

수술에 대하여 기존의 수술법보다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더 나은지를 입증

하는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실제 카바 논란과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임마누엘 랑삭(Imman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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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이 진행되었다.16) 결과는 링을 사용한 수술법이 성적이 다소 좋았

다. 이 논문은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2005년 9월 26일 제출되고 같은 해 

12월 27일에 최종 게재가 받아들여졌다. 그 뒤 임마누엘 랑삭 등은 2010년

에는 14개 병원의 24명의 의사들과 함께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판막

을 교체하지 않고 대동맥근부를 교정하는 수술을 하는데, 링을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방법 등 3가지 수술법을 모두 187명의 환자를 3집단으로 나눠 

적용하면서 그 효과를 비교하였다.17) 그 결과 링을 사용한 대동맥근부를 

교정하는 수술법은 수술 뒤 재수술율이나 수술 뒤 대동맥판막폐쇄부전 등

14) 강명신, 박재현, 외과적 혁신의 윤리 쟁점과 윤리적 규제의 필요성,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1년6월15일

15) 강경훈, “[새해기획] 피어 리뷰 vs 기술보호(하)”, 코메디닷컴, 2010년1월8일

16) Lansac E et al, Aortic prosthetic ring annuloplasty: a useful adjunct to a 

standardized aortic valve-sparing procedure?, Eur J Cardiothorac Surg, 

2006;29(4):537-44

17) Lansac E et al, An aortic ring: From physiologic reconstruction of the root to a 

standardized approach for aortic valve repair, J Thorac Cardiovasc Surg, 

2010;140(6 suppl):S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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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나타내었다. 이로서 기계 판막 등을 대체하

는 수술법으로 검토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이를 더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수술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통하여 평가하는 것은 이 수술에 참가

하는 환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외과 수술 분야를 개척하는 의사

들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18)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평가를 할 때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확하고 표준화된 임

상 결과와 환자 평가, 실제 수술 시간의 기록, 가능하다면 연구와 독립된

관찰자의 평가 등이 될 수 있다.19) 이와 함께 환자들은 활용할 수 있는 근

거들을 바탕으로 한 평가와 가능한 합병증 그리고 외과의사의 숙련도에 대

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20)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 역시 필요하다. 연구자와

연구에 쓰이는 재료를 만드는 회사와 이해상충이 있어서는 안 되며, 연구

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야 하고 이런 관리 기구가 없으면 외부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21) 또

한 이해상충은 연구자나 개발자를 넘어서 이들이 근무하는 기관수준에서도

준수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기관에서의 투자 이익, 기관의 명성 등

이 환자의 이익보다 우선된다면 이 역시 이해상충에 해당되어 이런 기관에

서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적절하다.22)

새로운 수술에 대한 평가와 수술 개발에 필요한 전문가로서의 윤리는 확

립되어 왔지만, 국내에서 카바의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는 적용되지 않았다.

비록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나 대한심장학회나 대한흉부외과학회

등이 새로운 수술의 검증을 요구하였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새로운

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와 수술 개발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전문가

로서의 기본 윤리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 강명신 등, 새로운 의료시술의 도입과 임상적용 시의 윤리절차,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3년4월

19) Ergina PL et al, Challenges in evaluating surgical innovation, Lancet, 2009;374(9695):1097-104

20) Shinebourne EA, Ethics of innovative cardiac surgery, Br Heart J, 1984;52(6):597-601

21) 강명신 등, 새로운 의료시술의 도입과 임상적용 시의 윤리절차,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3년4월

22) Moore FD, Ethical problems special to surgery, Arch Surg, 2000;135(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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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카바 및 수술 재료의 탄생과 발전

2.1. 언론을 통해 공개된 카바

2003년 10월 17일 심장 판막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수술법이 개발되었다

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23) 카바가 우리 사회에 공개된 것이다. 당시 언론보

도를 보면 새로운 수술이 ‘카바’라고 명명되지는 않았다. 송명근 서울아산

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개발한 새로운 수술법은 태프론이라는 재료로 만든

‘링’과 ‘띠’를 이용하여 망가진 심장 판막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심장판막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인조판막, 돼지 판막

등을 이식하는 수술로 치료하였는데, 이들 재료를 사용하는 대신 망가진

판막을 링과 띠를 이용하여 심장 판막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었다. 수술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한 수술법을 환자에게 적용하여 74명

의 환자를 수술한 결과 98%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술 받

은 환자의 질환이나 성공의 조건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수술의 장점에

대하여 수술 개발자는 돼지의 판막은 수명이 짧고 수술 뒤에도 혈액이 굳

지 않도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인조 판막을 쓰면 재발이

잘 되거나 심장에 혈전이 생기는 단점이 있었으나, 자신이 개발한 새 수술

법은 이런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수술에 쓰이는 링과

띠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최종 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미국에 특

허 출원 중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당시 수술 개발자는 이 수술법을 개발

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5년 동안 사람과 동물의 심장판막을 관찰하고 실

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언론들은 <한국일보>, <경향신문>, <YTN>, <한겨레>, <의협신

문> 등 종합일간지나 방송, 의학 분야 전문지를 가리지 않고 서울아산병원

23) 김길원, “심장판막병, 판막이식 않고 치료성공”, 연합뉴스, 2003년10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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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낸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송명근 교수의 수술법을 소개하였다. 이 때

언론들은 ‘새로운 대동맥 판막성형술’이라고 명명하여 보도하였다. 새로운

수술법에 대하여 병원 홍보팀이 보도 자료로 작성하여 보내어도, 언론들은

관련 전문가들이나 학회 등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보도하였다. 전문가

들의 연구 성과는 언론에서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 보도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소에 대하여 체세포복제

방식으로 탄생시켰다는 ‘영롱이’ 사례다. 당시 언론에서는 황우석 전 서울

대 교수가 체세포복제를 통하여 영롱이를 탄생시켰다는 말을 듣고 이를 경

쟁적으로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려 하거나 과학적인 검증을

통하여 실제 체세포복제에 성공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증하려 하지 않았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수립과 관련된 논문을

조작하는 등 이른바 ‘황우석 사태’를 겪기 전에는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것을 별다른 의심 없이 신뢰하고 보도하였다.24)

이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수술 개발자가 근무하는 병원이

낸 보도 자료를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보도하였다. 게다가 수술 개발자

는 국내 최초로 심장이식 수술을 성공하는 등 심장 수술 분야에서는 이른

바 ‘명의’로 알려져 있었다.

또 새로운 수술 등을 포함하여 수술에 대하여 언론이 기사로 중요하게

다룬 데에는 당시 국내에서는 여러 수술의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즉 환자들이 과거보다 수술을 쉽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수술 통계’ 자료를 보면, 흔히 치질이라

부르는 치핵 질환에 대한 수술은 2000년대 초반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2000

년대 중후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는 수술 가운데 가장 많이 받는 수

술 1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2006～2009년에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었는데,

한해 평균 27만명씩 이 수술을 받았다. 2010년에는 치핵 질환에 대한 수술

24) 서한기, 황우석 사태 전후 일간지의 건강의료보도 태도 변화 연구/조선일보, 중앙일보, 한

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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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김길원, “심장판막병, 판막이식 않고 치료성공”, 연합뉴스, 2003년10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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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낸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송명근 교수의 수술법을 소개하였다. 이 때

언론들은 ‘새로운 대동맥 판막성형술’이라고 명명하여 보도하였다. 새로운

수술법에 대하여 병원 홍보팀이 보도 자료로 작성하여 보내어도, 언론들은

관련 전문가들이나 학회 등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보도하였다. 전문가

들의 연구 성과는 언론에서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 보도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소에 대하여 체세포복제

방식으로 탄생시켰다는 ‘영롱이’ 사례다. 당시 언론에서는 황우석 전 서울

대 교수가 체세포복제를 통하여 영롱이를 탄생시켰다는 말을 듣고 이를 경

쟁적으로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려 하거나 과학적인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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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수술 통계’ 자료를 보면, 흔히 치질이라

부르는 치핵 질환에 대한 수술은 2000년대 초반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2000

년대 중후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는 수술 가운데 가장 많이 받는 수

술 1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2006～2009년에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었는데,

한해 평균 27만명씩 이 수술을 받았다. 2010년에는 치핵 질환에 대한 수술

24) 서한기, 황우석 사태 전후 일간지의 건강의료보도 태도 변화 연구/조선일보, 중앙일보, 한

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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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는 25만2천건으로 줄어 그해 29만명이 수술을 받은 백내장 수술에 이

어 2위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많은 치핵 수술이 필요하였는지에 대하여 의

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박규주 서울대병원 대

장항문외과 교수는 2011년 10월 서울대병원 의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의 의료, 과연 적정한가?’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에서 입

원 진료 1～2위를 다툴 정도로 치핵 수술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과연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하였

다.25) 또 국내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학병원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교

수들이 의원이나 병원 등 개원가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한 척추 수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이 수술을 받

은 환자 수는 2007년 약 58만명에서 2014년 130만명으로 늘어났다.

국내 병원과 의사들은 안전성 및 유효성은 물론 경제성도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대표적으로 다빈치라는 의료

기기를 이용하는 이른바 ‘로봇수술’ 사례를 들 수 있다. 2010년 12월에 한

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로봇수술의 의료기술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로봇수술이 한국에 도입된 지 5년 만에 33대의

로봇수술 기기가 이용되고 있지만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

족하다는 것이었다.26) 우선 이 로봇수술 장치인 다빈치는 2000년대 초반으

로 들여와 2010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27개 병원에 33대가 설치돼 있어 세

계에서 4번째로 많았다.27) 세계적으로는 미국에 1267대가 있어 가장 많았

고, 이어 이탈리아에 64대, 프랑스 36대 순이었지만, 인구 100만명당 설치

대수로 보면 미국이 4.2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이탈리아가 0.79대, 우리

나라가 0.56대로 3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다빈치를 이용한 로봇수술이 기

존의 수술에 견주어 안전성 및 유효성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의학적인

25) 하어영, “병원 OTL - 의료 상업화 보고서, 하마터면 치질 수술 받을 뻔한 사연”, 한겨레21, 

2012년5월1일

26) 김성지, “근거 부족한 로봇 수술, 전문가도 확신 못해”, 메디파나뉴스, 2010년12월28일

27) 박기택, “[집중조명] 로봇수술 유효성 논란, 왜?”, 코리아헬스로그/청년의사, 2011년1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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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신채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이 토

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였는데,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룬 논문

170여편을 분석하고 로봇 수술을 시행하는 비뇨기과, 외과, 흉부외과 분야

전문의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로봇수술의 유효성과 안전성 여기에 더 나

아가 경제성을 의학적으로 근거 있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근거 자료

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이들 가운데에는

로봇수술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한 의사도 있었는데 바로 양승철 연세대

의대 비뇨기과 교수였다. 그는 신장암이나 전립선암을 수술하는 데 있어

로봇수술이 기존의 복강경 수술에 견주어 안전성 및 유효성이나 경제성 측

면에서 더 낫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표 1] 2007～2014년국내척추질환입원건수및척추수술건수변화
(단위 :명,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척추
입원건수
(명)

57.8만 72.1만 86.2만 99.1만 112.6만 122.2만 129.1만 130만

척추
수술건수
(명)

11.7만 13.2만 15.1만 16.6만 16.8만 17.6만 17.3만 15.5만

수술건율
(%)

20.3 18.4 17.5 16.6 14.9 14.4 13.4 11.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처럼 수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고 새로운 기계나 의료기기

를 철저한 의학적 검증 없이 사용하면서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는 당시 상

황에서, 언론 역시 카바의 효과를 의심하지 않고 보도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언론 보도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관련 전문가단체라도 카바에 대하여 검증

을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였지만, 이런 문제 제기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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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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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였지만, 이런 문제 제기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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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대한심장학회나 대한흉부외과학회 등은 유효성이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카바의 효과 등을 담은 논문이나 구연으

로라도 학회 등에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카바는 기존의 판막 수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수술이었을까? 이에 대

해서는 대한흉부외과학회가 20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문 의견을 보

낼 때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심장수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카

바의 개발자보다 앞서서 이렇게 링을 사용하여 판막 성형술을 한 의사가

있었다. 그는 프랑스의 유명한 외과 의사인 알레인 카펜티어(Alain

Carpentier)였다.28) 그는 판막성형술에 대한 논문인 <The French

Correction>을 썼는데, 당시 판막 성형술에 인조판막 링을 사용하였다. 당

시 학계에서는 그를 ‘승모판막 성형술’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

의 논문은 환자의 판막을 살리면서 판막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수술의 장기

적인 성과가 크다는 인식을 남겼다.

수술 개발자는 1997년 12월에 카바를 개발하였고 관련 내용을 담은 논문

은 2006년에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하였는데, 그 중간인 2003년에 언론에

알린 이유는 무엇일까? 수술 개발자는 스스로 2003년을 카바를 완성한 해

로 규정하고 있다. 그가 쓴 책을 보면 카바의 개발 과정을 쓰면서 2003년

을 두고 “1985년부터 (연구를) 시작한 카바의 개발이 공식적으로 완료되었

다”고 적었다.29) 또 “(송명근 교수의) 스승이었던 앨버트 스타 박사조차

‘(카바와 같은 수술법의 개발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하였는데,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50년 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였고

예상하지도 못한 수술법을 완성하였다”고 적었다.

당시 언론은 새로운 약이나 의료기술에 대하여 별다른 검증 없이 보도하

였던 것처럼 카바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도하였는데, 이후 카바의 안전

성과 유효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에도 많은 언론은 카바에 대하여

28) 김원곤, 흥미있는 심장병 치료의 역사, 고려의학, 292p

29) 송명근, 꿈은 박동한다, 웅진씽크빅, 2010, 36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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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즉 수술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가 서울아산병원

홍보실을 통하여 보낸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카바의 장점에 대하여 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관성으로 상당수 언론은 2008～2009년 카바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비판한 대한흉부외과학회나 대한심장학회 등 관련 학

회들의 지적보다는 송명근 교수의 기자회견 등에 무게를 두고 기사를 내보

냈다.

카바에 대한 언론 보도는 또 심장판막 질환을 앓던 환자들이 송명근 교

수를 직접 찾아오게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건국대병원의 심장내

과 교수들은 카바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이 병원을 찾은 판막질환자들 가운

데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수술 개발자에게 의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카

바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믿은 환자들은 송명근 교수를 찾아 진료를 받았

다. 결국 환자들이 수술 개발자를 계속 찾게 하는 데에도 큰 구실을 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이 벌어질 때에도 수술 개발자는 카바를 계속 할 수

있었다.

2.2. 카바 재료 허가

송명근 교수는 1997년 카바 성공 사례가 나오자 곧 이어 식품의약품안전

청을 방문하여, 카바에 필요한 재료를 산업화된 제품으로 대량생산하기 위

하여 필요한 절차를 문의하였다.30)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카바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허가받으려면 5년 동안의 임상시험 성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

하였다. 송명근 교수는 2002년에 5년 동안의 수술 성과를 가지고 식품의약

품안전청을 찾아 허가 신청을 내었으나, 신청서 미비로 반려되었고 2003년

1월에 다시 제출하였다. 하지만 서류는 반송되고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

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쳤다. 수술 개발자는 카바 링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계획서를 2004년 4월에 또 다시 제출하였는데, 마침내 11월에 임상시험계

획이 승인되었다. 이 때문에 수술 개발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 과정

30) 위의 책, 3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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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나칠 정도로 까다로웠다고 밝혔다.31) 송명근 교수는 자신이 쓴 책에

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지나칠 정도로 까다로웠다”고 토로하였

다.32)

그렇다면 수정 과정을 왜 여러 차례 거쳐야 하였을까? 우선 의료기기 허

가와 관련된 법규부터 살펴보면, 송명근 교수가 카바 링과 관련하여 허가

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와 관련된 심사는 별도의 의료기기

관련 법률이 생기기 이전이었다. 의료기기였지만 허가와 이에 필요한 임상

시험 등을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송명근 교수가 임상시험계획서를

첫 제출한 2002년 말에는 이미 2001년 12월 31일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을

적용받았다. 이를 보면 제14조의 규정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있

는데, 주로 약과 관련된 규정이었다. 예를 들면 약에 쓰일 수 있는 성분 등

을 규정한 대한약전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사항,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 등

이 규정되어 있었다. 의료기기는 2호에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기

준에 관한 사항 역시 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조사나 연구, 평가에 관한 사항도 이 위

원회의 업무 범위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의약품 등(의료용구 포함)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

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또는 품목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자료를 갖추어 그 품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위의 책, 320p

32) 위의 책, 3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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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제27조 (안전성·유효성의 심사) ①제23조제1항, 법 제26조제1항·제6항 및 제8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또는 품

목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갖추어 그 품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품목, 자료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심사기준등에 관한 세

부규정과 독성 및 약리작용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비임상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

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는 바에의한다.<개정 1997.5.21., 2000.3.3., 2000.6.16., 2002.11.5.>

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2. 구조결정·물리화학적성질에 관한 자료

3. 안정성에 관한 자료

4. 독성에 관한 자료

5.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6.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7. 외국의 사용현황등에 관한 자료

8. 국내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당해의약품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

9. 성능에 관한 자료(의료용구에 한한다)

10. 전자파 장해에 관한 자료(의료용구에 한한다)

11. 전기·기계적 안전성, 생물학적 안전성,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기타 안전성에 관한

자료(의료용구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의한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의뢰서에 제1항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심사한후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안전성·유효성심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5.21., 2000.3.3.>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 등에 의하여 해당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을 양수받은 품목의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99.10.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의뢰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

[표 2] 약사법시행규칙 27조

송명근 교수의 카바 링의 안전성 및 유효성의 심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와 ‘국내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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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나칠 정도로 까다로웠다고 밝혔다.31) 송명근 교수는 자신이 쓴 책에

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지나칠 정도로 까다로웠다”고 토로하였

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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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관련된 법규부터 살펴보면, 송명근 교수가 카바 링과 관련하여 허가

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와 관련된 심사는 별도의 의료기기

관련 법률이 생기기 이전이었다. 의료기기였지만 허가와 이에 필요한 임상

시험 등을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송명근 교수가 임상시험계획서를

첫 제출한 2002년 말에는 이미 2001년 12월 31일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을

적용받았다. 이를 보면 제14조의 규정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있

는데, 주로 약과 관련된 규정이었다. 예를 들면 약에 쓰일 수 있는 성분 등

을 규정한 대한약전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사항,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 등

이 규정되어 있었다. 의료기기는 2호에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기

준에 관한 사항 역시 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조사나 연구, 평가에 관한 사항도 이 위

원회의 업무 범위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의약품 등(의료용구 포함)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

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또는 품목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자료를 갖추어 그 품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위의 책, 320p

32) 위의 책, 324p

- 22 -

<전략>

제27조 (안전성·유효성의 심사) ①제23조제1항, 법 제26조제1항·제6항 및 제8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또는 품

목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갖추어 그 품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품목, 자료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심사기준등에 관한 세

부규정과 독성 및 약리작용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비임상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

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는 바에의한다.<개정 1997.5.21., 2000.3.3., 2000.6.16., 2002.11.5.>

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2. 구조결정·물리화학적성질에 관한 자료

3. 안정성에 관한 자료

4. 독성에 관한 자료

5.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6.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7. 외국의 사용현황등에 관한 자료

8. 국내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당해의약품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

9. 성능에 관한 자료(의료용구에 한한다)

10. 전자파 장해에 관한 자료(의료용구에 한한다)

11. 전기·기계적 안전성, 생물학적 안전성,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기타 안전성에 관한

자료(의료용구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의한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의뢰서에 제1항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심사한후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안전성·유효성심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5.21., 2000.3.3.>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 등에 의하여 해당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을 양수받은 품목의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99.10.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의뢰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

[표 2] 약사법시행규칙 27조

송명근 교수의 카바 링의 안전성 및 유효성의 심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와 ‘국내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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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2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승인얻은 임상시험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

호서식에 의한 임상시험(변경)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상시험계획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 내지 제4호의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임상시험변경계획서

2.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제3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제10조 또는 제12조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

4. 안전성·유효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상시험의 명칭 및 단계

2. 임상시험의 실시기관명 및 주소

3. 임상시험의 책임자, 담당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 및 직명

4.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을 관리하는 약사의 성명 및 직명

5. 임상시험의 의뢰자명 및 주소

6.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7.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코드명이나 주성분의 일반명, 원료약품(의료용구의 경우에는 원자재) 및

그 분량, 제형(의료용구의 경우에는 형상·구조·수치) 등

8. 대상질환

9. 피험자의 선정기준, 제외기준, 목표한 피험자의 수 및 그 근거

10. 임상시험의 기간

및 당해의약품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로 보인다. 송명근 교수는

이는 모두 외국에서 의료기기 등을 수입하여 쓸 때를 가정하여 허가받는

과정을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33) 국내에서 세계 처음으로 만들었는

데 외국의 사용 현황 자료를 내라고 하고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자

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전혀 실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다.

또 안전성 및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다.

[표 3] 안전성및유효성증명을위한임상시험규정

33) 송명근, 꿈은 박동한다, 웅진씽크빅,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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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상시험의 방법(투여·사용량, 투여·사용방법, 투여·사용기간, 병용요법 등)

12. 관찰항목·임상검사항목 및 관찰검사방법

13. 예측 부작용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4. 중지·탈락 기준

15. 효과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통계분석방법)

16.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보고방법

17. 피험자동의서 양식

18.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19. 임상시험 후 피험자의 진료 및 치료기준

20. 피험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21. 그 밖에 임상시험을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판중인 의약품등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관찰 및 이상반응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2. 시판중인 의약품등의 새로운 효능·효과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

3. 대체의약품 또는 표준치료법 등이 없어 기존의 치료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

려워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인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판중인 의약품등을 사용하는 시험

4. 체외진단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시험

5. 그 밖에 시판중인 의약품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

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경우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 또는 임상시험계획변

경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교

부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는 때에는 승인서의 변경 및 처분사항란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면제되는 자료의 범위, 승인요건 및 승인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2.11.5.]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02.11.5.>]

송명근 교수는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서 작성하

여 2002년 말에 처음으로 제출하였고 이 계획서는 2004년 11월 22일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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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2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승인얻은 임상시험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

호서식에 의한 임상시험(변경)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상시험계획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 내지 제4호의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임상시험변경계획서

2.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제3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제10조 또는 제12조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

4. 안전성·유효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상시험의 명칭 및 단계

2. 임상시험의 실시기관명 및 주소

3. 임상시험의 책임자, 담당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 및 직명

4.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을 관리하는 약사의 성명 및 직명

5. 임상시험의 의뢰자명 및 주소

6.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7.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코드명이나 주성분의 일반명, 원료약품(의료용구의 경우에는 원자재) 및

그 분량, 제형(의료용구의 경우에는 형상·구조·수치) 등

8. 대상질환

9. 피험자의 선정기준, 제외기준, 목표한 피험자의 수 및 그 근거

10. 임상시험의 기간

및 당해의약품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로 보인다. 송명근 교수는

이는 모두 외국에서 의료기기 등을 수입하여 쓸 때를 가정하여 허가받는

과정을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33) 국내에서 세계 처음으로 만들었는

데 외국의 사용 현황 자료를 내라고 하고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자

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전혀 실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다.

또 안전성 및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다.

[표 3] 안전성및유효성증명을위한임상시험규정

33) 송명근, 꿈은 박동한다, 웅진씽크빅,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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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상시험의 방법(투여·사용량, 투여·사용방법, 투여·사용기간, 병용요법 등)

12. 관찰항목·임상검사항목 및 관찰검사방법

13. 예측 부작용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4. 중지·탈락 기준

15. 효과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통계분석방법)

16.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보고방법

17. 피험자동의서 양식

18.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19. 임상시험 후 피험자의 진료 및 치료기준

20. 피험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21. 그 밖에 임상시험을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판중인 의약품등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관찰 및 이상반응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2. 시판중인 의약품등의 새로운 효능·효과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

3. 대체의약품 또는 표준치료법 등이 없어 기존의 치료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

려워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인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판중인 의약품등을 사용하는 시험

4. 체외진단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시험

5. 그 밖에 시판중인 의약품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

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경우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 또는 임상시험계획변

경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교

부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는 때에는 승인서의 변경 및 처분사항란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면제되는 자료의 범위, 승인요건 및 승인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2.11.5.]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02.11.5.>]

송명근 교수는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서 작성하

여 2002년 말에 처음으로 제출하였고 이 계획서는 2004년 11월 22일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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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그 사이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여러 차례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

하였다.34) 그런데 송명근 교수가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받을 때까지 보완

해 제출하고 있을 당시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의 허가 등과 관련된 법안

을 만들고 있었다. 그 결과 2003년 5월 29일 마침내 의료기기와 관련된 내

용이 약사법에서 독립하여 의료기기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법안

은 2004년 5월 30일 시행되었다. 새로 만들어진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허가와 관련된 내용과 이를 위한 임상시험계획 등의 규정을

보면, 앞서 약사법에서 규정한 것에서 새로 추가된 것이 제7조의 조건부허

가에 대한 규정과 8조의 신개발의료기기의 재심사에 대한 조항이다.

[표4] 의료기기법(제7조조건부허가에대한규정및제8조신개발의료기기의재심사에대한규정)

<전략>

제7조 (조건부허가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업허가, 제조품목허가 또는 제조품목신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

고자 하는 품목이 작용원리, 성능 또는 사용목적 등에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본질적으

로 동등하지 아니한 신개발의료기기 또는 국내에 대상질환 환자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희소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시판후 안전성과 유효성

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조품목허가시 재심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당해 품목의 제조품목허가일부터 4년 내

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 부작용사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중략>

제36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 품질평가 기반구축, 의

료기기 기준 규격화사업 지원, 그 밖에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

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4) 송명근, 꿈은 박동한다, 웅진씽크빅,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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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이 새로 제정된 뒤 카바 링(윤상성형용 고리)에 대한 임상시

험계획서는 마침내 2004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승인받게 되었

다. 이후 2006년 8월 19일 송명근 교수는 카바 링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의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 2

달 뒤인 10월 23일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또 다시 약 한 달 뒤인

2006년 11월 21일 품목 허가를 승인하였다.35)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밝힌 허

가 과정을 보면, 카바 링에 대한 전임상시험자료로는 세포독성 등 생물학

적 안전성 시험, 증발잔류물 등 용출물 시험, 최대인장하중시험 및 무균시

험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인체 내부에 들어가는 카바 링 자체의 안전성

에 대하여는 평가하였다는 뜻이며, 카바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평가한 것

은 아니라는 의미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카바를 두고 논란이 한창

일었던 2010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한 사항은 카바 링(윤상성형

용고리)이고, 카바 자체의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평가하여 허가한 것은 아니

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의료기기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우선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의

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의료 분야가 크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기 시

장이 약사법으로 관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36)

특히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거나 외국

보다 질 좋은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참여정부의 의료산

업선진화위원회 활동백서인 <의료산업선진국으로의 도약>37)를 보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생산증가율은 1995～2005년에는 연평균 19.3%였으나,

2001～2005년에는 9.3%로 둔화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38) 의료기기

분야 무역수지는 2001년 5500억원 적자에서 2005년에는 8300억원으로 계속

35) 김도훈(식품의약품안전청 재료용품과장) 이원규(식약품의약품안전청 재료용품과 연구관), 

출입기자 설명자료, 2010년4월2일

36) 강동진, “의료기기법 제정 산업발전 틀 마련”, 보건신문, 2014년12월28일

37)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기획단, 의료산업선진

국으로의 도약,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활동백서, 2007년12월

38) 위의 책, 1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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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그 사이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여러 차례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

하였다.34) 그런데 송명근 교수가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받을 때까지 보완

해 제출하고 있을 당시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의 허가 등과 관련된 법안

을 만들고 있었다. 그 결과 2003년 5월 29일 마침내 의료기기와 관련된 내

용이 약사법에서 독립하여 의료기기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법안

은 2004년 5월 30일 시행되었다. 새로 만들어진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허가와 관련된 내용과 이를 위한 임상시험계획 등의 규정을

보면, 앞서 약사법에서 규정한 것에서 새로 추가된 것이 제7조의 조건부허

가에 대한 규정과 8조의 신개발의료기기의 재심사에 대한 조항이다.

[표4] 의료기기법(제7조조건부허가에대한규정및제8조신개발의료기기의재심사에대한규정)

<전략>

제7조 (조건부허가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업허가, 제조품목허가 또는 제조품목신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

고자 하는 품목이 작용원리, 성능 또는 사용목적 등에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본질적으

로 동등하지 아니한 신개발의료기기 또는 국내에 대상질환 환자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희소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시판후 안전성과 유효성

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조품목허가시 재심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당해 품목의 제조품목허가일부터 4년 내

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 부작용사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중략>

제36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 품질평가 기반구축, 의

료기기 기준 규격화사업 지원, 그 밖에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

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4) 송명근, 꿈은 박동한다, 웅진씽크빅,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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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이 새로 제정된 뒤 카바 링(윤상성형용 고리)에 대한 임상시

험계획서는 마침내 2004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승인받게 되었

다. 이후 2006년 8월 19일 송명근 교수는 카바 링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의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 2

달 뒤인 10월 23일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또 다시 약 한 달 뒤인

2006년 11월 21일 품목 허가를 승인하였다.35)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밝힌 허

가 과정을 보면, 카바 링에 대한 전임상시험자료로는 세포독성 등 생물학

적 안전성 시험, 증발잔류물 등 용출물 시험, 최대인장하중시험 및 무균시

험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인체 내부에 들어가는 카바 링 자체의 안전성

에 대하여는 평가하였다는 뜻이며, 카바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평가한 것

은 아니라는 의미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카바를 두고 논란이 한창

일었던 2010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한 사항은 카바 링(윤상성형

용고리)이고, 카바 자체의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평가하여 허가한 것은 아니

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의료기기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우선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의

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의료 분야가 크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기 시

장이 약사법으로 관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36)

특히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거나 외국

보다 질 좋은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참여정부의 의료산

업선진화위원회 활동백서인 <의료산업선진국으로의 도약>37)를 보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생산증가율은 1995～2005년에는 연평균 19.3%였으나,

2001～2005년에는 9.3%로 둔화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38) 의료기기

분야 무역수지는 2001년 5500억원 적자에서 2005년에는 8300억원으로 계속

35) 김도훈(식품의약품안전청 재료용품과장) 이원규(식약품의약품안전청 재료용품과 연구관), 

출입기자 설명자료, 2010년4월2일

36) 강동진, “의료기기법 제정 산업발전 틀 마련”, 보건신문, 2014년12월28일

37)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기획단, 의료산업선진

국으로의 도약,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활동백서, 2007년12월

38) 위의 책, 1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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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고 있었다. 의료기기 내수규모는 2005년 2.5조원으로 수입품이 62%

를 차지하고 있고, 국산품 비율은 38%에 불과하였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

원이 발간한 2004년 보건산업기술동향을 보면 국내 의료기기 산업 현황은

의료기기 생산업체 총 1012개에 생산액은 1조3271억원으로 나타났고, 의료

기기 수입업체는 총 975개에 수입총액은 1조3593억원이었다. 즉 자체 생산

보다는 수입이 다소 많았던 셈이다. 문제는 2003년 의료기기 생산업체의

생산액은 2002년보다 1.6% 줄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기법도 만들었지만 당시에 정부의 관련 위원

회도 생겨서 의료기기 산업 등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만들

어졌다. 참여정부는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2005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였다.39) 이 위원회는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크게 늘어나므로 의료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고, 이에

발맞추기 위해 규제 위주의 접근이 아닌 산업적 관점에서 의료 산업을 키

워야 한다는 논리로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기획예

산처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보건복지특보, 국무조정실장 등이 당연직 정부

위원 10명이 포함되고, 민간위원은 20명을 위촉하였다. 당시 전문위원회는

의약품산업전문위원회, 의료기기산업전문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만들어졌

다. 이 위원회가 만든 ‘의료산업 선진화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면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서는 발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단계(2006～2010

년)에서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Mid-Tech 기술 확충, 세계 일류 의료기

기 제품 개발, BRICs 등 개도국 시장 수출 확대, 2단계(2011～2015년)에는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High-Tech 기술개발 선도, 세계적인 Star 기업 창

출, 선진국 등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목표로 세웠다. 추진 전략은 세

계적 수준의 산업지원 인프라 구축, 선진국 수준의 핵심 R&D 역량 확보,

국내 수요기반 확충 및 수출지원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39) 위의 책, 19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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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 수술의 주요 재료인 카바 링은 이와 같이 의료산업 선진국 도약이

라는 정부의 거대한 의료산업화 계획에 들어맞았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정

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활동백서인 <의료산업선진국으로의 도약>40)를

보면,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10년 안에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신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한

다. 특히 치료재료 가운데 효과가 우수한 고가의 치료재료는 행위 수가(수

술 수가)에 분리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

로 한다. 카바 수술에 쓰이는 카바 링의 경우 이런 의료기기 육성 방안에

잘 들어맞았다.

수술 개발자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에서 카바 링에 대하여 임상시험 계획

서를 승인을 받았는데,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간은 2004년 11

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년 2개월 동안이었다.41) 이 기간만큼은 송명근

교수는 카바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한 셈이 된다. 이 임상시험에 대하여 병

원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하며, 이 수술을 받는 환자들에

게 당시의 표준 수술법과 카바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뒤 카바가 임상

시험임을 알리고 환자들의 동의를 받은 뒤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카바 링은 혁신적으로 새로운

제품이었을까? 일단 카바 링의 재질은 사실 송명근 교수에 의해 처음 개발

된 것은 아니다. 송명근 교수는 카바 링의 재질이 테프론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테프론을 인공 판막의 재료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일본의 심장

외과 의사인 주라 와다(Jura Wada)였다. 주라 와다는 이미 1960년대 후반

에 테프론을 이용하여 경첩이 있는 경사형 디스크 판막을 고안하였다.42)

물론 링을 만들어 대동맥근부를 성형하기 위하여 쓴 것은 아니었지만 테프

40)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기획단, 의료산업선진

국으로의 도약, 2007년12월

41) 김도훈(식품의약품안전청 재료용품과장) 이원규(식약품의약품안전청 재료용품과 연구관), 

출입기자 설명자료, 2010년4월2일

42) 김원곤, 흥미있는 심장병 치료의 역사, 고려의학, 3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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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고 있었다. 의료기기 내수규모는 2005년 2.5조원으로 수입품이 62%

를 차지하고 있고, 국산품 비율은 38%에 불과하였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

원이 발간한 2004년 보건산업기술동향을 보면 국내 의료기기 산업 현황은

의료기기 생산업체 총 1012개에 생산액은 1조3271억원으로 나타났고, 의료

기기 수입업체는 총 975개에 수입총액은 1조3593억원이었다. 즉 자체 생산

보다는 수입이 다소 많았던 셈이다. 문제는 2003년 의료기기 생산업체의

생산액은 2002년보다 1.6% 줄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기법도 만들었지만 당시에 정부의 관련 위원

회도 생겨서 의료기기 산업 등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만들

어졌다. 참여정부는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2005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였다.39) 이 위원회는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크게 늘어나므로 의료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고, 이에

발맞추기 위해 규제 위주의 접근이 아닌 산업적 관점에서 의료 산업을 키

워야 한다는 논리로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기획예

산처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보건복지특보, 국무조정실장 등이 당연직 정부

위원 10명이 포함되고, 민간위원은 20명을 위촉하였다. 당시 전문위원회는

의약품산업전문위원회, 의료기기산업전문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만들어졌

다. 이 위원회가 만든 ‘의료산업 선진화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면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서는 발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단계(2006～2010

년)에서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Mid-Tech 기술 확충, 세계 일류 의료기

기 제품 개발, BRICs 등 개도국 시장 수출 확대, 2단계(2011～2015년)에는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High-Tech 기술개발 선도, 세계적인 Star 기업 창

출, 선진국 등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목표로 세웠다. 추진 전략은 세

계적 수준의 산업지원 인프라 구축, 선진국 수준의 핵심 R&D 역량 확보,

국내 수요기반 확충 및 수출지원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39) 위의 책, 19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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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 수술의 주요 재료인 카바 링은 이와 같이 의료산업 선진국 도약이

라는 정부의 거대한 의료산업화 계획에 들어맞았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정

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활동백서인 <의료산업선진국으로의 도약>40)를

보면,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10년 안에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신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한

다. 특히 치료재료 가운데 효과가 우수한 고가의 치료재료는 행위 수가(수

술 수가)에 분리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

로 한다. 카바 수술에 쓰이는 카바 링의 경우 이런 의료기기 육성 방안에

잘 들어맞았다.

수술 개발자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에서 카바 링에 대하여 임상시험 계획

서를 승인을 받았는데,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간은 2004년 11

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년 2개월 동안이었다.41) 이 기간만큼은 송명근

교수는 카바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한 셈이 된다. 이 임상시험에 대하여 병

원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하며, 이 수술을 받는 환자들에

게 당시의 표준 수술법과 카바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뒤 카바가 임상

시험임을 알리고 환자들의 동의를 받은 뒤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카바 링은 혁신적으로 새로운

제품이었을까? 일단 카바 링의 재질은 사실 송명근 교수에 의해 처음 개발

된 것은 아니다. 송명근 교수는 카바 링의 재질이 테프론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테프론을 인공 판막의 재료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일본의 심장

외과 의사인 주라 와다(Jura Wada)였다. 주라 와다는 이미 1960년대 후반

에 테프론을 이용하여 경첩이 있는 경사형 디스크 판막을 고안하였다.42)

물론 링을 만들어 대동맥근부를 성형하기 위하여 쓴 것은 아니었지만 테프

40)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기획단, 의료산업선진

국으로의 도약, 2007년12월

41) 김도훈(식품의약품안전청 재료용품과장) 이원규(식약품의약품안전청 재료용품과 연구관), 

출입기자 설명자료, 2010년4월2일

42) 김원곤, 흥미있는 심장병 치료의 역사, 고려의학, 3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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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라는 재료는 이미 심장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있었던 재료이었다. 비록

같은 재질이라고 하여도 사용하는 방법과 위치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기로

인정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카바 링을 제품으로 생산하

는 데에도 어려움은 있었다. 수술 개발자는 1997년 첫 카바의 성공 즈음에

국내의 제약회사 2곳에 “(카바) 수술법이 몇 년 안에 곧 완성될 것이니,

(수술 개발자인) 의사로서의 내 업적을 믿고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상품화

하여 보자”고 제안하였다.43) 카바 링은 나중에 의료기기로 등록되는데, 상

품화 제안은 의료기기 회사가 아니고 제약회사에 하였다는 점은 다소 이상

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2곳 모두 거절하였다. 거절한 이유에 대하여는 알려

지지는 않았다. 또 수술 개발자는 일본의 세계적인 의료기기 회사에 제안

을 하였고, 이 회사의 경영진은 매우 적극적이어서 일본을 방문하여 이 회

사의 경영진을 만났다. 한 달 동안 사업에 대하여 진척이 있었지만, 수술

개발자의 부친이 일본과 거래를 하면서 기술 유출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여 이곳과의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자신의 책에서 회고하였

다. 그래서 수술 개발자가 직접 투자를 하여 카바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기

로 하였다. 이미 의료기기 전문회사를 창업하여 경영 중이었던 한 흉부외

과 전문의를 찾았는데, 그는 송명근 교수의 제자이기도 하였다. 이 회사에

서 카바에 필요한 의료기기인 카바 세트를 만들기로 하였고, 거의 완성된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2억～3억원 가량이 들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개발

과정에서 8억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수술 개

발자인 송명근 교수는 이 회사의 경영자와 함께 각각 자본금 5억원을 내놓

았고 이를 통하여 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이 회사를 다시

살려 2003년에 (주)사이언시티라는 회사로 설립하게 되었다. 수술 개발자가

쓴 책을 보면 이 회사는 마침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경영상태가 안정되었다.44) 당시 수술 개발자는 부도 위기에 내몰

43) 위의 책, 3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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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회사에 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부인

을 설득하였다고 자신의 책에서 썼다. 또 이후에는 이 회사에서 생기는 수

익을 사회에 기부하자고 아내를 설득한 뒤 실제 (변호사 등의) 공증을 받

았고 이를 언론에 알리기도 하였다.

즉 카바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다가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의료기

기 회사를 수술 개발자가 인수하여 2003년에 (주)사이언시티로 이름을 바

꾼 뒤, 2003년 10월에 카바 수술의 성과에 대한 보도가 많은 언론에서 나

온 뒤 이 회사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다.

송명근 교수가 밝힌 대로 카바 재료인 카바 링이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

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만 하여도 새로운 의료

기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일이 드물었고 대부분 다른 나라의 의료기기를

들여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받아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새로

운 의료기기를 허가하는 과정에 대한 법 규정도 미비하였다. 마침 당시 정

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

였고, 2003년 5월에는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를 분리하여 의료기기법이 제정

되기도 하였다. 이 법은 2004년 5월 시행되었고, 그해 11월 송명근 교수의

카바 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서가 2년만에 통과되었다. 그 뒤 임상시험을

통하여 마침내 2006년 11월 카바 링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게 된

것이다. 비록 초기에는 관련 제도와 법이 미비하여 의료기기 등 의료산업

을 육성하고자 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송명근 교수의 새로운 외과 기술 및

이에 필요한 재료의 개발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이후 의료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및 정치권의 도움을 송명근 교수가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44) 위의 책, 3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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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고, 이 회사의 경영진은 매우 적극적이어서 일본을 방문하여 이 회

사의 경영진을 만났다. 한 달 동안 사업에 대하여 진척이 있었지만, 수술

개발자의 부친이 일본과 거래를 하면서 기술 유출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여 이곳과의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자신의 책에서 회고하였

다. 그래서 수술 개발자가 직접 투자를 하여 카바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기

로 하였다. 이미 의료기기 전문회사를 창업하여 경영 중이었던 한 흉부외

과 전문의를 찾았는데, 그는 송명근 교수의 제자이기도 하였다. 이 회사에

서 카바에 필요한 의료기기인 카바 세트를 만들기로 하였고, 거의 완성된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2억～3억원 가량이 들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개발

과정에서 8억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수술 개

발자인 송명근 교수는 이 회사의 경영자와 함께 각각 자본금 5억원을 내놓

았고 이를 통하여 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이 회사를 다시

살려 2003년에 (주)사이언시티라는 회사로 설립하게 되었다. 수술 개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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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경영상태가 안정되었다.44) 당시 수술 개발자는 부도 위기에 내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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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득하였다고 자신의 책에서 썼다. 또 이후에는 이 회사에서 생기는 수

익을 사회에 기부하자고 아내를 설득한 뒤 실제 (변호사 등의) 공증을 받

았고 이를 언론에 알리기도 하였다.

즉 카바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다가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의료기

기 회사를 수술 개발자가 인수하여 2003년에 (주)사이언시티로 이름을 바

꾼 뒤, 2003년 10월에 카바 수술의 성과에 대한 보도가 많은 언론에서 나

온 뒤 이 회사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다.

송명근 교수가 밝힌 대로 카바 재료인 카바 링이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

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만 하여도 새로운 의료

기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일이 드물었고 대부분 다른 나라의 의료기기를

들여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받아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새로

운 의료기기를 허가하는 과정에 대한 법 규정도 미비하였다. 마침 당시 정

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

였고, 2003년 5월에는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를 분리하여 의료기기법이 제정

되기도 하였다. 이 법은 2004년 5월 시행되었고, 그해 11월 송명근 교수의

카바 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서가 2년만에 통과되었다. 그 뒤 임상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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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비록 초기에는 관련 제도와 법이 미비하여 의료기기 등 의료산업

을 육성하고자 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송명근 교수의 새로운 외과 기술 및

이에 필요한 재료의 개발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이후 의료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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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위의 책, 3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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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송명근 교수가 카바의 효과를 다룬 내용을 각각 국내와 국외 학

회지에 실었다. 송명근 교수는 2006년 <대한순환기학회지>45)에 ‘새로운 대

동맥판 성형술’46)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보면 1997년 12

월부터 2005년 4월까지 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카바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논문의 표현으로는 ring과 strip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판막을

교정하는 수술이었다. 수술 대상 질환자는 순수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이 35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행대동맥류에 의한 대동맥판 폐쇄부전증 22명,

대동맥 근부확장증에 의한 대동맥판 폐쇄부전증 18명이었다. 수술 뒤 결과

는 사망은 없었으며, 2년 재수술 회피율은 97%라고 기술하였다. 논문에서

는 앞으로 이 수술에 대하여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

기는 하였지만, 대동맥판 성형술에서 신뢰할만한 수술이 될 것으로 기대한

다고 전망하였다. 같은 해 국외에는 <European Journal of Cardio-thoracic

Surgery>에 ‘Novel technique of aortic valvuloplasty’47)이라는 제목으로

카바의 효과를 담은 논문을 실었다. 이 논문에서는 1997년 12월부터 2004

년 12월에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6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한 결과를 담

았다. 특이한 점 하나는 거의 같은 시기의 환자 사례를 모아 국내 학술지

에 발표한 논문에는 없었던 표현인 ‘informed consent’가 등장한다는 점이

다.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 수술 전에 informed consent를 받았다는 설명이

연구 방법에 등장하였다. 연구 결과에서는 수술과 관련된 사망은 없었고, 2

년 동안 생존율은 100%였다고 기술하였다. 결론에서는 송명근 교수가 개

발한 새로운 판막성형술은 여러 종류의 대동맥판막질환을 치료할 수 있고,

45) 대한순환기학회는 2007년 10월 제 51차 학술대회와 50주년 기념행사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고 학회명을 대한심장학회로 변경하였다. 

46) 함시영 등, 새로운 대동맥판 성형술, 대한순환기학회지, 2006;36:140-9 

47) Hahm SY et al, Novel technique of aortic valvuloplasty, Eur J Cardiothorac Surg, 

2006;29(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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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대동맥판막질환이 재발될 가능성 역시

기존 수술에 견줘 낮췄다고 평가하였다. 국내의 <대한순환기학회지>에 실

은 논문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장기적인 추적이 꼭 필요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새 수술법이 유효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하였다. 국내의

<대한순환기학회지>에 발표한 논문과 <European Journal of

Cardio-thoracic Surgery>에 실린 논문에서의 연구 대상은 몇몇을 제외하

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나중에 같은 내용의 임상시험 결과를 몇몇으로

쪼개어 여러 논문에 게재한 것으로 이중게재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

다.

카바의 효과를 다룬 논문이 국내외 학술지에 실리고, 2006년 11월에는

카바 링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 허가를 받은 뒤 송명근 교수는

2007년 3월 22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하였다.

당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보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국내에서는 2006

년 10월 27일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었

다.48) 이후 2007년 4월 27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이

공표되었으며, 두 달 뒤인 2007년 6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의 신

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 이 업무가 위탁되면서 신의료기술평가 업무가 시

작되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

복지부 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다.49)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을 규

정하고 있는데, 안전성 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로 보건복지부 장

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이나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

기술의 사용목적 대상 및 시술 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로 보건복지부 장관

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이 이에 해당되었다. 신의료기술 평

48) 이선희, 신의료기술평가 현황 및 지금까지 성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학술지 <근거와 가치> 

1권 23p, 2013년9월1일

49) 의료법 제53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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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에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6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한 결과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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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표한 논문에는 없었던 표현인 ‘informed consent’가 등장한다는 점이

다.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 수술 전에 informed consent를 받았다는 설명이

연구 방법에 등장하였다. 연구 결과에서는 수술과 관련된 사망은 없었고, 2

년 동안 생존율은 100%였다고 기술하였다. 결론에서는 송명근 교수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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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열고 학회명을 대한심장학회로 변경하였다. 

46) 함시영 등, 새로운 대동맥판 성형술, 대한순환기학회지, 2006;36:140-9 

47) Hahm SY et al, Novel technique of aortic valvuloplasty, Eur J Cardiothorac Surg, 

2006;29(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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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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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이 이에 해당되었다. 신의료기술 평

48) 이선희, 신의료기술평가 현황 및 지금까지 성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학술지 <근거와 가치> 

1권 23p, 2013년9월1일

49) 의료법 제53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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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

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의 신청, 신청이 없더라도 장관의

직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신

의료기술의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

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 평가 절차 및 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신의료기술 평가 업무의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신의료기술평가 업무

가 시작된 뒤 평가 신청 통계는 2007년에 55건에서 2008년 359건, 2013년

286건, 2014년 273건, 2015년 11월 기준 246건 등이었다. 평가 신청 내용은

처치 및 시술이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다. 송명근 교수의 카바 논란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업무가 빠르게 정착하였다. 하지만 최근 ‘신해철 사건’처럼

건강보험 적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수술은 여전히 신의료기술평가에서 빠

져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다른 나라에 견줘 건강보험 적용외 수술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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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그런데 송명근 교수가 신의료기술 신청을 한 시점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담은 의료법이 시행되기 불과 20여일 전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는 어떤 법 조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하고 있었을까? 신의료기술평가

는 의료법에 담기 이전에도 시행되고 있었다. 의료법 개정 이전인 2005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

여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50) 복지부는 또 이에 앞서 2003년 7

월부터 의료기술평가개발단을 구성해 운영하였으며, 보다 더 전문적으로

50) 이정훈, “의료기술 안전성, 정부가 평가·인정한다”, 이데일리, 2005년3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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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

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의 신청, 신청이 없더라도 장관의

직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신

의료기술의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

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 평가 절차 및 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신의료기술 평가 업무의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신의료기술평가 업무

가 시작된 뒤 평가 신청 통계는 2007년에 55건에서 2008년 359건, 2013년

286건, 2014년 273건, 2015년 11월 기준 246건 등이었다. 평가 신청 내용은

처치 및 시술이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다. 송명근 교수의 카바 논란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업무가 빠르게 정착하였다. 하지만 최근 ‘신해철 사건’처럼

건강보험 적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수술은 여전히 신의료기술평가에서 빠

져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다른 나라에 견줘 건강보험 적용외 수술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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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그런데 송명근 교수가 신의료기술 신청을 한 시점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담은 의료법이 시행되기 불과 20여일 전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는 어떤 법 조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하고 있었을까? 신의료기술평가

는 의료법에 담기 이전에도 시행되고 있었다. 의료법 개정 이전인 2005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

여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50) 복지부는 또 이에 앞서 2003년 7

월부터 의료기술평가개발단을 구성해 운영하였으며, 보다 더 전문적으로

50) 이정훈, “의료기술 안전성, 정부가 평가·인정한다”, 이데일리, 2005년3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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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2006년12월29일 고시 제 2006-123호

<전략>

제4조(결정 및 조정의 신청) ①신의료기술등 및 약제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요양급여기

준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결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장

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시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장관 또는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제5조(신청에 의한 결정 및 조정) ①심사평가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치료재료 및 질병군

에 대한 결정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제7조

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확인과 제8조의 요양급여대상여부․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에 대한 각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평가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제에 대한 결정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확인과 제8조의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

신의료기술 등 의료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력, 검색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6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신의료기술 등의 결

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보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위하여 요양급여기

준에서 정한 결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00일 안에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확인하고

각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

지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보고 바으면 150일 안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

정을 해야 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거나 급여 대상

인데 단서가 하나 있었는데 신의료기술 등이 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환자가 100분의 100을 내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표 5]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제2006-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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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 또는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결정을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신의료기술등이 요양급여기준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 이 경우 신의료기술등이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

하는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중략>

제6조(신의료기술등의 포함 등의 확인 등) ①심사평가원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행위의 내용 및 상대가치점수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기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에 포함 또는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포함되거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신의료기술등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에 포함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신청자와 관련단체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고시한다.

제7조(안전성․유효성의 확인 등) ①심사평가원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의료기술등 및 약

제의 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안전성․유효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기관 관련단체 및 의료인

단체, 단체가 지정한 전문학회 또는 의료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

2.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

목신고를 했는지 여부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외의 치료재료로서 가입자등의 진료상 필요한 치료재료에 대하여

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용허가, 제조허가 또는 신고되었는지 여부

②심사평가원장은 신의료기술등 및 약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유효성이 없다고 확인하

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신의료기술등이 안전성․유효성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결정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안전

성․유효성이 없는 신의료기술등을 행한 결정신청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략>

정부가 의료산업을 육성할 목표를 세우면서 신의료기술의 평가 절차를

만든 것은 국내외 상황을 감안하면 예상되는 방향이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하여도 미국 등에서 외과 기술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에 외과 의사들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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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2006년12월29일 고시 제 2006-123호

<전략>

제4조(결정 및 조정의 신청) ①신의료기술등 및 약제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요양급여기

준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결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장

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시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장관 또는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제5조(신청에 의한 결정 및 조정) ①심사평가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치료재료 및 질병군

에 대한 결정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제7조

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확인과 제8조의 요양급여대상여부․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에 대한 각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평가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제에 대한 결정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확인과 제8조의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

신의료기술 등 의료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력, 검색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6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신의료기술 등의 결

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보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위하여 요양급여기

준에서 정한 결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00일 안에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확인하고

각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

지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보고 바으면 150일 안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

정을 해야 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거나 급여 대상

인데 단서가 하나 있었는데 신의료기술 등이 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환자가 100분의 100을 내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표 5]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제2006-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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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 또는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결정을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신의료기술등이 요양급여기준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 이 경우 신의료기술등이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

하는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중략>

제6조(신의료기술등의 포함 등의 확인 등) ①심사평가원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행위의 내용 및 상대가치점수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기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에 포함 또는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포함되거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신의료기술등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에 포함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신청자와 관련단체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고시한다.

제7조(안전성․유효성의 확인 등) ①심사평가원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의료기술등 및 약

제의 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안전성․유효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기관 관련단체 및 의료인

단체, 단체가 지정한 전문학회 또는 의료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

2.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

목신고를 했는지 여부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외의 치료재료로서 가입자등의 진료상 필요한 치료재료에 대하여

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용허가, 제조허가 또는 신고되었는지 여부

②심사평가원장은 신의료기술등 및 약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유효성이 없다고 확인하

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신의료기술등이 안전성․유효성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결정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안전

성․유효성이 없는 신의료기술등을 행한 결정신청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략>

정부가 의료산업을 육성할 목표를 세우면서 신의료기술의 평가 절차를

만든 것은 국내외 상황을 감안하면 예상되는 방향이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하여도 미국 등에서 외과 기술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에 외과 의사들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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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감을 가졌지만 2000년대 중반에는 외과 기술도 내과의 약물처럼 임상시

험을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국내에서는 2006년

10월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2007년

4월에는 관련 규칙이, 2007년 6월에는 평가를 담당할 기관인 신의료기술평

가사업본부가 생기면서 평가를 위한 법적인 절차 등을 갖추게 되었다.

의료기기 육성 등 의료산업을 키우고자 하였던 정부 정책과 신의료기기

개발을 통하여 환자의 건강을 위하여 더 나은 치료를 하면서 더 나아가 의

료산업을 크게 육성하려 하였던 수술 개발자와는 정책 방향이 같았다. 새

로운 의료기기 개발의 개척자이었던 만큼 관련 제도의 미정비로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초기 개발자로서 혜택을 입은 것도 일정 정

도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4. 카바 개발자의 병원 이직

2007년 10월 송명근 교수는 그동안 근무하였던 서울아산병원에서 건국대

병원으로 이직하였다. 송명근 교수는 의학 분야의 한 전문지였던 <메디컬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건국대병원을 10년 안에 세계 3대 심장센터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51) 송명근 교수는 또 다른 의학 분야 전문지인

<메디컬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는 건국대병원으로 옮긴 결정적 이유는

“건국대병원의 지리적 위치와 연구 환경, (건국대) 재단의 파격적인 지원”

이었다고 설명하였다.52) 송명근 교수는 이어 “병원 수입에는 신경 쓰지 않

게 하고 오로지 연구와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조건이 가장

좋았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송명근 교수는 당시 새로 크게 확장한 건국대병원보다는 사회

적으로 훨씬 인정을 받고 있었던 서울아산병원을 왜 떠나게 되었을까? 이

51) 김태형, “건대병원 10년 내 세계3대 심장센터 도약”, 메디컬투데이, 2007년8월30일

52) 김준호, “인터뷰-건국대병원 송명근”, 메디칼트리뷴, 2007년10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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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서 송명근 교수가 한국에서 근무한 병원 경력을 살펴보면, 송명근 교

수는 1977년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과정을 시작하였다. 이후 1981년

에 군의관을 시작한 뒤 이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오리건 대학병원 등

여러 유명한 병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환자를 돌보았다. 그러다가 1986년

귀국한 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오라는 제안을 물리치고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을 선택하였다. 이곳에서 1987년 대동맥전위증, 1988년 심장

발육부전증 등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하기 어려웠던 수술을 계속하여 성공

하였다. 이런 수술들을 성공하면서 신문 1면과 텔레비전 9시 뉴스에 여러

차례 나와, 이전에 100건씩 하던 수술 건수가 한해 700건으로 늘었다고 스

스로 밝히기도 하였다.53) 이후 좀 더 큰 곳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서 1989년 개원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겼다. 중간에 텍사스 베일러 대학병

원에서 6개월 가량 연수를 한 것을 제외하면 이후에는 2007년 10월 전까지

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였다. 거의 18년 동안 재직하였던 것이다. 이 과

정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이나 미국의 병원에서 일하

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건국대병원과 같이 서울아산병원보다 훨씬 사회적

인 명망이 낮은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송명근 교수가 건국대병원으로 옮긴 배경에 대하여는 몇몇 추정이 있었

다. 우선 서울아산병원에서 송명근 교수가 기대하였던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내과 쪽 의료진들의 목소

리가 흉부외과보다 더 커 심장 분야 주요 보직을 맡았다는 것이다.54) 송명

근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과 주도의 병원 운영에 불만을 느껴”

옮기게 되었다는 말도 하였다.

또 카바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기 때문에 옮겼다는 추정도 나왔

다. <코메디닷컴>에 난 기사를 보면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교수

의 증언이 나오는데, 그는 “(송명근 교수의 카바은) 2002～2003년에 (서울

53) 송명근, 꿈은 박동한다, 웅진씽크빅, 2010, 81p

54) 이은빈, “심장 명의 줄줄줄 떠나는 서울아산병원”, 데일리메디, 2011년 2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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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감을 가졌지만 2000년대 중반에는 외과 기술도 내과의 약물처럼 임상시

험을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국내에서는 2006년

10월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2007년

4월에는 관련 규칙이, 2007년 6월에는 평가를 담당할 기관인 신의료기술평

가사업본부가 생기면서 평가를 위한 법적인 절차 등을 갖추게 되었다.

의료기기 육성 등 의료산업을 키우고자 하였던 정부 정책과 신의료기기

개발을 통하여 환자의 건강을 위하여 더 나은 치료를 하면서 더 나아가 의

료산업을 크게 육성하려 하였던 수술 개발자와는 정책 방향이 같았다. 새

로운 의료기기 개발의 개척자이었던 만큼 관련 제도의 미정비로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초기 개발자로서 혜택을 입은 것도 일정 정

도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4. 카바 개발자의 병원 이직

2007년 10월 송명근 교수는 그동안 근무하였던 서울아산병원에서 건국대

병원으로 이직하였다. 송명근 교수는 의학 분야의 한 전문지였던 <메디컬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건국대병원을 10년 안에 세계 3대 심장센터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51) 송명근 교수는 또 다른 의학 분야 전문지인

<메디컬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는 건국대병원으로 옮긴 결정적 이유는

“건국대병원의 지리적 위치와 연구 환경, (건국대) 재단의 파격적인 지원”

이었다고 설명하였다.52) 송명근 교수는 이어 “병원 수입에는 신경 쓰지 않

게 하고 오로지 연구와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조건이 가장

좋았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송명근 교수는 당시 새로 크게 확장한 건국대병원보다는 사회

적으로 훨씬 인정을 받고 있었던 서울아산병원을 왜 떠나게 되었을까? 이

51) 김태형, “건대병원 10년 내 세계3대 심장센터 도약”, 메디컬투데이, 2007년8월30일

52) 김준호, “인터뷰-건국대병원 송명근”, 메디칼트리뷴, 2007년10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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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서 송명근 교수가 한국에서 근무한 병원 경력을 살펴보면, 송명근 교

수는 1977년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과정을 시작하였다. 이후 1981년

에 군의관을 시작한 뒤 이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오리건 대학병원 등

여러 유명한 병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환자를 돌보았다. 그러다가 1986년

귀국한 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오라는 제안을 물리치고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을 선택하였다. 이곳에서 1987년 대동맥전위증, 1988년 심장

발육부전증 등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하기 어려웠던 수술을 계속하여 성공

하였다. 이런 수술들을 성공하면서 신문 1면과 텔레비전 9시 뉴스에 여러

차례 나와, 이전에 100건씩 하던 수술 건수가 한해 700건으로 늘었다고 스

스로 밝히기도 하였다.53) 이후 좀 더 큰 곳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서 1989년 개원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겼다. 중간에 텍사스 베일러 대학병

원에서 6개월 가량 연수를 한 것을 제외하면 이후에는 2007년 10월 전까지

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였다. 거의 18년 동안 재직하였던 것이다. 이 과

정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이나 미국의 병원에서 일하

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건국대병원과 같이 서울아산병원보다 훨씬 사회적

인 명망이 낮은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송명근 교수가 건국대병원으로 옮긴 배경에 대하여는 몇몇 추정이 있었

다. 우선 서울아산병원에서 송명근 교수가 기대하였던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내과 쪽 의료진들의 목소

리가 흉부외과보다 더 커 심장 분야 주요 보직을 맡았다는 것이다.54) 송명

근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과 주도의 병원 운영에 불만을 느껴”

옮기게 되었다는 말도 하였다.

또 카바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기 때문에 옮겼다는 추정도 나왔

다. <코메디닷컴>에 난 기사를 보면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교수

의 증언이 나오는데, 그는 “(송명근 교수의 카바은) 2002～2003년에 (서울

53) 송명근, 꿈은 박동한다, 웅진씽크빅, 2010, 81p

54) 이은빈, “심장 명의 줄줄줄 떠나는 서울아산병원”, 데일리메디, 2011년 2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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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의) IRB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안다. 만약 논문에 밝힌 대로 1997

년부터 카바 또는 그와 비슷한 수술을 하였다면 이는 임상시험 윤리 규정

을 어긴 것이다”고 말하였다.55) 실제 송명근 교수는 1997～2004년 수술 결

과를 쓴 유럽흉부외과학회지(2006) 논문56)에는 (서울아산병원의)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의 승인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이 연구는 2004년 2월

서울아산병원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었

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을 비롯하여 병원 안의 IRB에서 문제 제

기를 하자 건국대병원으로 이직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한 의료 전문지 언

론 보도에 나왔다. 하지만 이 기사는 나중에 정정보도되었다. 상세한 내용

을 살펴 보면 <코메디닷컴>은 송명근 교수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건국대병

원으로 옮긴 이유에 대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 카바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심장내과가 공동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카바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송명근 교수가 사표를 내고 나가서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

지 않았다”는 익명의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의 말을 보도하였다. 하

지만 이에 대하여 서울아산병원과 송명근 교수 쪽으로부터 반박을 당하자,

<코메디닷컴>은 이에 대하여 “사실 확인 결과 송명근 교수의 (서울아산병

원) 사직은 카바의 안전성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기사를

바로 잡는다”고 정정 보도를 하였다.

2016년 3월 4일 <코메디닷컴> 특별취재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관련 교수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송명근 교수가 한국언

론재단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뒤 자신의 사직 이유는 <코메

디닷컴>의 보도와 다르다고 밝혀와,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하게 된 것”이라

고 말하였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건국대병원으로 옮긴 뒤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

이 카바의 부작용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송명근 교수에게 우호적인 일들

55) 특별취재팀, “‘흉부외과 스타’ 송명근, 절차 무시하고 임상시험?”, 코메디닷컴, 2008년12월1일 

56) Hahm SY et al, Novel technique of aortic valvuloplasty, Eur J Cardiothorac Surg, 

2006;29(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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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았다. 특히 카바 링을 만드는 의료기기 회사인 사이언시티의 주식 등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사회에 알려지면서 송

명근 교수는 심장수술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떠올랐다. <한국일보> 등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송명근 교수는

이미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2002년에 작성하

여 공증하였다. 그 내용은 “자식들에게 결혼자금 등 6억원만 대주고 나머

지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었다. 송명근 교수는 <한국일보>

와의 인터뷰에서 5년 전 일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하여 “내가 개발한

심장판막 보조장치가 최근 날개 돋친 듯 팔리면서 재산이 200억원이 넘어

서 결심이 흔들릴까 봐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고 밝혔다.57)

송명근 교수는 그 뒤 일주일이 지나 ‘세상을 밝게 만든 보건의료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환경재단이 ‘2007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으로 모두

71명을 선정하였는데, 보건의료인 분야에서는 2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

에 환원하기로 서약한 송명근 교수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평생 동안

봉사를 하여 그해 막사이사이상 공공봉사 부문 수상자로 결정되기도 한 김

선태 실로암안과병원장,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으로 공석이었던 국립소

록도병원장에 지원한 박형철 원장, 오랜 기간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무료

상담과 진료활동을 해 왔던 라파엘클리닉이 선정되었다.58)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카바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는 새로

나온 차의 1호차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초대되기도 하였다. 2008년 1월 현대자동차는 신차인 제네시스 1호차를 송

명근 교수가 승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의 이유에 대하여 현대자동차는

보도자료를 내어 “송명근 교수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왔으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몸소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오피니언 리더로 대표되

57) 권대익, ““결심 흔들릴까 쐐기 박으려 공개했죠””, 한국일보, 2007년12월7일

58) 이정은, “송명근 교수 세상을 밝게 만든 보건의료인”, 메디컬투데이, 2007년12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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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의) IRB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안다. 만약 논문에 밝힌 대로 1997

년부터 카바 또는 그와 비슷한 수술을 하였다면 이는 임상시험 윤리 규정

을 어긴 것이다”고 말하였다.55) 실제 송명근 교수는 1997～2004년 수술 결

과를 쓴 유럽흉부외과학회지(2006) 논문56)에는 (서울아산병원의)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의 승인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이 연구는 2004년 2월

서울아산병원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었

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을 비롯하여 병원 안의 IRB에서 문제 제

기를 하자 건국대병원으로 이직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한 의료 전문지 언

론 보도에 나왔다. 하지만 이 기사는 나중에 정정보도되었다. 상세한 내용

을 살펴 보면 <코메디닷컴>은 송명근 교수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건국대병

원으로 옮긴 이유에 대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 카바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심장내과가 공동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카바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송명근 교수가 사표를 내고 나가서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

지 않았다”는 익명의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의 말을 보도하였다. 하

지만 이에 대하여 서울아산병원과 송명근 교수 쪽으로부터 반박을 당하자,

<코메디닷컴>은 이에 대하여 “사실 확인 결과 송명근 교수의 (서울아산병

원) 사직은 카바의 안전성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기사를

바로 잡는다”고 정정 보도를 하였다.

2016년 3월 4일 <코메디닷컴> 특별취재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관련 교수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송명근 교수가 한국언

론재단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뒤 자신의 사직 이유는 <코메

디닷컴>의 보도와 다르다고 밝혀와,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하게 된 것”이라

고 말하였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건국대병원으로 옮긴 뒤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

이 카바의 부작용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송명근 교수에게 우호적인 일들

55) 특별취재팀, “‘흉부외과 스타’ 송명근, 절차 무시하고 임상시험?”, 코메디닷컴, 2008년12월1일 

56) Hahm SY et al, Novel technique of aortic valvuloplasty, Eur J Cardiothorac Surg, 

2006;29(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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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았다. 특히 카바 링을 만드는 의료기기 회사인 사이언시티의 주식 등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사회에 알려지면서 송

명근 교수는 심장수술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떠올랐다. <한국일보> 등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송명근 교수는

이미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2002년에 작성하

여 공증하였다. 그 내용은 “자식들에게 결혼자금 등 6억원만 대주고 나머

지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었다. 송명근 교수는 <한국일보>

와의 인터뷰에서 5년 전 일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하여 “내가 개발한

심장판막 보조장치가 최근 날개 돋친 듯 팔리면서 재산이 200억원이 넘어

서 결심이 흔들릴까 봐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고 밝혔다.57)

송명근 교수는 그 뒤 일주일이 지나 ‘세상을 밝게 만든 보건의료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환경재단이 ‘2007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으로 모두

71명을 선정하였는데, 보건의료인 분야에서는 2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

에 환원하기로 서약한 송명근 교수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평생 동안

봉사를 하여 그해 막사이사이상 공공봉사 부문 수상자로 결정되기도 한 김

선태 실로암안과병원장,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으로 공석이었던 국립소

록도병원장에 지원한 박형철 원장, 오랜 기간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무료

상담과 진료활동을 해 왔던 라파엘클리닉이 선정되었다.58)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카바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는 새로

나온 차의 1호차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초대되기도 하였다. 2008년 1월 현대자동차는 신차인 제네시스 1호차를 송

명근 교수가 승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의 이유에 대하여 현대자동차는

보도자료를 내어 “송명근 교수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왔으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몸소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오피니언 리더로 대표되

57) 권대익, ““결심 흔들릴까 쐐기 박으려 공개했죠””, 한국일보, 2007년12월7일

58) 이정은, “송명근 교수 세상을 밝게 만든 보건의료인”, 메디컬투데이, 2007년12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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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네시스의 고객층과 잘　맞아떨어졌다"고 밝혔다.59) 이어 2008년 2월

25일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초대되었다. 단상 맨 앞줄에 앉는

국민대표 52명 가운데 한명으로 초대되었는데, 그와 같이 초대된 인물들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다는 꿈을 편지로 보낸 이담현 초등학생, 서해

교전에서 숨진 이희완 대위의 유가족 등이었다.60)

이후에도 2008년 8월 송명근 교수는 ‘2008 대한민국 올해의 보건산업인’

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상은 2007년 당시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부처

나 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후원으

로 제정되었다. 해마다 보건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공로가 큰 이들을 발굴

하여 시상하고 있었다. 이 상의 선정은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가 맡는데,

여기에는 이기우 제17대 국회의원을 이사장으로 송재성 전 복지부 차관,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 허일섭 녹십자 부회장, 윤홍근 제너시스그룹 회장

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었다. 이들은 보건산업과 관련된 정치 및 관료사회,

산업계, 학계 등이 모여 보건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 단체다.61)

카바라는 새로운 수술을 개발하였으며, 이 수술에 필요한 카바 링이 세계

적으로 수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송명근 교수에게 이 상을 수여한 것으

로 추정된다.

건국대병원은 2006년 병상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병원 규모를 크게 확

대하였다. 그 당시 이미 우리나라는 각종 질병의 치료를 위한 급성기 병상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2배쯤 될 정도로 많았

지만, 국내의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병상 수 확대 경쟁에 앞장섰다.

2006년을 전후로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5’로 부르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잇따라 암 병

원 등을 개원하는 등 병상 수를 크게 늘렸다. 건강보험 진료에서는 외래

59) 김범수, “제네시스 1호차 주인공은 송명근 교수”, 연합뉴스, 2008년1월22일 

60) 류지복, “<이명박정부 출범> 미리 보는 취임식(종합) 송명근 교수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참가”, 연합뉴스, 2008년2월24일

61) 최은미, “삼성서울병원 등 ‘2008 보건산업대상’ 선정”, 머니투데이, 2008년7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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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입원 환자 수를 크게 늘려 즉 박리다매를 통하여 병원 경영 측면에서

수지를 맞추자는 전략이었다. 실제 2005～2011년 서울아산병원은 병상 수

가 2140개에서 2680개로 540개가 늘었고, 세브란스병원은 같은 기간 1860

개에서 2080개로, 삼성서울병원은 1277개에서 1966개로, 서울성모병원은

828개에서 1320개로, 서울대병원은 1622개에서 1787개로 증가하였다.

이 경쟁에 건국대병원 역시 끼어들게 된 것이다. 병원을 신축한 건국대

병원은 이른바 ‘명의’들도 초빙하였다. 당시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은퇴하였거나 현재 활동 중인 교수들도 적극적으로 영입

하였다. 이른바 ‘스타 의사’를 바탕으로 환자들을 불러 모으려는 전략이었

다. 동네의원에서 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병원에서 다시 상급종합병

원으로 환자들이 의뢰되는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

원마저도 동네의원이나 병원 등과 환자 유치 경쟁에 나서게 된 것이었다.

송명근 교수는 심장 수술 분야에서 이미 ‘명의’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고 이

른바 ‘빅 5’에 속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명성이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병

상 수를 최근에 크게 늘린 건국대병원으로 옮기면서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파격적인 지원을 받기로 하고 이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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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네시스의 고객층과 잘　맞아떨어졌다"고 밝혔다.59) 이어 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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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표 52명 가운데 한명으로 초대되었는데, 그와 같이 초대된 인물들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다는 꿈을 편지로 보낸 이담현 초등학생, 서해

교전에서 숨진 이희완 대위의 유가족 등이었다.60)

이후에도 2008년 8월 송명근 교수는 ‘2008 대한민국 올해의 보건산업인’

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상은 2007년 당시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부처

나 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후원으

로 제정되었다. 해마다 보건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공로가 큰 이들을 발굴

하여 시상하고 있었다. 이 상의 선정은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가 맡는데,

여기에는 이기우 제17대 국회의원을 이사장으로 송재성 전 복지부 차관,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 허일섭 녹십자 부회장, 윤홍근 제너시스그룹 회장

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었다. 이들은 보건산업과 관련된 정치 및 관료사회,

산업계, 학계 등이 모여 보건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 단체다.61)

카바라는 새로운 수술을 개발하였으며, 이 수술에 필요한 카바 링이 세계

적으로 수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송명근 교수에게 이 상을 수여한 것으

로 추정된다.

건국대병원은 2006년 병상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병원 규모를 크게 확

대하였다. 그 당시 이미 우리나라는 각종 질병의 치료를 위한 급성기 병상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2배쯤 될 정도로 많았

지만, 국내의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병상 수 확대 경쟁에 앞장섰다.

2006년을 전후로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5’로 부르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잇따라 암 병

원 등을 개원하는 등 병상 수를 크게 늘렸다. 건강보험 진료에서는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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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카바 부작용 사례 등장 및 갈등

3.1. 동료 의료진, 카바 부작용 제기

카바 수술 개발자가 건국대병원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 받고 건국대병

원으로 이직하였지만, 건국대병원에서는 카바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

가 나왔다. 카바를 받은 뒤 회복 되는 기간 동안이나 퇴원 뒤 부작용이나

수술의 합병증이 생겨 병원을 다시 찾은 환자를 진찰한 심장내과 쪽에서

카바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다. 2016년 3월 4일 만난 한 건국

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그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이 교수는 카

바의 부작용 사례를 담아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인 ‘Case

report Coronary ostial stenosis after aortic valvuloplasty’의 저자 가운데

한 명이다.

“처음부터 카바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의심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른바 ‘명의’로 알려진 송명근 교수가 왜 건국대병원으로 오

는지에 대하여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에게 물으니 자세한 답을 하지는 않았

지만 카바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카바를 받은

환자들이 부작용 등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오자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의 말

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카바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수술 뒤 가슴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진찰 및 검사를 한 결과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

맥인) 관상동맥의 왼쪽 주요 가지가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카바의

부작용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다. (환자 사례를 놓고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 전문의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서 카바를 받은 뒤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긴 사례에

대하여 논의하였지만, 송명근 교수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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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카바의 부작용 사례를 발견하여 이에 대하

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하여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동료 평

가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수술 개발자가 이 문제 제기를 받아

들여 부작용을 줄여 나가면서 수술의 완성도를 높여 나갔으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술 개발자는 심장내과 교수들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카바를 잘 모르는 이들이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이다”고 비판하였다.

또 “오직 수술에만 집중한 나머지 동료 의사들과의 사교 등 사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국내 최초의 심장이식 수술

성공 등 이미 심장 수술 분야에서 최고의 명의로 꼽히고 있었고 스스로도

최고의 실력을 갖추었다는 여겼지만, 함께 일하는 의사들의 동료 평가를

의미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이다.

수술 개발자가 카바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자, 건국

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은 2008년 10월에 카바를 받은 환자 5명에게서 나

타난 9건의 부작용을 담은 논문을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제출하였다.

송명근 교수가 카바의 효과를 담은 논문을 보낸 학술지에 부작용 사례를

알린 셈이다. 2008년 10월 22일 그동안 건국대병원에 카바의 안전성 문제

를 제기하여 온 한성우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팀이 <유럽흉부외과학회

지>(European Journal of Cardio-Thoracic Surgery)에 낸 ‘Case report :

Coronary ostial stenosis after aortic valvuloplasty(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가 승인되었다.62) 한성우

교수팀은 송명근 교수에게 카바를 받은 환자 5명에게서 발생한 관상동맥

협착 5건, 대동맥판 역류 3건, 심내막염 1건 등 부작용 9건을 논문에 기술

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카바를 받은 뒤 부작용은 수술 뒤 2～6개월 만

에 나타났고, 환자에 따라서는 부작용 개수가 1～3개였다. 이들은 수술 뒤

2～6개월 만에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겨 스텐

62) Han SW et al, Coronary ostial stenosis after aortic valvuloplasty(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 Eur J Cardiothorac Surg, 2009;35(6):10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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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카바 부작용 사례 등장 및 갈등

3.1. 동료 의료진, 카바 부작용 제기

카바 수술 개발자가 건국대병원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 받고 건국대병

원으로 이직하였지만, 건국대병원에서는 카바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

가 나왔다. 카바를 받은 뒤 회복 되는 기간 동안이나 퇴원 뒤 부작용이나

수술의 합병증이 생겨 병원을 다시 찾은 환자를 진찰한 심장내과 쪽에서

카바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다. 2016년 3월 4일 만난 한 건국

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그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이 교수는 카

바의 부작용 사례를 담아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인 ‘Case

report Coronary ostial stenosis after aortic valvuloplasty’의 저자 가운데

한 명이다.

“처음부터 카바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의심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른바 ‘명의’로 알려진 송명근 교수가 왜 건국대병원으로 오

는지에 대하여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에게 물으니 자세한 답을 하지는 않았

지만 카바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카바를 받은

환자들이 부작용 등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오자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의 말

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카바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수술 뒤 가슴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진찰 및 검사를 한 결과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

맥인) 관상동맥의 왼쪽 주요 가지가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카바의

부작용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다. (환자 사례를 놓고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 전문의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서 카바를 받은 뒤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긴 사례에

대하여 논의하였지만, 송명근 교수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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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카바의 부작용 사례를 발견하여 이에 대하

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하여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동료 평

가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수술 개발자가 이 문제 제기를 받아

들여 부작용을 줄여 나가면서 수술의 완성도를 높여 나갔으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술 개발자는 심장내과 교수들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카바를 잘 모르는 이들이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이다”고 비판하였다.

또 “오직 수술에만 집중한 나머지 동료 의사들과의 사교 등 사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국내 최초의 심장이식 수술

성공 등 이미 심장 수술 분야에서 최고의 명의로 꼽히고 있었고 스스로도

최고의 실력을 갖추었다는 여겼지만, 함께 일하는 의사들의 동료 평가를

의미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이다.

수술 개발자가 카바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자, 건국

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은 2008년 10월에 카바를 받은 환자 5명에게서 나

타난 9건의 부작용을 담은 논문을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제출하였다.

송명근 교수가 카바의 효과를 담은 논문을 보낸 학술지에 부작용 사례를

알린 셈이다. 2008년 10월 22일 그동안 건국대병원에 카바의 안전성 문제

를 제기하여 온 한성우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팀이 <유럽흉부외과학회

지>(European Journal of Cardio-Thoracic Surgery)에 낸 ‘Case report :

Coronary ostial stenosis after aortic valvuloplasty(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가 승인되었다.62) 한성우

교수팀은 송명근 교수에게 카바를 받은 환자 5명에게서 발생한 관상동맥

협착 5건, 대동맥판 역류 3건, 심내막염 1건 등 부작용 9건을 논문에 기술

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카바를 받은 뒤 부작용은 수술 뒤 2～6개월 만

에 나타났고, 환자에 따라서는 부작용 개수가 1～3개였다. 이들은 수술 뒤

2～6개월 만에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겨 스텐

62) Han SW et al, Coronary ostial stenosis after aortic valvuloplasty(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 Eur J Cardiothorac Surg, 2009;35(6):10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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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시술 또는 CABG시술이나 대동맥판막 복원 수술을 받아야 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합병증이 생기는 기전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카바의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63) 이 논문은 2009년 1월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실릴 예정이었으나,

이후 송명근 교수의 문제 제기로 출판이 5개월가량 지연되다가 2009년 6월

마침내 출판되었다.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은 부작용 사례를 담은 논문을 내는데 그치지

않았다. 2008년 12월에 한성우 교수 등은 송명근 교수가 수술한 환자 20명

에게서 나타난 부작용 27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였다.64) 유럽흉부

외과학회에 이어 카바 링을 허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카바의 부작용

사례를 보고한 것이다. 실제 2004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을 보면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대하여)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고하고,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술 의사나 의료기기를 만

드는 사이언시티가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여야 하였으나, 카바의 부작용을

인지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신고를 한 것이다.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은 또 2008년 10월 9～11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심장학회에서도 카바의 부작용 사례를 발표하였다. 앞

서 유럽흉부외과학회에 보낸 부작용 사례로, 카바를 받은 환자 5명에게서

발생한 관상동맥 협착 5건 등 부작용 9건에 대한 사례 발표이었다.

63) Han SW et al, Coronary ostial stenosis after aortic valvuloplasty(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 Eur J Cardiothorac Surg, 2009;35(6):1099-101

64) 강경훈, 소수정, “송명근 수술법 부작용 보고하면 징계?”, 코메디닷컴, 2009년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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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시행 2004.7.28.] [보건복지부령제291호, 2004.7.28., 제정]

<전략>

제32조 (부작용보고)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이 경우 상세한 내용을 최초

보고일부터 8일 이내에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다음 각목에 정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15일 이내

가.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다.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②부작용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후략>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은 왜 카바 링을 문제 삼았을까? 이에 대하여

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2016년 3월 4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카바 링은 기존의 수술법인 조직판막이나 기계판막을 쓰는 것보다 환자

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많았다. 문제는 부작용은 많아 수술 효과가 떨어

졌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그 의료기기는 수술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가 세

운 회사의 이윤 창출과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카바 링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 것이다.”

즉 카바에 필요한 의료기기인 카바 링의 높은 가격과 함께 카바 링을 만

드는 회사의 지분을 수술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 때문에

카바 링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수술 개발자인 송명근 교

수는 자신이 쓴 책에서 카바 링의 가격을 120만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

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140만원대로 나온다. 대한흉부외

과학회는 카바에 대하여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대동맥판성형수술의 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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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시술 또는 CABG시술이나 대동맥판막 복원 수술을 받아야 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합병증이 생기는 기전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카바의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63) 이 논문은 2009년 1월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실릴 예정이었으나,

이후 송명근 교수의 문제 제기로 출판이 5개월가량 지연되다가 2009년 6월

마침내 출판되었다.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은 부작용 사례를 담은 논문을 내는데 그치지

않았다. 2008년 12월에 한성우 교수 등은 송명근 교수가 수술한 환자 20명

에게서 나타난 부작용 27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였다.64) 유럽흉부

외과학회에 이어 카바 링을 허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카바의 부작용

사례를 보고한 것이다. 실제 2004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을 보면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대하여)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고하고,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술 의사나 의료기기를 만

드는 사이언시티가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여야 하였으나, 카바의 부작용을

인지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신고를 한 것이다.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은 또 2008년 10월 9～11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심장학회에서도 카바의 부작용 사례를 발표하였다. 앞

서 유럽흉부외과학회에 보낸 부작용 사례로, 카바를 받은 환자 5명에게서

발생한 관상동맥 협착 5건 등 부작용 9건에 대한 사례 발표이었다.

63) Han SW et al, Coronary ostial stenosis after aortic valvuloplasty(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 Eur J Cardiothorac Surg, 2009;35(6):1099-101

64) 강경훈, 소수정, “송명근 수술법 부작용 보고하면 징계?”, 코메디닷컴, 2009년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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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시행 2004.7.28.] [보건복지부령제291호, 2004.7.28., 제정]

<전략>

제32조 (부작용보고)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이 경우 상세한 내용을 최초

보고일부터 8일 이내에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다음 각목에 정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15일 이내

가.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다.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②부작용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후략>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은 왜 카바 링을 문제 삼았을까? 이에 대하여

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2016년 3월 4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카바 링은 기존의 수술법인 조직판막이나 기계판막을 쓰는 것보다 환자

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많았다. 문제는 부작용은 많아 수술 효과가 떨어

졌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그 의료기기는 수술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가 세

운 회사의 이윤 창출과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카바 링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 것이다.”

즉 카바에 필요한 의료기기인 카바 링의 높은 가격과 함께 카바 링을 만

드는 회사의 지분을 수술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 때문에

카바 링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수술 개발자인 송명근 교

수는 자신이 쓴 책에서 카바 링의 가격을 120만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

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140만원대로 나온다. 대한흉부외

과학회는 카바에 대하여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대동맥판성형수술의 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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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라고 지적한 바 있다.65) 그런데도 카바 링의 가격은 비싸고 부작용이 적

지 않았던 것이다. 비록 수술 개발자가 이 회사의 지분 등을 사회에 기부

한다고 공증까지 하였지만, 회사의 지분을 수술 개발자가 상당 부분 가지

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시 학계에서는 이를 이해상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였다.

원래 의료기기의 부작용은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나 이를 사용한 의사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를 하도록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

지만 수술 개발자는 카바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카바 링

을 만드는 회사(사이언시티)도 부작용 사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

지 않았다. 결국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유럽흉부외과

학회 등에 널리 알린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은 건국대병원에서 해임

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카바 링의 안전성에 대하여 대한심장학회 등이 비

판하는 등 논란이 본격화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3월 25일 의료기

기위원회를 열어 논의하였고, 이 위원회에서는 송명근 교수의 심장수술과

관련된 부작용 보고는 의료기기에 의한 부작용은 아니라고 결론을 발표하

였다.66)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보통 심장내과에서 진단을 받고 약물이나 수

술 등의 치료 방침을 결정한다. 즉 진단과 수술을 하는 심장내과와 흉부외

과의 협업은 환자가 가진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

한 요소다. 물론 많은 병원에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사이를 비롯하여 진

단과 치료, 재활, 검사 등을 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마찰은 있으며, 이 마찰

이 서로를 자극하여 환자 건강을 위한 더 나은 진료를 하게 되면 좋은 결

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카바 개발자와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의 관

계는 서로를 견제할만한 동등한 위치가 아니었다. 송명근 교수는 이미 국

내 첫 심장이식수술을 성공한 ‘명의’였고, 또 당시에는 카바의 효과에 대하

65) 카바 신의료기술 신청에 대해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심평원에 보낸 의견서

66)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국대 송명근 교수의 심장수술 부작용 보고에 대한 설명자료, 2010년3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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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언론 등에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으며, 서울아산병원에서 이직할 때 건

국대병원 경영진으로부터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받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

들로 한 환자와 증상 및 치료법에 대하여 의사들이 모여 컨퍼런스 등을 열

면서 환자에 대한 진찰과 검사 등을 바탕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술이나 약물 치료 등을 한 뒤 이에 대하여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

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건국대병원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심장내과 교수들이 카바

의 부작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진상을 파

악하기 위한 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카바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였으나,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른바 ‘명의’ 또는 ‘스타 교수’를 바탕으로

신축한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원의 계획에 심장내과 교수들의 문제

제기가 방해가 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심장내과 교수들은 병원

안에서의 문제 제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카바의 부작용을 모아서 논문을 작성하였다. 또 카바에 필요한 재료

인 카바 링의 부작용 사례를 모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게 되기에 이

르렀던 것이다. 이는 이미 수술을 받은 환자는 물론 더 많은 환자가 부작

용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문제 제기이며,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비록 문제 제기를 한 교

수들은 이후에 병원에서 해임되는 등 큰 곤란을 겪었지만, 새로운 외과 수

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를 의료계 안에서 스스로 제기하였다는 점은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규제와 동료 평가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겠다. 만약 수술 개발자와 건국대병원이 심장내과 교수들의

부작용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하여 수술을 보완하여 개선하였다

면 카바는 더 나은 수술법이 되거나 적어도 적절한 적응증을 찾아 환자들

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수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

성 평가보다는 새로운 수술의 효과만을 기대하였던 건국대병원은 이를 받

아들이지 않아 카바 논란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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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라고 지적한 바 있다.65) 그런데도 카바 링의 가격은 비싸고 부작용이 적

지 않았던 것이다. 비록 수술 개발자가 이 회사의 지분 등을 사회에 기부

한다고 공증까지 하였지만, 회사의 지분을 수술 개발자가 상당 부분 가지

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시 학계에서는 이를 이해상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였다.

원래 의료기기의 부작용은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나 이를 사용한 의사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를 하도록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

지만 수술 개발자는 카바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카바 링

을 만드는 회사(사이언시티)도 부작용 사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

지 않았다. 결국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유럽흉부외과

학회 등에 널리 알린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은 건국대병원에서 해임

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카바 링의 안전성에 대하여 대한심장학회 등이 비

판하는 등 논란이 본격화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3월 25일 의료기

기위원회를 열어 논의하였고, 이 위원회에서는 송명근 교수의 심장수술과

관련된 부작용 보고는 의료기기에 의한 부작용은 아니라고 결론을 발표하

였다.66)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보통 심장내과에서 진단을 받고 약물이나 수

술 등의 치료 방침을 결정한다. 즉 진단과 수술을 하는 심장내과와 흉부외

과의 협업은 환자가 가진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

한 요소다. 물론 많은 병원에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사이를 비롯하여 진

단과 치료, 재활, 검사 등을 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마찰은 있으며, 이 마찰

이 서로를 자극하여 환자 건강을 위한 더 나은 진료를 하게 되면 좋은 결

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카바 개발자와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의 관

계는 서로를 견제할만한 동등한 위치가 아니었다. 송명근 교수는 이미 국

내 첫 심장이식수술을 성공한 ‘명의’였고, 또 당시에는 카바의 효과에 대하

65) 카바 신의료기술 신청에 대해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심평원에 보낸 의견서

66)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국대 송명근 교수의 심장수술 부작용 보고에 대한 설명자료, 2010년3월26일

- 48 -

여 언론 등에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으며, 서울아산병원에서 이직할 때 건

국대병원 경영진으로부터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받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

들로 한 환자와 증상 및 치료법에 대하여 의사들이 모여 컨퍼런스 등을 열

면서 환자에 대한 진찰과 검사 등을 바탕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술이나 약물 치료 등을 한 뒤 이에 대하여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

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건국대병원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심장내과 교수들이 카바

의 부작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진상을 파

악하기 위한 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카바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였으나,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른바 ‘명의’ 또는 ‘스타 교수’를 바탕으로

신축한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원의 계획에 심장내과 교수들의 문제

제기가 방해가 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심장내과 교수들은 병원

안에서의 문제 제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카바의 부작용을 모아서 논문을 작성하였다. 또 카바에 필요한 재료

인 카바 링의 부작용 사례를 모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게 되기에 이

르렀던 것이다. 이는 이미 수술을 받은 환자는 물론 더 많은 환자가 부작

용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문제 제기이며,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비록 문제 제기를 한 교

수들은 이후에 병원에서 해임되는 등 큰 곤란을 겪었지만, 새로운 외과 수

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를 의료계 안에서 스스로 제기하였다는 점은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규제와 동료 평가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겠다. 만약 수술 개발자와 건국대병원이 심장내과 교수들의

부작용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하여 수술을 보완하여 개선하였다

면 카바는 더 나은 수술법이 되거나 적어도 적절한 적응증을 찾아 환자들

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수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

성 평가보다는 새로운 수술의 효과만을 기대하였던 건국대병원은 이를 받

아들이지 않아 카바 논란이 확대되었다.



- 49 -

3.2. 심장수술 학회의 신의료기술 인정 반대

3.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 자문

2003년 10월 언론을 통하여 공개된 카바에 대하여 대한흉부외과학회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었다. 또 카바 개발자는 카바의 효과를 다룬

논문을 2006년 대한심장학회지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흉부외과학회는 이를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 이 때문에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카바 및 카바 링에

대한 논쟁에 관여한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카바의 신의료기술 인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다. 흉부외과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카

바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하여 검증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카바 개발자는 카바에 대하여 2007년 3월 22일 신의료기술 신청을 하였

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무려 15개월에 지난 2008년 6월 심장 수술 분

야 전문 학회인 대한흉부외과학회에 의견을 구하였다. 뒤늦게 대한흉부외

과학회에 자문을 요청하였고 흉부외과학회는 이에 대한 회신을 두 차례 하

였는데도 심사평가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신의료기술 여부를 논의하는

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도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카바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심사에서 결정

까지 주어진 시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은 사실이었다. 2006년

개정 고시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보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접수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00일 안에 각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건

복지부 장관은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

정 또는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150일 안에 건강보험 적용 또는 비급여 적

용 등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송명근 교수는 카바에 대하여

2007년 3월 22일 신의료기술 신청을 하였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

흉부외과학회에 자문 의견을 보낸 것이 2008년 6월로 무려 17개월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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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련 전문위원회를 열기 시작하는 2009년 1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결정

을 미루고 있었다. 카바 개발자는 신의료기술 평가가 원래 일정대로 진행

되지 않아 건강보험 당국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었으며, 이 수술을 받는 환자들 입장에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많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보건당국 쪽에서

도 신의료기술의 평가에 대한 규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없지는 않

았다. 일단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2006년 10월 27일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면서 2007년 6월 15

일이 되어서야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를 만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탁하였다.67) 새로운 법과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카바에 대한 신의료기술평

가가 다소 지체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것을

규정한 법과 제도가 미비하였다거나 관련 조직이 제대로 정립되어 가는 과

정이었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지만, 수술 개발자나 이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 입장에서는 평가 지체가 주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처

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되었던 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2010년 6월 15일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이관되었다.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카바에 대하여 입장을 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6월에 의견 자문을 받은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자체 논의 끝에 7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관련 학회 의견 회신’이

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었다.68) 회신된 내용은 대한흉부외과학회가 대동

맥 및 심장 수술 분야 전문의 7명으로부터 카바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내

용을 학회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뒤 작성한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송명근 교수의 카바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려면 수술 시행 뒤 3～5년

이상의 장기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카바는 완전히

67) 주예일, 이무열, 신의료기술평가 현황 및 지금까지 성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근거와 가치, 

2013년9월호

68) 특별취재팀, “흉부외과학회 “송명근 교수 수술법 글쎄요””, 코메디닷컴, 2008년11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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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심장수술 학회의 신의료기술 인정 반대

3.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 자문

2003년 10월 언론을 통하여 공개된 카바에 대하여 대한흉부외과학회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었다. 또 카바 개발자는 카바의 효과를 다룬

논문을 2006년 대한심장학회지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흉부외과학회는 이를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 이 때문에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카바 및 카바 링에

대한 논쟁에 관여한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카바의 신의료기술 인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다. 흉부외과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카

바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하여 검증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카바 개발자는 카바에 대하여 2007년 3월 22일 신의료기술 신청을 하였

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무려 15개월에 지난 2008년 6월 심장 수술 분

야 전문 학회인 대한흉부외과학회에 의견을 구하였다. 뒤늦게 대한흉부외

과학회에 자문을 요청하였고 흉부외과학회는 이에 대한 회신을 두 차례 하

였는데도 심사평가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신의료기술 여부를 논의하는

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도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카바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심사에서 결정

까지 주어진 시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은 사실이었다. 2006년

개정 고시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보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접수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00일 안에 각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건

복지부 장관은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

정 또는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150일 안에 건강보험 적용 또는 비급여 적

용 등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송명근 교수는 카바에 대하여

2007년 3월 22일 신의료기술 신청을 하였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

흉부외과학회에 자문 의견을 보낸 것이 2008년 6월로 무려 17개월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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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련 전문위원회를 열기 시작하는 2009년 1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결정

을 미루고 있었다. 카바 개발자는 신의료기술 평가가 원래 일정대로 진행

되지 않아 건강보험 당국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었으며, 이 수술을 받는 환자들 입장에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많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보건당국 쪽에서

도 신의료기술의 평가에 대한 규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없지는 않

았다. 일단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2006년 10월 27일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면서 2007년 6월 15

일이 되어서야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를 만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탁하였다.67) 새로운 법과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카바에 대한 신의료기술평

가가 다소 지체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것을

규정한 법과 제도가 미비하였다거나 관련 조직이 제대로 정립되어 가는 과

정이었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지만, 수술 개발자나 이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 입장에서는 평가 지체가 주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처

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되었던 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2010년 6월 15일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이관되었다.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카바에 대하여 입장을 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6월에 의견 자문을 받은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자체 논의 끝에 7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관련 학회 의견 회신’이

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었다.68) 회신된 내용은 대한흉부외과학회가 대동

맥 및 심장 수술 분야 전문의 7명으로부터 카바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내

용을 학회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뒤 작성한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송명근 교수의 카바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려면 수술 시행 뒤 3～5년

이상의 장기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카바는 완전히

67) 주예일, 이무열, 신의료기술평가 현황 및 지금까지 성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근거와 가치, 

2013년9월호

68) 특별취재팀, “흉부외과학회 “송명근 교수 수술법 글쎄요””, 코메디닷컴, 2008년11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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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발된 수술법은 아니라는 의견이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대동

맥판첨 재건술 또는 연장술, 대동맥판륜 성형술, 상행대동맥 이행부 성형술

을 조합한 수술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들 수술에 견줘 단기 및 장기간의

장점이 확인되어야만 개선된 새로운 수술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카바의 재료인 카바 링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도 제기

되었다. 송명근 교수 쪽이 제시한 1세트 당 약 440만원은 기존의 조직판막

가격에 견줘 더 비싼 것이므로 비용 면에서는 장점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카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료를 사용하였던 환

자군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이 되려면

충분한 추적 관찰과 이후 심장내과 및 심장외과의 객관적인 검증 과정에서

좋은 성적으로 인정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자문하였다. 

[표 7] 대한흉부외과학회가카바의문제점에대해지적한내용들

-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3～5년 이상의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

- 새로운 수술법이라기보다는 기존 판막 수술법들을 조합한 수술법

- 비용면에서도 장점이 없음

- 카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존 방법으로 수술 받았던 환자군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

- 건강보험 적용되려면 심장내과 및 심장외과의 객관적인 검증 과정에서 좋은 성적으로 인정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야 함

대한흉부외과학회의 자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카바의 신의료기

술 적용과 관련하여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한흉부외과학회는

7월에 의견을 보낸 뒤 3개월이 지난 10월에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자문서를

작성하여 보내었다. 하지만 이 역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년 1월 22일 카바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심사하는 자리에 대한흉부외과학회 임원진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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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였다. 2009년

1월 1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송명근 교수의 카바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이 1월 22일 열 예정이던 회의에 불참한다고 결정하였다.69) 흉부외과

학회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하여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요청에 따라 학회가 카바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두 차례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결정을 계속 유보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은 2008년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카바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를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열면서, 대한흉부외과학회에 의견을 요청

하였고, 이때 흉부외과학회는 공문을 보내 “카바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

아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었다. 이날 상임이사회

에서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송명근 교수가 동의한다면 카바에 대한 피어 리

뷰(동료평가)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우수한 수술법으로 판명되면 건강보험

적용에 찬성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피어 리뷰 조사 항목으로는 카바 뒤

조기 사망률(카바 뒤 30일 이내에 사망하였거나 또는 30일 뒤라도 퇴원하

지 못하고 입원 상태에서 사망한 비율), 판막폐쇄부전 등 수술 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역류하는 증세의 정도와 빈도, 수술 뒤 판막 위아래

의 압력 차이, 출혈 및 재수술 빈도, 인공심박동기 삽입 빈도, 수술 뒤 6개

월 이내 심내막염 발생 빈도, 심실중격결손 발생 여부, 수술 뒤 1년 이내

관상동맥 협착 발생 여부, 뇌혈관 장애 여부 등이라고 정하였다.

비록 행정 절차의 변경 등이 있어 신의료기술 결정이 지체된 것은 문제

이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평가할 때 동료 의

사들이나 관련 전문학회의 검증을 거치는 과정으로 보면 대한흉부외과학회

에 의견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였다.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지적

한 내용 역시 학회로서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

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69) 특별취재팀, “흉부외과학회, 송명근 수술법 심사에 불참선언”, 코메디닷컴, 2009년1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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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발된 수술법은 아니라는 의견이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대동

맥판첨 재건술 또는 연장술, 대동맥판륜 성형술, 상행대동맥 이행부 성형술

을 조합한 수술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들 수술에 견줘 단기 및 장기간의

장점이 확인되어야만 개선된 새로운 수술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카바의 재료인 카바 링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도 제기

되었다. 송명근 교수 쪽이 제시한 1세트 당 약 440만원은 기존의 조직판막

가격에 견줘 더 비싼 것이므로 비용 면에서는 장점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카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료를 사용하였던 환

자군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이 되려면

충분한 추적 관찰과 이후 심장내과 및 심장외과의 객관적인 검증 과정에서

좋은 성적으로 인정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자문하였다. 

[표 7] 대한흉부외과학회가카바의문제점에대해지적한내용들

-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3～5년 이상의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

- 새로운 수술법이라기보다는 기존 판막 수술법들을 조합한 수술법

- 비용면에서도 장점이 없음

- 카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존 방법으로 수술 받았던 환자군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

- 건강보험 적용되려면 심장내과 및 심장외과의 객관적인 검증 과정에서 좋은 성적으로 인정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야 함

대한흉부외과학회의 자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카바의 신의료기

술 적용과 관련하여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한흉부외과학회는

7월에 의견을 보낸 뒤 3개월이 지난 10월에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자문서를

작성하여 보내었다. 하지만 이 역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년 1월 22일 카바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심사하는 자리에 대한흉부외과학회 임원진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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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였다. 2009년

1월 1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송명근 교수의 카바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이 1월 22일 열 예정이던 회의에 불참한다고 결정하였다.69) 흉부외과

학회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하여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요청에 따라 학회가 카바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두 차례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결정을 계속 유보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은 2008년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카바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를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열면서, 대한흉부외과학회에 의견을 요청

하였고, 이때 흉부외과학회는 공문을 보내 “카바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

아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었다. 이날 상임이사회

에서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송명근 교수가 동의한다면 카바에 대한 피어 리

뷰(동료평가)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우수한 수술법으로 판명되면 건강보험

적용에 찬성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피어 리뷰 조사 항목으로는 카바 뒤

조기 사망률(카바 뒤 30일 이내에 사망하였거나 또는 30일 뒤라도 퇴원하

지 못하고 입원 상태에서 사망한 비율), 판막폐쇄부전 등 수술 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역류하는 증세의 정도와 빈도, 수술 뒤 판막 위아래

의 압력 차이, 출혈 및 재수술 빈도, 인공심박동기 삽입 빈도, 수술 뒤 6개

월 이내 심내막염 발생 빈도, 심실중격결손 발생 여부, 수술 뒤 1년 이내

관상동맥 협착 발생 여부, 뇌혈관 장애 여부 등이라고 정하였다.

비록 행정 절차의 변경 등이 있어 신의료기술 결정이 지체된 것은 문제

이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평가할 때 동료 의

사들이나 관련 전문학회의 검증을 거치는 과정으로 보면 대한흉부외과학회

에 의견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였다.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지적

한 내용 역시 학회로서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

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69) 특별취재팀, “흉부외과학회, 송명근 수술법 심사에 불참선언”, 코메디닷컴, 2009년1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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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외과학회가 지적한 점들은 이후 카바가 조건부 비급여를 적용받

으면서 일정 부분은 수용되었다. 흉부외과학회가 “(카바의) 안전성과 유효

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3～5년 이상의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조건부 비급여 고시가 날 때 카바에 대하여 3년 동안 추적

관찰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카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존 방법으

로 수술 받았던 환자군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후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받을 때 카바실무위원회에서 전향적 연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 이 역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수술법이라기보다는 기존 판막 수술법들을 조합한 수술법”이라고 지적하였

는데, 이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술용 재료(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외과

적 혁신으로 분류한다는 견해70)가 있으므로 이는 무리한 지적일 수 있었

다. 이밖에 “비용면에서도 장점이 없다”고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전

향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 수술과 비교 연구가 되지 않아 검증

이 되지 않았다.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지적한 사항을 보면 이미 새로운 수술에 대하여 안

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수술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나 절차 등에 대

하여 충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심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

는 의사들의 모임에서는 이런 평가를 추진하도록 건강보험 당국에 요구한

것이다. 이런 요구에 대하여 새로운 수술을 거부하고 기존 수술법을 고집

하는 태도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새로운 수술은 기존의 수술보다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커야 하며 비용을 아끼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

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70) 강명신, 박재현, 외과적 혁신의 윤리 쟁점과 윤리적 규제의 필요성,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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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추계학회에서 카바 안전성 및 유효성 논쟁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카바 논란에 있어 공개적이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을

벌였던 때는 2008년 11월 6일 열린 대한흉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카바의 유효성 및 안전성 논란이 흉부외과학회에서 다루어

지면서 건국대병원 밖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흉부외과 의사들 사이

에서 카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송명근 교수는 이 추계학술대회에서 ‘최근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의 성적’이라는 제목으로 건국대병원에서 1년 동안 이 수술(카바)을

받은 환자 사례를 보고하였다.71) 환자 114명을 수술한 결과 1년 동안 환자

전원이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어, 2007년 서울대병원이 발표한 대동맥 판막

치환 수술사망률 6.7%(90명 가운데 6명 사망)에 비교하면 놀라운 성적이라

고 자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흉부외과학회의 다른 회원들은 카바의 효과에 대하여 의문

을 표시하였다. 권병준 <코메디닷컴> 기자는 당시 학회 현장을 취재하였

고, 카바 논란에 대하여 기사를 쓰기 위하여 당시 학회에서 논의되던 내용

을 기록하였으며 이를 2016년 3월 4일 인터뷰에서 제공하였다. 이 메모와

당시 학회 현장을 다룬 기사를 보면 안혁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건

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논문 등을 통하여 발표한 부작용 사례에 대하

여 질문하였다. 안혁 교수는 “카바를 받고 5명(의 환자)에게서 부작용으로

심장협착이 발생하였는데, 서울대(병원)에서는 1000명 가운데 7명이 발견될

정도로 (해당) 비율이 낮은 반면 건국대(병원)에서는 114명 가운데 5명에게

서 생겼다. 이는 카바(를 할 때) 안쪽 또는 바깥쪽 링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송명근 교수는 “이미 300여

차례 카바를 (환자들에게 적용)한 결과 링 근처에서 세포가 석회화되는 일

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박계현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71)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의 송명근 교수입니다, 보도자료, 2008년11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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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외과학회가 지적한 점들은 이후 카바가 조건부 비급여를 적용받

으면서 일정 부분은 수용되었다. 흉부외과학회가 “(카바의) 안전성과 유효

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3～5년 이상의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조건부 비급여 고시가 날 때 카바에 대하여 3년 동안 추적

관찰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카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존 방법으

로 수술 받았던 환자군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후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받을 때 카바실무위원회에서 전향적 연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 이 역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수술법이라기보다는 기존 판막 수술법들을 조합한 수술법”이라고 지적하였

는데, 이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술용 재료(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외과

적 혁신으로 분류한다는 견해70)가 있으므로 이는 무리한 지적일 수 있었

다. 이밖에 “비용면에서도 장점이 없다”고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전

향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 수술과 비교 연구가 되지 않아 검증

이 되지 않았다.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지적한 사항을 보면 이미 새로운 수술에 대하여 안

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수술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나 절차 등에 대

하여 충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심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

는 의사들의 모임에서는 이런 평가를 추진하도록 건강보험 당국에 요구한

것이다. 이런 요구에 대하여 새로운 수술을 거부하고 기존 수술법을 고집

하는 태도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새로운 수술은 기존의 수술보다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커야 하며 비용을 아끼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

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70) 강명신, 박재현, 외과적 혁신의 윤리 쟁점과 윤리적 규제의 필요성,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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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추계학회에서 카바 안전성 및 유효성 논쟁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카바 논란에 있어 공개적이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을

벌였던 때는 2008년 11월 6일 열린 대한흉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카바의 유효성 및 안전성 논란이 흉부외과학회에서 다루어

지면서 건국대병원 밖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흉부외과 의사들 사이

에서 카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송명근 교수는 이 추계학술대회에서 ‘최근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의 성적’이라는 제목으로 건국대병원에서 1년 동안 이 수술(카바)을

받은 환자 사례를 보고하였다.71) 환자 114명을 수술한 결과 1년 동안 환자

전원이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어, 2007년 서울대병원이 발표한 대동맥 판막

치환 수술사망률 6.7%(90명 가운데 6명 사망)에 비교하면 놀라운 성적이라

고 자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흉부외과학회의 다른 회원들은 카바의 효과에 대하여 의문

을 표시하였다. 권병준 <코메디닷컴> 기자는 당시 학회 현장을 취재하였

고, 카바 논란에 대하여 기사를 쓰기 위하여 당시 학회에서 논의되던 내용

을 기록하였으며 이를 2016년 3월 4일 인터뷰에서 제공하였다. 이 메모와

당시 학회 현장을 다룬 기사를 보면 안혁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건

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논문 등을 통하여 발표한 부작용 사례에 대하

여 질문하였다. 안혁 교수는 “카바를 받고 5명(의 환자)에게서 부작용으로

심장협착이 발생하였는데, 서울대(병원)에서는 1000명 가운데 7명이 발견될

정도로 (해당) 비율이 낮은 반면 건국대(병원)에서는 114명 가운데 5명에게

서 생겼다. 이는 카바(를 할 때) 안쪽 또는 바깥쪽 링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송명근 교수는 “이미 300여

차례 카바를 (환자들에게 적용)한 결과 링 근처에서 세포가 석회화되는 일

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박계현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71)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의 송명근 교수입니다, 보도자료, 2008년11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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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가) 쉽게 생각해 보면 기존의 조직판막치환술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송명근 교수는 “기존의 조직

판막은 가운데 판막 부분은 조직이지만 주변 접촉부는 ‘천(섬유)’이기 때문

에 환자(의) 조직과 심장 근육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 하지만 카바는 두

링이 모양을 잡아주기 때문에 직접 조직과 심장 근육 사이에 접촉이 일어

난다. 따라서 조직 판막(을 쓴 수술)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는 경

향이 있기는 하지만 카바는 대동맥 부분의 확장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환

자에 한해서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답하였다. 충분

한 동물실험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를 묻는 질문도 있었고, 송명

근 교수가 수술법을 조금씩 바꿔 가면서 카바를 시술하였다고 한 것에 대

하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동물

실험에 대하여 송명근 교수는 “이미 상당한 시간동안 (동물실험을) 하였다.

데이터는 이미 나와 있지만 단지 전 세계적인 인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

문에 논문을 내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송명근 교수가 미국에서 돌아온 뒤

부천세종병원에서 일할 때 함께 흉부외과에서 근무하였던 박표원 삼성서울

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카바에 대하여 오랜 시간 안전성이나 효율성이 입

증되고 나서 수술을 하여야 하지 않나”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송명

근 교수는 “카바를 (적용)한 뒤 심장의 압력 차이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하여서 시술 방법에 변화를 주어 최근 10개 (환자) 사례에서는 압력차가 5

이하로 나면서 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카바 개발

자는 환자를 수술하면서 수술법을 조금씩 바꿔 나간다고 답을 한 것이다.

이에 박표원 교수는 “이 수술법이 (효과적인 수술로) 인정받으려면 한 수

술법으로 오랜 시간 얻은 데이터를 공개하여 기존의 수술보다 확실하게 좋

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할 때다. 그런데 계속 (카바의) 수술법을 바꿔 왔

다면 어떻게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였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2003년 11월 카바가 언론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처

음 알려질 때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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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바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할 때 관련 전문 학회이기 때문에 의

견을 자문한 것에 대하여 답을 한 뒤, 마침내 학회에서 카바 논란을 다루

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학회에서 부작용 등을 다루기 전에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카바의 부작용 사례들에 대하여 병원과 식품의약품안전

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어 유럽흉부외과학회에 부작용 사례를 알리려 준

비한 사실이 알려져 학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인터넷 의학전문지인 코메디닷컴은 대한흉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현장

에서 카바에 대하여 논란이 벌어진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2008년 11월

11일 보도하였다. 이에 송명근 교수는 언론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대한흉부외과학회에서 다른 학회 회원들의 비판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적되

었던 문제들에 대하여도 모두 반박하였다.72) 우선 동물실험도 거치지 않았

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동물실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료기기를)

허가(하는) 과정 중에 필수 사항이므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의료기기)

실험내용과 세부적인 내용은 (카바 링에 대한) 국제 특허가 완료되기 전에

는 기밀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박표원 교수의 지적에 대하여는 “이전에

(카바) 수술 받은 사람도 (기존의 수술법인) 판막치환술보다는 훨씬 낫다.

그러나 의료 기술과 (의료)기기는 계속 진화하여 나가는 것이고 (카바 링

과 카바와 같은) 신제품과 신기술은 계속 미흡한 점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이런 발전을 시행착오(로) 운운하는 것에는 정면으로 반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학 전문지인 <코메디닷컴>의 보도 태도도 비판하였다. 보도

자료에서는 “학회장에서 발표를 할 때에 (<코메디닷컴> 기자가) 촬영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다. 이 기자를 부른 (기존의) 판막치환술(을 지지하는)

측은 (추계학술대회에서) 하나 하나 계획하고 준비한 상황이다. 이렇게 형

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 적혀 있었다. 보도자료에서는 또

“(코메디닷컴이 보도한) 동영상을 보면 편집을 통하여 나의 말의 요지가

72) 송명근 교수가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 ‘건국대병원 흉부외과의 송명근 교수입니다’, 2008

년11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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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가) 쉽게 생각해 보면 기존의 조직판막치환술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송명근 교수는 “기존의 조직

판막은 가운데 판막 부분은 조직이지만 주변 접촉부는 ‘천(섬유)’이기 때문

에 환자(의) 조직과 심장 근육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 하지만 카바는 두

링이 모양을 잡아주기 때문에 직접 조직과 심장 근육 사이에 접촉이 일어

난다. 따라서 조직 판막(을 쓴 수술)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는 경

향이 있기는 하지만 카바는 대동맥 부분의 확장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환

자에 한해서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답하였다. 충분

한 동물실험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를 묻는 질문도 있었고, 송명

근 교수가 수술법을 조금씩 바꿔 가면서 카바를 시술하였다고 한 것에 대

하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동물

실험에 대하여 송명근 교수는 “이미 상당한 시간동안 (동물실험을) 하였다.

데이터는 이미 나와 있지만 단지 전 세계적인 인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

문에 논문을 내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송명근 교수가 미국에서 돌아온 뒤

부천세종병원에서 일할 때 함께 흉부외과에서 근무하였던 박표원 삼성서울

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카바에 대하여 오랜 시간 안전성이나 효율성이 입

증되고 나서 수술을 하여야 하지 않나”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송명

근 교수는 “카바를 (적용)한 뒤 심장의 압력 차이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하여서 시술 방법에 변화를 주어 최근 10개 (환자) 사례에서는 압력차가 5

이하로 나면서 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카바 개발

자는 환자를 수술하면서 수술법을 조금씩 바꿔 나간다고 답을 한 것이다.

이에 박표원 교수는 “이 수술법이 (효과적인 수술로) 인정받으려면 한 수

술법으로 오랜 시간 얻은 데이터를 공개하여 기존의 수술보다 확실하게 좋

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할 때다. 그런데 계속 (카바의) 수술법을 바꿔 왔

다면 어떻게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였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2003년 11월 카바가 언론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처

음 알려질 때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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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바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할 때 관련 전문 학회이기 때문에 의

견을 자문한 것에 대하여 답을 한 뒤, 마침내 학회에서 카바 논란을 다루

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학회에서 부작용 등을 다루기 전에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카바의 부작용 사례들에 대하여 병원과 식품의약품안전

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어 유럽흉부외과학회에 부작용 사례를 알리려 준

비한 사실이 알려져 학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인터넷 의학전문지인 코메디닷컴은 대한흉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현장

에서 카바에 대하여 논란이 벌어진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2008년 11월

11일 보도하였다. 이에 송명근 교수는 언론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대한흉부외과학회에서 다른 학회 회원들의 비판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적되

었던 문제들에 대하여도 모두 반박하였다.72) 우선 동물실험도 거치지 않았

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동물실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료기기를)

허가(하는) 과정 중에 필수 사항이므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의료기기)

실험내용과 세부적인 내용은 (카바 링에 대한) 국제 특허가 완료되기 전에

는 기밀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박표원 교수의 지적에 대하여는 “이전에

(카바) 수술 받은 사람도 (기존의 수술법인) 판막치환술보다는 훨씬 낫다.

그러나 의료 기술과 (의료)기기는 계속 진화하여 나가는 것이고 (카바 링

과 카바와 같은) 신제품과 신기술은 계속 미흡한 점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이런 발전을 시행착오(로) 운운하는 것에는 정면으로 반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학 전문지인 <코메디닷컴>의 보도 태도도 비판하였다. 보도

자료에서는 “학회장에서 발표를 할 때에 (<코메디닷컴> 기자가) 촬영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다. 이 기자를 부른 (기존의) 판막치환술(을 지지하는)

측은 (추계학술대회에서) 하나 하나 계획하고 준비한 상황이다. 이렇게 형

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 적혀 있었다. 보도자료에서는 또

“(코메디닷컴이 보도한) 동영상을 보면 편집을 통하여 나의 말의 요지가

72) 송명근 교수가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 ‘건국대병원 흉부외과의 송명근 교수입니다’, 2008

년11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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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편집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흉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8년 10월 29일 카바에 대하여 신기술로 인정할 것

인가를 논의한 전문가 자문회의의 내용도 공개하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송명근 교수는 당사자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흉부외과학회에서 파견한 안

혁 서울대병원 교수, 장병철 연세대의대 교수, 박표원 삼성서울병원 교수,

강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었다.

보도 자료에서는 “지난 8월 23일 건국대병원에서 시행한 카바(에 대한) 이

론 강의와 두 명의 환자를 상대로 (한) 수술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시범

수술에 (회의 참석자) 모두 정중히 초대하였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카바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 4명이

감정적인 격론을 하는 자리가 되어 버렸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카바에

대하여는 “(항혈전치료와 재수술이 필요한) 기존의 고식적 판막치환술과

달리 (재수술이 필요 없는) 완치라고 할 수 있는 수술법이고, 모든 대동맥

판막 환자에서 안전하게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5년 안에 국제적

으로 판막치환술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확신하고, (판막치환술을 하면서

필요한 재료를 수입하는 데 드는) 막대한 외화의 절감은 물론 (국산) 의료

제품이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명근 교수가 언론사에 카바에 대한 입장을 보내면서 대한흉부외과학회

를 비판한 것에 대하여 2008년 11월 19일 조건현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

은 대한흉부외과학회 홈페이지에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올려 카바와 관련

된 학회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송명근 교수

의 새로운 수술(카바)에 대해 문의하여 와, 학회는 대동맥판막 수술 경험이

많은 7명의 회원과 논의한 끝에 학회의 의견서를 만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7명의 회원 중에는 송명근 교수의 카바를 직접

하여 본 의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송명근 교수의 카바에 대하여

“심장판막수술의 특성상 (이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판정하려면) 중장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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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중요하다”며 “(심장)수술의 새로운 기법도 좋지만 차후에 판막의 변

성이나 석회, 관상동맥 문제 등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수술 후 적어도

3년 이상 경과 후(에) 나온 결과가 학회나 학회지에 발표되고, 좋은 결과가

여과 없이 검증된 후 토의되고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73) 조

이사장은 또 “학회는 여러 회원들을 위한 학술단체이므로 일부 회원들을

위하거나 또는 배척하는 일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학회와 송명근 교수 사이의 갈등설에 대하여도 해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의료 전문지의 동영상은 학회 이사장, 회장 또는 추계 학술대회를 주관하

는 학술위원장에게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로 촬영된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카바에 대한 동료 평가가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의 부작용 제기에

서 처음으로 나왔다면, 심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모인 학회에서 이 동료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새로

운 수술을 개발하는 의사들은 동료 평가를 거치면서 새로운 수술이 부작용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동료 평가를 한 관련 전

문가들과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데74), 카바의 경우에도 동료 평가가 이루

어지는 학회 자리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학회에서는 카바의 안전성 및 유

효성을 중심으로 지적이 나왔으며 수술 개발자와 이를 비판하는 이들 사이

에 토론이 벌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흉부외과학회가 특정 언론을 학회장에 부르고 카바에 대한 비판

적인 여론을 만들려 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의의 중심이 흐려졌다

는 문제도 생겼다. 비록 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에서는 새로운

수술에 대한 근거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수술

개발 현장에는 아직까지 이런 내용이 정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대목이

기도 하다.

73) 이현식, “흉부외과학회 “송명근 수술법 3년은 지켜봐야””, 의협신문, 2008년11월20일

74) 강명신 등, 새로운 의료시술의 도입과 임상적용 시의 윤리절차,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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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편집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흉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8년 10월 29일 카바에 대하여 신기술로 인정할 것

인가를 논의한 전문가 자문회의의 내용도 공개하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송명근 교수는 당사자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흉부외과학회에서 파견한 안

혁 서울대병원 교수, 장병철 연세대의대 교수, 박표원 삼성서울병원 교수,

강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었다.

보도 자료에서는 “지난 8월 23일 건국대병원에서 시행한 카바(에 대한) 이

론 강의와 두 명의 환자를 상대로 (한) 수술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시범

수술에 (회의 참석자) 모두 정중히 초대하였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카바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 4명이

감정적인 격론을 하는 자리가 되어 버렸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카바에

대하여는 “(항혈전치료와 재수술이 필요한) 기존의 고식적 판막치환술과

달리 (재수술이 필요 없는) 완치라고 할 수 있는 수술법이고, 모든 대동맥

판막 환자에서 안전하게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5년 안에 국제적

으로 판막치환술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확신하고, (판막치환술을 하면서

필요한 재료를 수입하는 데 드는) 막대한 외화의 절감은 물론 (국산) 의료

제품이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명근 교수가 언론사에 카바에 대한 입장을 보내면서 대한흉부외과학회

를 비판한 것에 대하여 2008년 11월 19일 조건현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

은 대한흉부외과학회 홈페이지에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올려 카바와 관련

된 학회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송명근 교수

의 새로운 수술(카바)에 대해 문의하여 와, 학회는 대동맥판막 수술 경험이

많은 7명의 회원과 논의한 끝에 학회의 의견서를 만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7명의 회원 중에는 송명근 교수의 카바를 직접

하여 본 의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송명근 교수의 카바에 대하여

“심장판막수술의 특성상 (이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판정하려면) 중장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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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중요하다”며 “(심장)수술의 새로운 기법도 좋지만 차후에 판막의 변

성이나 석회, 관상동맥 문제 등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수술 후 적어도

3년 이상 경과 후(에) 나온 결과가 학회나 학회지에 발표되고, 좋은 결과가

여과 없이 검증된 후 토의되고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73) 조

이사장은 또 “학회는 여러 회원들을 위한 학술단체이므로 일부 회원들을

위하거나 또는 배척하는 일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학회와 송명근 교수 사이의 갈등설에 대하여도 해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의료 전문지의 동영상은 학회 이사장, 회장 또는 추계 학술대회를 주관하

는 학술위원장에게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로 촬영된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카바에 대한 동료 평가가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의 부작용 제기에

서 처음으로 나왔다면, 심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모인 학회에서 이 동료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새로

운 수술을 개발하는 의사들은 동료 평가를 거치면서 새로운 수술이 부작용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동료 평가를 한 관련 전

문가들과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데74), 카바의 경우에도 동료 평가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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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여론을 만들려 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의의 중심이 흐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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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에 대한 근거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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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이현식, “흉부외과학회 “송명근 수술법 3년은 지켜봐야””, 의협신문, 2008년11월20일

74) 강명신 등, 새로운 의료시술의 도입과 임상적용 시의 윤리절차,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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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카바 개발자 지지한 병원 경영진의 개입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은 2008년 10월 카바의 부작용 사례를 대한

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공개하였다. 또 카바 부작용 사례를 담은 논문

을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투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카바 링의

부작용을 신고하였다. 이후 대한흉부외과학회에서는 2008년 11월 6일 열린

추계학술 대회에서 카바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건국대

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카바에 대하여 부작용 등을 제기한 뒤로 결국 대

한심장학회나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

였다. 이에 송명근 교수는 2008년 11월 27일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성

우 교수 등이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낸 논문은) 심장내과 교수들이 카

바 받은 환자의 진료 자료를 훔쳐 작성한 논문”이라며 유럽흉부외과학회와

건국대병원에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밝혔다.75)

송명근 교수는 카바의 부작용에 대하여 다룬 논문이 학술지에 실리지 않

도록 노력하였다. 2009년 1월 5일 송명근 교수는 유럽흉부외과학회에 전자

우편(이메일)을 보냈다. 주요 내용은 한성우 심장내과 교수팀이 송명근 교

수에게 카바를 받은 환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썼다는 지적이었다.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카바에 대하여 잘 모르는 심장내과 교수들이 논문을

썼고, 건국대병원에도 문제를 제기하여 병원 쪽이 조사를 할 것이기에 이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이의제기를 하였다. 유럽흉부외과학회로부터 송명근

교수의 이의 제기 내용을 통보받은 한성우 교수 등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은 송명근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2009년 1월 7일 유

럽흉부외과학회에 보내었다.76) 이메일 내용은 논문에서 부작용을 겪은 것

으로 보고한 환자들은 송명근 교수에게 카바를 받은 뒤 심장내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흉부외과의 자료를 허락 없이 썼다는 송

75) 송성철, “송명근 CARVAR 수술 한 달 뒤 ‘진검 승부’”, 의협신문, 2008년11월27일 

76) 특별취재팀, “‘송명근 부작용’ 놓고 건대병원 심장 내-외과 대결”, 코메디닷컴, 2009년1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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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근 교수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심장내과 교수들이 카바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송명근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수술을 아는

것과 관계없이 논문에 제시된 환자들에게 카바를 받은 뒤 혈관초음파 검사

를 한 결과 부작용이 관찰되어 카바로 인한 부작용으로 판단하였다는 입장

이었다. 송명근 교수는 건국대병원에서 해당 논문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였지만, 한성우 교수 등 심장내과 쪽으로는 어떤 연락도 온 적

이 없어 병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송명근 교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

다고 유럽흉부외과학회에 보내었다. 2009년 1월 9일 송명근 교수는 <코메

디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성우 교수 등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들이 흉부외과에서 99.99% 치료한 (카바) 환자의 자료를 (수술한 의사의)

허락도 없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써 해외 학술지에 내는 것은 부

정행위 (즉) 표절에 해당된다. 병원 차원의 조사가 곧 진행될 것이다”고 말

하였다.

이에 유럽흉부외과학회는 2009년 2월 21일 관련 위원회를 열어 한성우

교수 등이 낸 논문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건국대병

원에 송명근 교수가 제기한 대로 심장내과 교수들이 제출한 논문의 표절과

관련된 윤리위원회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

았다고 하여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카바에 대하여 심장내과 교수들이 부작용 사례를 들어 문제 제기를 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건국대병원은 2008년 11월

말 유규형 심장내과장을 분과장 보직에서 보직해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규형 교수는 <코메디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병원의) 인사권자가 권한

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할 말은 없다”고 말하였다.

해가 바뀐 2009년 1월 22일에는 건국대병원이 유규형, 한성우 교수 등을

징계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열었다. 윤리위원회는 한성우 교수 등이 <유

럽흉부외과학회지>에 낸 논문에 대하여 송명근 교수가 자신의 수술 자료

로 논문을 작성하였기에 표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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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카바 개발자 지지한 병원 경영진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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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장학회나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

였다. 이에 송명근 교수는 2008년 11월 27일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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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에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밝혔다.75)

송명근 교수는 카바의 부작용에 대하여 다룬 논문이 학술지에 실리지 않

도록 노력하였다. 2009년 1월 5일 송명근 교수는 유럽흉부외과학회에 전자

우편(이메일)을 보냈다. 주요 내용은 한성우 심장내과 교수팀이 송명근 교

수에게 카바를 받은 환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썼다는 지적이었다.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카바에 대하여 잘 모르는 심장내과 교수들이 논문을

썼고, 건국대병원에도 문제를 제기하여 병원 쪽이 조사를 할 것이기에 이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이의제기를 하였다. 유럽흉부외과학회로부터 송명근

교수의 이의 제기 내용을 통보받은 한성우 교수 등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은 송명근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2009년 1월 7일 유

럽흉부외과학회에 보내었다.76) 이메일 내용은 논문에서 부작용을 겪은 것

으로 보고한 환자들은 송명근 교수에게 카바를 받은 뒤 심장내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흉부외과의 자료를 허락 없이 썼다는 송

75) 송성철, “송명근 CARVAR 수술 한 달 뒤 ‘진검 승부’”, 의협신문, 2008년11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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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유럽흉부외과학회에 보내었다. 2009년 1월 9일 송명근 교수는 <코메

디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성우 교수 등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들이 흉부외과에서 99.99% 치료한 (카바) 환자의 자료를 (수술한 의사의)

허락도 없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써 해외 학술지에 내는 것은 부

정행위 (즉) 표절에 해당된다. 병원 차원의 조사가 곧 진행될 것이다”고 말

하였다.

이에 유럽흉부외과학회는 2009년 2월 21일 관련 위원회를 열어 한성우

교수 등이 낸 논문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건국대병

원에 송명근 교수가 제기한 대로 심장내과 교수들이 제출한 논문의 표절과

관련된 윤리위원회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

았다고 하여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카바에 대하여 심장내과 교수들이 부작용 사례를 들어 문제 제기를 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건국대병원은 2008년 11월

말 유규형 심장내과장을 분과장 보직에서 보직해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규형 교수는 <코메디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병원의) 인사권자가 권한

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할 말은 없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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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열었다. 윤리위원회는 한성우 교수 등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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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릴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77) 하지만 위원회는 카바의 부작용 등 병원

에서 생긴 문제를 병원과 상의하지 않은 채 외국 학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에 알린 것에 대하여 병원에 대한 위해 행위라며 건국대 쪽에 징계를 요청

하였다. 학술적인 행위 자체는 징계할 수는 없었지만, 부작용 신고를 외국

학회나 식약청 등에 한 것은 조직의 이해를 해친다는 점을 문제 삼아 카바

의 평가 내용이 아니라 그 평가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2009년 2월 11일 이홍기 건국대병원장은 건국대에 심장내과 교수들의 징

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안을 보내었다. 심장내과 쪽에서

카바를 받은 환자에게 생긴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병원 차

원에서는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과 부작용 문제를 거론한 의사들과 논의하

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 대학병원 등 많은 병원에서는 각

종 처치나 수술, 투약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들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인 QA(Quality Assurance)팀이나

PI(Performance Improvement)팀이 있어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 이들 조직

에서 논의를 한다. 이 과정을 별도로 거쳤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건국대

병원은 부작용 문제 제기를 한 교수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소

집하였다. 마침내 2009년 2월말 건국대병원은 자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유규형 한성우) 심장내과 교수들이 송명근 교수의 카바의 부작용 사례를

담은 논문을 유럽흉부외과학회에 보내었는데, 이 논문이 송명근 교수의 주

장대로 표절이라고 볼 수 없지만, 논문을 제출한 것은 조직의 화합을 깨는

행위”라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를 건국대에 정식으

로 요청하였다.78) 논문 표절과 같은 부정행위가 발견 되었던 것은 아니었

지만, 건국대병원이라는 조직의 화합을 유규형 교수 등이 방해한다고 판단

하였다. 유효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자칫 환자에게 해를 끼

77) 송성철, “송명근 CARVAR 수술 한 달 뒤 ‘진검 승부’”, 의협신문, 2008년11월27일 

78) 강경훈, ““수술 부작용 논문 발표” 교수들 해임”, 코메디닷컴, 2010년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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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는 수술의 부작용 사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 조직의 화

합을 깨는 행위로 판단되어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건국대병원이 심장내과 교수들의 카바 부작용을 담은 논문이나 식품의약

품안전청으로의 부작용 신고 등을 문제 삼았던 것은 유럽흉부외과학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럽흉부외과학회는 한성우 교수팀이 제출한 논문을 둘러

싸고 건국대병원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논란이 해

소될 때까지 논문 게재를 미루기로 결정하였다.79) 이후 2009년 5월 31일

유럽흉부외과학회는 송명근 교수의 카바를 받은 뒤 나타난 부작용 사례를

보고한 한성우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팀의 논문을 학회지 6월호에 게재

하기로 결정하였다.80) 반면 건국대병원의 두 심장내과 교수 해임은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거의 1년 동안 논란을 거쳤으며 마침내

해임되었지만, 심장내과 교수들이 속한 대한심장학회가 건국대병원은 물론

송명근 교수와도 대립관계를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송명근 교수는 2009년 6월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실린 유규형, 한성

우 교수팀의 논문에는 조작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성우 교수팀의

논문에는 1∼5번 환자의 성별, 나이, 링 개수는 여 62세 2개, 남 61세 4개,

남 59세 4개, 남 70세 4개, 남 64세 4개로 나와 있는데, 송명근 교수는 “논

문의 5번째 환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환자’이고 2번 환자는 성별

이 여자인데 남자로 바뀌었다”고 지적하였다. 송명근 교수는 또 “환자들에

게 쓰인 링의 숫자도 허위인데, 1번과 2번 환자는 1개를, 3번과 4번 환자는

2개를 사용하였고, 5번 환자는 유령 환자인데 4개로 허위 기술되어 있다”

고 지적하였다. 송 교수는 “2번 환자는 심부전이 나타난 적이 없고,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은 2기로서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인데, 한성

우 교수팀의 논문에는 심부전과 심한 대동맥판맥폐쇄부전증이 생겼다고 나

와 있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2016

79) 특별취재팀, “‘송명근 부작용’ 놓고 건대병원 심장 내-외과 대결”, 코메디닷컴, 2009년1월14일

80) 이진한, “송명근 교수 개발 ‘심장 카바수술’ 엇갈린 평가”, 동아일보, 2009년6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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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릴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77) 하지만 위원회는 카바의 부작용 등 병원

에서 생긴 문제를 병원과 상의하지 않은 채 외국 학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에 알린 것에 대하여 병원에 대한 위해 행위라며 건국대 쪽에 징계를 요청

하였다. 학술적인 행위 자체는 징계할 수는 없었지만, 부작용 신고를 외국

학회나 식약청 등에 한 것은 조직의 이해를 해친다는 점을 문제 삼아 카바

의 평가 내용이 아니라 그 평가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2009년 2월 11일 이홍기 건국대병원장은 건국대에 심장내과 교수들의 징

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안을 보내었다. 심장내과 쪽에서

카바를 받은 환자에게 생긴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병원 차

원에서는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과 부작용 문제를 거론한 의사들과 논의하

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 대학병원 등 많은 병원에서는 각

종 처치나 수술, 투약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들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인 QA(Quality Assurance)팀이나

PI(Performance Improvement)팀이 있어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 이들 조직

에서 논의를 한다. 이 과정을 별도로 거쳤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건국대

병원은 부작용 문제 제기를 한 교수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소

집하였다. 마침내 2009년 2월말 건국대병원은 자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유규형 한성우) 심장내과 교수들이 송명근 교수의 카바의 부작용 사례를

담은 논문을 유럽흉부외과학회에 보내었는데, 이 논문이 송명근 교수의 주

장대로 표절이라고 볼 수 없지만, 논문을 제출한 것은 조직의 화합을 깨는

행위”라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를 건국대에 정식으

로 요청하였다.78) 논문 표절과 같은 부정행위가 발견 되었던 것은 아니었

지만, 건국대병원이라는 조직의 화합을 유규형 교수 등이 방해한다고 판단

하였다. 유효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자칫 환자에게 해를 끼

77) 송성철, “송명근 CARVAR 수술 한 달 뒤 ‘진검 승부’”, 의협신문, 2008년11월27일 

78) 강경훈, ““수술 부작용 논문 발표” 교수들 해임”, 코메디닷컴, 2010년1월18일

- 62 -

칠 수 있는 수술의 부작용 사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 조직의 화

합을 깨는 행위로 판단되어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건국대병원이 심장내과 교수들의 카바 부작용을 담은 논문이나 식품의약

품안전청으로의 부작용 신고 등을 문제 삼았던 것은 유럽흉부외과학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럽흉부외과학회는 한성우 교수팀이 제출한 논문을 둘러

싸고 건국대병원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논란이 해

소될 때까지 논문 게재를 미루기로 결정하였다.79) 이후 2009년 5월 31일

유럽흉부외과학회는 송명근 교수의 카바를 받은 뒤 나타난 부작용 사례를

보고한 한성우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팀의 논문을 학회지 6월호에 게재

하기로 결정하였다.80) 반면 건국대병원의 두 심장내과 교수 해임은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거의 1년 동안 논란을 거쳤으며 마침내

해임되었지만, 심장내과 교수들이 속한 대한심장학회가 건국대병원은 물론

송명근 교수와도 대립관계를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송명근 교수는 2009년 6월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실린 유규형, 한성

우 교수팀의 논문에는 조작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성우 교수팀의

논문에는 1∼5번 환자의 성별, 나이, 링 개수는 여 62세 2개, 남 61세 4개,

남 59세 4개, 남 70세 4개, 남 64세 4개로 나와 있는데, 송명근 교수는 “논

문의 5번째 환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환자’이고 2번 환자는 성별

이 여자인데 남자로 바뀌었다”고 지적하였다. 송명근 교수는 또 “환자들에

게 쓰인 링의 숫자도 허위인데, 1번과 2번 환자는 1개를, 3번과 4번 환자는

2개를 사용하였고, 5번 환자는 유령 환자인데 4개로 허위 기술되어 있다”

고 지적하였다. 송 교수는 “2번 환자는 심부전이 나타난 적이 없고,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은 2기로서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인데, 한성

우 교수팀의 논문에는 심부전과 심한 대동맥판맥폐쇄부전증이 생겼다고 나

와 있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2016

79) 특별취재팀, “‘송명근 부작용’ 놓고 건대병원 심장 내-외과 대결”, 코메디닷컴, 2009년1월14일

80) 이진한, “송명근 교수 개발 ‘심장 카바수술’ 엇갈린 평가”, 동아일보, 2009년6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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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 4일 인터뷰에서 “논문에 나온 부작용 사례는 모두 확인된 것이다.

또 (송명근 교수가 지적한) 유령 환자는 실제 있는 환자이며, 성별이 여성

인데 남성으로 바뀐 것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밝혔다.

건국대병원이 두 심장내과 교수를 징계위원회까지 회부한 이유는 뭘까?

건국대병원은 2005년 병상을 크게 늘려 신축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였다.

새 병원은 지상 13층, 지하 4층으로 면적이 2만 5천평에 달하는 건물에

870병상 규모이었다. 또 송명근 교수가 나중에 근무하게 될 심장혈관센터

등을 비롯하여 4개 센터가 특화되어 있었으며, 국내 정상급 의료진 60여명

을 초빙하였다고 병원이 밝히기도 하였다. 물론 최신 검사 및 수술 장비를

도입하여 환자들에 대한 진료 역량을 크게 높였다는 점도 병원은 매우 강

조하였다.81) 이런 상황에서 송명근 교수는 심장 수술 분야에서 첫 심장이

식 수술 성공 등 명의로 손꼽히고 있었으며 새로운 수술인 카바까지 언론

에 크게 보도되었으니, 건국대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들에게 명성을 높이자

는 측면에서 송명근 교수는 꼭 필요한 존재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런 송명근 교수의 명성에 그리고 더 나아가 건국대병원의 명성에 금이 가

게 한 두 심장내과 교수가 비록 학문적인 활동으로 카바의 부작용에 대한

논문을 쓰고 카바의 부작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한 것을 용

납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건국대병원만 병상 수를 늘리는 등 많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동네의원부터 중형병원은 물론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도 이른바 ‘박리다매’를 위하여 건강보험 진료는 크게 늘리

고, 원가에 견주어 보상 수준이 높은 비급여를 창출하기 위하여 경쟁적으

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로봇수술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로봇수술의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이기 때문에 병원이 수술비를 책정

하는데, 수술한 부위에 따라 수술비가 달라져 700만～2000만원 가량을 환

자가 내야 한다.82) 그런데 이 가격이 로봇수술의 효과에 견주어 너무 높다

81) 이승은, “건국대병원 신축 개원”, YTN, 2005년8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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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였다. 2010년 12월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 ‘한국

적 상황을 고려한 로봇수술의 의료기술평가’ 토론회에서 김형호 서울대의

대 외과 교수는 “전립선암이나 위암 등을 수술하는 데 있어 로봇수술이

(기존의)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나 개복 수술에 견줘 (안전성 및 유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임상 근거는 (아직) 없다. 기존 수술법에 견줘 6배

가 넘는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하여 회의적이다”고 지적하였

다.83) 병원 쪽에서는 로봇수술에 필요한 다빈치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이 30억～40억원이 들어가는데다가, 한해 보수 및 유지 비용이 2억～2억5

천만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수술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

다. 관련 전문가들이 스스로 평가하기를 안전성 및 유효성이 덜 확보된 로

봇 수술 장치를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들여오는 데에는 당시 우리나라 의료

계에서 새로운 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감과 함께 병원 입장에서는 건강

보험 급여 항목의 진료보다 비급여 진료가 원가에 견줘 수익률이 훨씬 높

다는 점이 합쳐져서 가능하였다. 크게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국대병

원도 당시 의료계의 이런 풍토를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3.4. 조건부로 건강보험 제도권 진입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나서서 카바의 부작용을 유럽흉부외과학

회를 비롯하여 국내 대한심장학회에 알리고 그 여파로 대한흉부외과학회에

서도 카바 부작용 논의가 활발해졌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카바에 대하여

신의료기술로 볼 수 없으며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충분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다. 하지만 카바는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으로부터 2009년 4월 29일 조건부 비급여 적용을 받게 되었다. 조건부

비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100% 청구하면서 수

술을 할 수 있고 이후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을 만한 근거

82) 박기택, “[집중조명] 로봇수술 유효성 논란, 왜?”, 코리아헬스로그/청년의사, 2011년1월8일

83) 김성지, “근거 부족한 로봇 수술, 전문가도 확신 못해”, 메디파나뉴스, 2010년12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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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 4일 인터뷰에서 “논문에 나온 부작용 사례는 모두 확인된 것이다.

또 (송명근 교수가 지적한) 유령 환자는 실제 있는 환자이며, 성별이 여성

인데 남성으로 바뀐 것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밝혔다.

건국대병원이 두 심장내과 교수를 징계위원회까지 회부한 이유는 뭘까?

건국대병원은 2005년 병상을 크게 늘려 신축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였다.

새 병원은 지상 13층, 지하 4층으로 면적이 2만 5천평에 달하는 건물에

870병상 규모이었다. 또 송명근 교수가 나중에 근무하게 될 심장혈관센터

등을 비롯하여 4개 센터가 특화되어 있었으며, 국내 정상급 의료진 60여명

을 초빙하였다고 병원이 밝히기도 하였다. 물론 최신 검사 및 수술 장비를

도입하여 환자들에 대한 진료 역량을 크게 높였다는 점도 병원은 매우 강

조하였다.81) 이런 상황에서 송명근 교수는 심장 수술 분야에서 첫 심장이

식 수술 성공 등 명의로 손꼽히고 있었으며 새로운 수술인 카바까지 언론

에 크게 보도되었으니, 건국대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들에게 명성을 높이자

는 측면에서 송명근 교수는 꼭 필요한 존재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런 송명근 교수의 명성에 그리고 더 나아가 건국대병원의 명성에 금이 가

게 한 두 심장내과 교수가 비록 학문적인 활동으로 카바의 부작용에 대한

논문을 쓰고 카바의 부작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한 것을 용

납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건국대병원만 병상 수를 늘리는 등 많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동네의원부터 중형병원은 물론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도 이른바 ‘박리다매’를 위하여 건강보험 진료는 크게 늘리

고, 원가에 견주어 보상 수준이 높은 비급여를 창출하기 위하여 경쟁적으

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로봇수술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로봇수술의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이기 때문에 병원이 수술비를 책정

하는데, 수술한 부위에 따라 수술비가 달라져 700만～2000만원 가량을 환

자가 내야 한다.82) 그런데 이 가격이 로봇수술의 효과에 견주어 너무 높다

81) 이승은, “건국대병원 신축 개원”, YTN, 2005년8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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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였다. 2010년 12월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 ‘한국

적 상황을 고려한 로봇수술의 의료기술평가’ 토론회에서 김형호 서울대의

대 외과 교수는 “전립선암이나 위암 등을 수술하는 데 있어 로봇수술이

(기존의)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나 개복 수술에 견줘 (안전성 및 유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임상 근거는 (아직) 없다. 기존 수술법에 견줘 6배

가 넘는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하여 회의적이다”고 지적하였

다.83) 병원 쪽에서는 로봇수술에 필요한 다빈치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이 30억～40억원이 들어가는데다가, 한해 보수 및 유지 비용이 2억～2억5

천만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수술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

다. 관련 전문가들이 스스로 평가하기를 안전성 및 유효성이 덜 확보된 로

봇 수술 장치를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들여오는 데에는 당시 우리나라 의료

계에서 새로운 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감과 함께 병원 입장에서는 건강

보험 급여 항목의 진료보다 비급여 진료가 원가에 견줘 수익률이 훨씬 높

다는 점이 합쳐져서 가능하였다. 크게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국대병

원도 당시 의료계의 이런 풍토를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3.4. 조건부로 건강보험 제도권 진입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나서서 카바의 부작용을 유럽흉부외과학

회를 비롯하여 국내 대한심장학회에 알리고 그 여파로 대한흉부외과학회에

서도 카바 부작용 논의가 활발해졌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카바에 대하여

신의료기술로 볼 수 없으며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충분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다. 하지만 카바는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으로부터 2009년 4월 29일 조건부 비급여 적용을 받게 되었다. 조건부

비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100% 청구하면서 수

술을 할 수 있고 이후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을 만한 근거

82) 박기택, “[집중조명] 로봇수술 유효성 논란, 왜?”, 코리아헬스로그/청년의사, 2011년1월8일

83) 김성지, “근거 부족한 로봇 수술, 전문가도 확신 못해”, 메디파나뉴스, 2010년12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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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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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놓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8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24

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카바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뒤 재평가하는

조건으로 비급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결정에 대한 근거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관련 학회와 시술자 사이에 신의료기술 여부 및 장기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전문가자문회의 및 의료행위전문평가위

원회를 각각 2번씩 열었지만 의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카바

의 조건부 비급여에 대한 고시는 2009년 5월 29일 나온 고시 2009-99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표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년 6월 1일기준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종합적대동맥판

막근부및판막성형술용)

 

그렇다면 카바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고시는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당

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근무하였던 한 공무원은 2016년 10월 25일 전

화 인터뷰에서 “카바는 유효성 안전성 평가에서 수술 개발자와 전문 학회

인 대한흉부외과학회 사이에 논란이 컸고, 흉부외과학회의 의견 가운데

3～5년의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결국 3년 동안 조건부 비급여 고

8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카바 수술 조건부 비급여 결정, 2009년4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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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나왔다”며 “조건부 비급여 적용 대상은 카바가 처음이었다”고 말하였

다. 카바와 함께 내시경하점막절제술(ESED)도 이 조건부 비급여 대상에

포함되었다. 조건부 비급여로 지정된 이 2가지 수술법 가운데 내시경하점

막절제술은 나중에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 때문에 2012년

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

정감사에서 박은수 의원은 “내시경하점막절제술과 비교하여 볼 때 카바가

차별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카바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결정은 카바의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와 이에

대하여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쪽의 절충점이라고 볼 수 있다. 송명근 교

수는 3년 동안 비급여로 인정받으면서 즉 카바 링에 대하여 환자들에게 비

용을 청구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평가하는 쪽에서는 아직 검증

되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

가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건부 비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

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가진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등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동시에 부작용 등 유해사례가 큰 것으로 판명되면

국내 의료에서 퇴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다. 배종면(제주대의

대 교수) 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성과분석실장은 2016년 11월 27일 에

스앤에스(SNS) 대화를 통하여 “카바에 대하여 조건부 비급여를 적용할 당

시에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조직에서 조건부 비급

여 제도는 이미 적용하고 있었다”며 “결론이 어찌되었든 카바에 대하여 이

조건부 비급여 평가가 잘 적용되었다면 이후에도 잘 적용되고 있었을 것이

다”고 밝혔다. 새로운 수술이 기존의 수술에 견주어 더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 계획서를 만들고. 이 연구에 참

여하는 이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병원의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에

서 평가를 받으면,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물론

수술 개발자가 경증의 판막질환을 앓고 있어서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환

자들까지 수술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수술 개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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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카바 수술 조건부 비급여 결정, 2009년4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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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나왔다”며 “조건부 비급여 적용 대상은 카바가 처음이었다”고 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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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교수) 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성과분석실장은 2016년 11월 27일 에

스앤에스(SNS) 대화를 통하여 “카바에 대하여 조건부 비급여를 적용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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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 계획서를 만들고. 이 연구에 참

여하는 이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병원의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에

서 평가를 받으면,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물론

수술 개발자가 경증의 판막질환을 앓고 있어서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환

자들까지 수술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수술 개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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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가진 회사가 만드는 의료기기를 해당 수술에서 사용한다는 점도 연

구 참여자는 물론 이 연구를 평가하는 이들에게도 충분히 알릴 수 있었다.

조건부 비급여를 결정하면서 규정한 카바에 대한 평가 연구는 카바실무

위원회와 송명근 교수가 협력하여야 하였다. 하지만 대한심장학회나 대한

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전문 학회는 카바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기존의 수술과 비교하여 혁신적으로 새로운 수술은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송명근 교수 역시 이들 학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카바실무위원회

의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카바

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음은 예측되던 일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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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카바 논란 사회적 문제로 확대

   
카바 논란은 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부작용 사례에 대하여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신의료기술 신청에 대한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자문 요청에서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낸 뒤 흉부외과학회 추계학술 대회에서

논의한 것까지는 의료계 내부의 문제이었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이라고는

하는 의료계 내부에서 카바 논란이 결론나지 않았고, 오히려 건국대병원

경영진이 카바의 부작용 사례를 밝힌 심장내과 교수들을 징계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결국 해임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 정부의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고, 건국대병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도

갈등을 일으키면서 카바 논란은 더욱 확대되어 결국에는 의료계 내부를 넘

어 정치권까지도 개입하였다.

4.1. 의료기술평가 연구기관의 개원 및 평가

2009년 3월 2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원하였다. 설립 목적은 의약품

이나 의료기기, 의료기술의 임상적인 효과와 경제적인 효율성을 분석하여

의료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목적이었다. 설립 과정을 보면 우선 2007년 6월 제 5차 의료산업선

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기관 신설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후 두

달 뒤인 같은 해 8월 제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

에서 기관 신설에 대한 심의를 하고 원안을 확정하였다. 그 뒤 같은 해 10

월에 정부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

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해를 넘겨 2008년 2월 국회 제 27회 제 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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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가진 회사가 만드는 의료기기를 해당 수술에서 사용한다는 점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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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표 9] 2008년 2월개정된보건의료기술진흥법가운데한국보건의료연구원설립근거

<전략>

제7조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의 지정 <개정 2000.1.12.>)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보건의료분야의 기관·단체를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0.1.12., 2008.2.29.>

1.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기술개발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기획·평가 및 관리

3. 연구과제의 협약

4. 제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보의 관리·유통등

5. 기타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업무

②삭제 <2001.5.24.>

③삭제 <2001.5.24.>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이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8.2.29.>

<후략>

2008년 9월 29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등기 내용 등을 담은 보건

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후 넉 달 뒤인 같은 해 12월에 당

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초대 임원을 임명하고, 해가 바뀐 2009년 3월에

문을 열게 되었다. 초대 원장은 허대석 서울대의대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맡게 되었다.

이렇게 설립된 지 5개월쯤 지난 2009년 8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카바

의 검증을 맡게 되었다. 원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자체 심의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를 보면 11가지 순서에 따라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결과를 심

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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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연구 주제를 과제화하기 위한심의절차

카바에 대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검증하겠다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절차를 지킨 것은 아니었다. 카바를 검증하게 된 데에는 카바에 대하여 조

건부 비급여 고시를 할 때에 보건복지부가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검

증 연구가 시작되었다. 2009-99호(2009년 5월29일자) 고시를 보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안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실무위원회는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이 실무위원회는

2009년 7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논의한 끝에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연구계획서를 만들고 이에 따라 등록된 환자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 원장을 맡

았던 허대석 서울대의대 교수는 카바 검증에 대하여 2009년 6월 1일 <동

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카바 논란은 송명근 교수가 직접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허가를 내주려다

가 발생한 것이다.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 3자의 시각에서 카바를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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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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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고 밝혔다.85)

하지만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처음부터 난관이 있

었다. 카바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에는 카바를 한

의료인 또는 의료인이 속한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상태 및 이에 대한 근

거자료, 수술 및 수술결과 관련 임상자료 일체 등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86) 특히 카바 실시 뒤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시

기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하지만 송명근 교수 쪽은 카바에 대한 자

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

사평가원과 함께 2009년 8월 19일 실무자 회의를 열어 자료 제출을 독촉하

는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다. 하루 뒤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명의로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자료 제출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었다.87) 이 공문

의 참조는 송명근 교수로 되어 있어 공문이 송명근 교수에게도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러자 건국대병원은 열흘이 더 지난 8월 31일 카바를 시행한 환

자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009년 6월 15일부터 2009년 7월 31일에 카바를

받은 28명과 2009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받은 6명 등 총 34명의 자료였

다.88) 이후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건국대병원에 카바를 받은 환자의

자료를 독촉하는 공문을 보낼 때 송명근 교수는 환자 자료를 제출하였다.

2009년 10월 20일에 자료 제출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자 일주일 뒤인 27

일에 2009년 8월 15일～2009년 9월 30일에 카바를 받은 환자들의 자료를

제출하는 식이었다. 마침내 2010년 1월 15일 2009년 12월 한 달 동안의 자

료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 자료는 실무위원회가 요구한 수술의 적응증

자료가 없었다. 즉 어떤 증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있어 수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소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배종면 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성과평

가실장은 2016년 11월 27일 인터뷰에서 “연구계획서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85) 이진한, “송명근 교수 개발 ‘심장 카바수술’ 엇갈린 평가”, 동아일보, 2009년6월1일

86) 카바 비급여관리를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지침(2009년7월30일자)

8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연구를 위

한 자료제출에 관한 협조 요청의 건(수신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년8월20일  

88) 건국대학교병원, 카바(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실행 자료 제출, 2009년8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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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근 교수는 카바를 계속 하였다. 이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된 환자의 적

응증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건국대병원은 수술 환자의 성, 나이, 수술일자,

수술명 등 수술 환자의 기본적인 정보만 보내왔다. 이 때문에 환자보고양

식을 채워 보내달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결국 보내지 않았다”고 밝

혔다.

연구 계획서 작성에서도 갈등을 겪었다. 송명근 교수는 2009년 4월 카바

에 대하여 조건부 비급여 고시 적용 결정이 내려진 뒤 5개월이 지난 2009

년 9월 21일 건국대병원 공문을 통하여 에이(A)4 용지 2장 분량의 평가연

구수행 계획서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보내었다.89) 하지만 2009년 11월 2

일과 열린 카바실무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는 이 연구계획서가 불충분하다

고 판단하였으며, 카바 시술자에게 이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하

였다. 또 연구계획서가 아직 기관윤리위원회 등을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카바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2009년 11월 26일 열린 제 4차 실무

위원회에는 송명근 교수가 참석하여 에이 4 용지 35쪽에 이르는 연구계획

서를 제출하였다. 회의 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검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실무위원회는 제 5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2009년 12월 22일 제 5차 카바실무위원회가 열려 연구

계획서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시술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

였고, 다음 회의에서는 송명근 교수를 불러 카바를 적용할 질환의 범위 즉

적응증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때 수정하도록 지적된 내용은 수술의 제

외기준,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등 연구 디자인, 연

구계획서의 IRB 통과 등 20여 가지이었다. 이 내용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 정리하여 2010년 1월 11일 건국대병원으로 보내었다.90) 한국보건의료연

구원은 2010년 1월 18일 카바에 대하여 후향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15일 이전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건국대병원에 요청하였다. 약

89) 건국대학교병원, 카바수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연구를 위한 자료제출의 건, 2009년9월21일

9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연구계획서의 

실무위원회의 검토 의견 건(수신자 : 건국대학교병원 흉부외과), 2010년1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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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고 밝혔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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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

사평가원과 함께 2009년 8월 19일 실무자 회의를 열어 자료 제출을 독촉하

는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다. 하루 뒤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명의로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자료 제출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었다.87) 이 공문

의 참조는 송명근 교수로 되어 있어 공문이 송명근 교수에게도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러자 건국대병원은 열흘이 더 지난 8월 31일 카바를 시행한 환

자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009년 6월 15일부터 2009년 7월 31일에 카바를

받은 28명과 2009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받은 6명 등 총 34명의 자료였

다.88) 이후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건국대병원에 카바를 받은 환자의

자료를 독촉하는 공문을 보낼 때 송명근 교수는 환자 자료를 제출하였다.

2009년 10월 20일에 자료 제출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자 일주일 뒤인 27

일에 2009년 8월 15일～2009년 9월 30일에 카바를 받은 환자들의 자료를

제출하는 식이었다. 마침내 2010년 1월 15일 2009년 12월 한 달 동안의 자

료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 자료는 실무위원회가 요구한 수술의 적응증

자료가 없었다. 즉 어떤 증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있어 수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소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배종면 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성과평

가실장은 2016년 11월 27일 인터뷰에서 “연구계획서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85) 이진한, “송명근 교수 개발 ‘심장 카바수술’ 엇갈린 평가”, 동아일보, 2009년6월1일

86) 카바 비급여관리를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지침(2009년7월30일자)

8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연구를 위

한 자료제출에 관한 협조 요청의 건(수신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년8월20일  

88) 건국대학교병원, 카바(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실행 자료 제출, 2009년8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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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근 교수는 카바를 계속 하였다. 이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된 환자의 적

응증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건국대병원은 수술 환자의 성, 나이, 수술일자,

수술명 등 수술 환자의 기본적인 정보만 보내왔다. 이 때문에 환자보고양

식을 채워 보내달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결국 보내지 않았다”고 밝

혔다.

연구 계획서 작성에서도 갈등을 겪었다. 송명근 교수는 2009년 4월 카바

에 대하여 조건부 비급여 고시 적용 결정이 내려진 뒤 5개월이 지난 2009

년 9월 21일 건국대병원 공문을 통하여 에이(A)4 용지 2장 분량의 평가연

구수행 계획서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보내었다.89) 하지만 2009년 11월 2

일과 열린 카바실무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는 이 연구계획서가 불충분하다

고 판단하였으며, 카바 시술자에게 이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하

였다. 또 연구계획서가 아직 기관윤리위원회 등을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카바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2009년 11월 26일 열린 제 4차 실무

위원회에는 송명근 교수가 참석하여 에이 4 용지 35쪽에 이르는 연구계획

서를 제출하였다. 회의 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검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실무위원회는 제 5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2009년 12월 22일 제 5차 카바실무위원회가 열려 연구

계획서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시술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

였고, 다음 회의에서는 송명근 교수를 불러 카바를 적용할 질환의 범위 즉

적응증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때 수정하도록 지적된 내용은 수술의 제

외기준,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등 연구 디자인, 연

구계획서의 IRB 통과 등 20여 가지이었다. 이 내용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 정리하여 2010년 1월 11일 건국대병원으로 보내었다.90) 한국보건의료연

구원은 2010년 1월 18일 카바에 대하여 후향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15일 이전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건국대병원에 요청하였다. 약

89) 건국대학교병원, 카바수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연구를 위한 자료제출의 건, 2009년9월21일

9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연구계획서의 

실무위원회의 검토 의견 건(수신자 : 건국대학교병원 흉부외과), 2010년1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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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이 지난 26일 건국대병원은 2007년 10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까지의 환자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 2월 4일에는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1일까지의 환자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송명근

교수팀이 작성한 논문에 근거로 활용된 환자 사례의 제출은 2010년 2월 9

일 요청하였으며,91) 서울아산병원에서 대동맥판막성형술을 받은 환자 리스

트 311명 명단을 제출하였다92)

2010년 2월 3일 열린 제 6차 실무위원회에서는 카바 적응증을 논의하였

는데, 이 회의에는 송명근 교수와 건국대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였던 한

성우 교수가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카바의 전향적인 연구의 적응증으

로는 판막 또는 대동맥근부질환에 동반된 대동맥판막폐쇄부전증으로 한정

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대동맥판막협착증은 과거에 송명근 교수가 실시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한 후향적 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전향적 연구에도

포함시킬 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전향적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송명근 교수는 카바를 계속 시행하였다. 이 때문에

2010년 2월 17일 제 7차 실무위원회에서는 카바의 잠정 중지를 의결하였

다. 또 전향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계획서 작성 등은 후향적 조사를 한 뒤

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카바에 대한 후향적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 연

구는 배종면(제주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성과

분석실장이 연구 책임자를 맡았다. 또 8명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소속 연

구원들이 참여하였다.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시작되었고, 그해 6월말에 종

료되었다. 연구성과검토위원회가 2010년 6월 25일과 7월 2일에 연구 보고

서를 2차례 검토한 뒤 최종 연구 보고서는 약 한 달 뒤인 7월30일 수정되

었다.

9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카바 수술 

환자 자료제출 협조 요청 건(수신자 : 건국대학교병원 흉부외과), 2010년2월9일  

92) 건국대학교병원, 카바수술환자 자료제출의 건(수신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2010년2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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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후향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연구는 시

작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의학 분야 전문지에

공개되었다. 2010년 1월 2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카바와 관련하여 서울

아산병원과 송명근 교수로부터 건국대병원에서 시행된 카바 자료를 받아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다.93) 허대석 한국보

건의료연구원장은 2010년 1월 27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카바 자료

를 서울아산병원과 송명근 교수로부터 건네받아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

다고 말하였다. 이날 인터부에서 허대석 원장은 “연구 진행상황을 봐서 (카

바 평가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하였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카바에 대하여 중간 결과 발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미 1월말쯤 카바의 부작용이 밝혀졌거나, 아니면 연구팀은 카

바가 안전하지 않아 환자들이 이 수술을 받지 않도록 알릴 필요가 있었다

고 판단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달 반 가

량 지난 2010년 2월 17일 ‘카바수술위원회’가 열려 카바의 안전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팀이 송명근 교수가 2007년 3월～

2009년 11월 서울아산병원과 건국대병원에서 카바를 한 127사례에 대해 조

사한 결과 부작용 26사례를 비롯하여 수술 뒤 사망한 환자는 5사례로 나타

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사망 환자 사례와 함께 전향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카바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사람이

9명이었고, 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보건의

료연구원은 운영지침 제7조4항에 근거하여 중대한 이상반응을 다음날인 18

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카바에 대하여 잠정 중단 권고 의견을

내었다.

카바수술위원회가 카바에 대하여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한 내용은 며칠

뒤인 2월 23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같은 날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2곳에

동시에 실렸다. 이 언론보도에 대하여 송명근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93) 이현식, “송명근 수술법 아산병원 자료 받아 조사중”, 의협신문, 2010년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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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이 지난 26일 건국대병원은 2007년 10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까지의 환자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 2월 4일에는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1일까지의 환자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송명근

교수팀이 작성한 논문에 근거로 활용된 환자 사례의 제출은 2010년 2월 9

일 요청하였으며,91) 서울아산병원에서 대동맥판막성형술을 받은 환자 리스

트 311명 명단을 제출하였다92)

2010년 2월 3일 열린 제 6차 실무위원회에서는 카바 적응증을 논의하였

는데, 이 회의에는 송명근 교수와 건국대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였던 한

성우 교수가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카바의 전향적인 연구의 적응증으

로는 판막 또는 대동맥근부질환에 동반된 대동맥판막폐쇄부전증으로 한정

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대동맥판막협착증은 과거에 송명근 교수가 실시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한 후향적 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전향적 연구에도

포함시킬 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전향적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송명근 교수는 카바를 계속 시행하였다. 이 때문에

2010년 2월 17일 제 7차 실무위원회에서는 카바의 잠정 중지를 의결하였

다. 또 전향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계획서 작성 등은 후향적 조사를 한 뒤

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카바에 대한 후향적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 연

구는 배종면(제주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성과

분석실장이 연구 책임자를 맡았다. 또 8명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소속 연

구원들이 참여하였다.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시작되었고, 그해 6월말에 종

료되었다. 연구성과검토위원회가 2010년 6월 25일과 7월 2일에 연구 보고

서를 2차례 검토한 뒤 최종 연구 보고서는 약 한 달 뒤인 7월30일 수정되

었다.

9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카바 수술 

환자 자료제출 협조 요청 건(수신자 : 건국대학교병원 흉부외과), 2010년2월9일  

92) 건국대학교병원, 카바수술환자 자료제출의 건(수신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2010년2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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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후향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연구는 시

작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의학 분야 전문지에

공개되었다. 2010년 1월 2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카바와 관련하여 서울

아산병원과 송명근 교수로부터 건국대병원에서 시행된 카바 자료를 받아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다.93) 허대석 한국보

건의료연구원장은 2010년 1월 27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카바 자료

를 서울아산병원과 송명근 교수로부터 건네받아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

다고 말하였다. 이날 인터부에서 허대석 원장은 “연구 진행상황을 봐서 (카

바 평가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하였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카바에 대하여 중간 결과 발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미 1월말쯤 카바의 부작용이 밝혀졌거나, 아니면 연구팀은 카

바가 안전하지 않아 환자들이 이 수술을 받지 않도록 알릴 필요가 있었다

고 판단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달 반 가

량 지난 2010년 2월 17일 ‘카바수술위원회’가 열려 카바의 안전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팀이 송명근 교수가 2007년 3월～

2009년 11월 서울아산병원과 건국대병원에서 카바를 한 127사례에 대해 조

사한 결과 부작용 26사례를 비롯하여 수술 뒤 사망한 환자는 5사례로 나타

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사망 환자 사례와 함께 전향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카바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사람이

9명이었고, 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보건의

료연구원은 운영지침 제7조4항에 근거하여 중대한 이상반응을 다음날인 18

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카바에 대하여 잠정 중단 권고 의견을

내었다.

카바수술위원회가 카바에 대하여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한 내용은 며칠

뒤인 2월 23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같은 날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2곳에

동시에 실렸다. 이 언론보도에 대하여 송명근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93) 이현식, “송명근 수술법 아산병원 자료 받아 조사중”, 의협신문, 2010년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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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의로 잠정 중단 권고안을 언론에 노출하였다며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

고 공언한 정부 산하 기관이 ‘언론 플레이’를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실제

카바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지침 제 14조를 보면 “위원은 위

원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송명근 교수는 2월 26일 ‘최근 보건의료

연구원의 행위에 대한 송명근 교수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

었는데, 이를 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의 논의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일간지에 제공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아직 최종 결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비판적인 여론 조성을 위하여 미리 언론에 흘렸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약 일주일이 지난 3월 3일 ‘수년간 지속되어

온 카바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었다. 이를 보면 “카바 조사와 관련하

여 어떠한 자료도 무단으로 사전에 누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고안의 언론 누출 논란은 정리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 되

었다. 건국대병원은 다시 2010년 3월 29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도자료

에 대하여 재반박하는 공문을 보내었다.94) 이 공문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

원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연구기관으로 청렴성, 투명성,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밝힌 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카바실무위원회는 (카바에 대

하여) 충분한 조사 없이 성급하게 카바의 중단을 결의하였고 (지침에서 규

정된) 비밀유지의무를 저버리면서 언론에 알려지게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 “이후 보도자료를 계속 발표하여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들의) 개

인정보와 비밀사항을 유출하는 등 적극적인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도 비

판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중립성을 잃고 제출된 자료

의 왜곡, 반론권 박탈, 진실에 반하는 사실의 유포 등을 통해 (카바 개발자

등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음에도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는 한 카바 수술에 대한

94) 건국대학교병원, CARVAR사태 처리에 대한 건국대학교병원의 요청의 건, 2010년3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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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사기관으로서 보건연과 카바 실무위원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

다”고 밝혔다. 이후 세 가지 공식 요구 사항을 요청하였는데,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카바 실무위원들의 제척 및 기피 신청, 새로 실무위원이 임명돼

심의가 시작될 때까지는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겠다는 내용

이었다. 건국대병원은 이와 같은 공문의 근거로 카바 실무위원회 운영지침

서, 2월 17일 실무위원회 회의록 및 녹취록, 그 동안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 보도 자료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국대병원에 회의

록 유출에 대하여 묻는 공문을 보내었다. 우선 2010년 4월 2일 행정 실무

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대외비인 카바 실무위원회 회의록이

유출된 것의 이유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였다.95) 건국대병원이 공문을 보내

면서 잠정 중단 권고안의 근거로 내세운 ‘2월 17일 실무위원회 회의록 및

녹취록’을 건국대병원은 어떻게 확보하였느냐고 물었는데, “대외비 사항인

회의록이 어떠한 경위로 건국대병원으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주

기 바란다”고 밝혔다. 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국대병원에 자료를 유

출하였는지를 확인하려 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년 4월 8일

이에 대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회신하였다.96) 이를 보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회의록 및 녹취록을 건국대병원이나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이 답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공문을 통하여 질문하지도 않

은 것까지 답을 하였는데, 국회에서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또 회의록 등을 받은 것은 <동아일

보> 등의 보도가 있었던 날인 2010년 2월 23일 오전 9시35분에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0년 5월 18일에 건국대병원으로 대외비인 실무위원회 회의록을 취득하

95)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카바 수술 실무위원회 회의록 유출 관련 문의 건(수신자 :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2010년4월2일

9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위원회 회의록 유출 문의 등에 대한 회신(수신자 : 한국보건의료

연구원장), 2010년4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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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의로 잠정 중단 권고안을 언론에 노출하였다며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

고 공언한 정부 산하 기관이 ‘언론 플레이’를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실제

카바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지침 제 14조를 보면 “위원은 위

원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송명근 교수는 2월 26일 ‘최근 보건의료

연구원의 행위에 대한 송명근 교수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

었는데, 이를 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의 논의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일간지에 제공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아직 최종 결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비판적인 여론 조성을 위하여 미리 언론에 흘렸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약 일주일이 지난 3월 3일 ‘수년간 지속되어

온 카바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었다. 이를 보면 “카바 조사와 관련하

여 어떠한 자료도 무단으로 사전에 누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고안의 언론 누출 논란은 정리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 되

었다. 건국대병원은 다시 2010년 3월 29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도자료

에 대하여 재반박하는 공문을 보내었다.94) 이 공문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

원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연구기관으로 청렴성, 투명성,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밝힌 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카바실무위원회는 (카바에 대

하여) 충분한 조사 없이 성급하게 카바의 중단을 결의하였고 (지침에서 규

정된) 비밀유지의무를 저버리면서 언론에 알려지게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 “이후 보도자료를 계속 발표하여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들의) 개

인정보와 비밀사항을 유출하는 등 적극적인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도 비

판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중립성을 잃고 제출된 자료

의 왜곡, 반론권 박탈, 진실에 반하는 사실의 유포 등을 통해 (카바 개발자

등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음에도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는 한 카바 수술에 대한

94) 건국대학교병원, CARVAR사태 처리에 대한 건국대학교병원의 요청의 건, 2010년3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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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사기관으로서 보건연과 카바 실무위원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

다”고 밝혔다. 이후 세 가지 공식 요구 사항을 요청하였는데,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카바 실무위원들의 제척 및 기피 신청, 새로 실무위원이 임명돼

심의가 시작될 때까지는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겠다는 내용

이었다. 건국대병원은 이와 같은 공문의 근거로 카바 실무위원회 운영지침

서, 2월 17일 실무위원회 회의록 및 녹취록, 그 동안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 보도 자료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국대병원에 회의

록 유출에 대하여 묻는 공문을 보내었다. 우선 2010년 4월 2일 행정 실무

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대외비인 카바 실무위원회 회의록이

유출된 것의 이유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였다.95) 건국대병원이 공문을 보내

면서 잠정 중단 권고안의 근거로 내세운 ‘2월 17일 실무위원회 회의록 및

녹취록’을 건국대병원은 어떻게 확보하였느냐고 물었는데, “대외비 사항인

회의록이 어떠한 경위로 건국대병원으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주

기 바란다”고 밝혔다. 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국대병원에 자료를 유

출하였는지를 확인하려 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년 4월 8일

이에 대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회신하였다.96) 이를 보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회의록 및 녹취록을 건국대병원이나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이 답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공문을 통하여 질문하지도 않

은 것까지 답을 하였는데, 국회에서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또 회의록 등을 받은 것은 <동아일

보> 등의 보도가 있었던 날인 2010년 2월 23일 오전 9시35분에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0년 5월 18일에 건국대병원으로 대외비인 실무위원회 회의록을 취득하

95)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카바 수술 실무위원회 회의록 유출 관련 문의 건(수신자 :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2010년4월2일

9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위원회 회의록 유출 문의 등에 대한 회신(수신자 : 한국보건의료

연구원장), 2010년4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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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경로를 문의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97) 하지만 이에 대하여 건국대

병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결국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7차실무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누가 유출 시켰는지에

대하여는 최초 기사를 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자만이 답변해 줄 수 있

다. 해당 기자들이 밝히지 않는 한, 언론 유출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렵다”

고 지적하였다.98)

이와 관련하여 2016년 3월 4일 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와의 인터뷰

에서 해당 문건이 동아일보에 유출된 경위는 확인하였다. 이 심장내과 교

수는 해당 문건을 평소 알고 지내던 한 동아일보 기자에게 전파우편으로

보내었던 것이다. 이 심장내과 교수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해당 문건을 입

수하였는지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심장내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유출

된 경위는 잘 알 수 없지만, 이후 드러난 바를 보면 송명근 교수를 지지하

는 건국대병원도 이를 가지고 있어 이쪽에서 조선일보로 전달된 것 아니냐

고 추정하여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송명근 교수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건국대병원이나 카바 부작용 등을 알린 심장내과 교수 쪽이나 모두

실무위원회 회의록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언론에 알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회의록의 언론 유출 문제는 2010년 10월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다. 송명근 교수와 카바를 옹호하는 입장에 선

야당 의원들이 회의록 유출자를 찾을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주문하였다.99) 특히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가장 강하게 비판하였고,

자료 유출의 책임을 지고 실무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최 의원

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자료 유출의 책임을 묻고 국가기관의 공인된

위원회로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실무위원회를 해체하고 객관적이고 공

9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무위원회 

회의록 취득경로 문의 건(수신자 건국대병원장), 2010년5월18일

98)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후향적 수술성적 평가연구, 2010년, 104p

99) 2010년10월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 78 -

◯ 최영희 위원 : 중간보고서 유출 문제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보건연이 연구 중인 중간보고

서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출자를 찾았습니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저희 심평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는데 유출자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 최영희 위원 : 실무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조사해 봤습니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실무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최영희 위원 : 못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저희가 확인을 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영희 위원 : 복지부도 장관이 지난번에 복지부 감사에서 찾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평원하고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복지부 관계자 일어나십시오. 빨리 일어나십시오.

지금 찾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관 최영현 : 예, 그 자료의 유통 과정을 전부 공문으로 지금 받아 가지고 정

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쯤에는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영희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심평원이 실무위원회 위원들을 조사할 입장이 아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고 봅니다. 실무위원회의 법 위반을 누가 견제합니까? 어디서 견제할 수 있습니까?

중간보고서를 유출한 것은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장관도 이것은 위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

난 3월 중간보고서 유출에 심평원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이번 최종보고서를 유출하게

됐고 또 연구의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한 불법행위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장님, 보건연의 연구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해야할 현재의 실무위원회에는 연구보고

서를 작성한 보건연 연구책임자가 참여하고 있고 학회 추천인들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보건연과

유착 의혹이 제기되거나 지지를 표명하는 등 이미 객관성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회의 내용의 유출,

보고서 데이터의 검토의무 회피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자료 유출의 책임을 묻고 국가기관의 공인된 위원회로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실무위원회를 해

체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들로 재구성할 것을 복지부와 함께 논의하시겠습니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영희 위원 : 실무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심평원에 있지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에 보면 그 위원을

정한 인사들로 재구성할 것을 복지부와 함께 논의하겠냐”고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에게 질문하였다.

[표 10] 2010년 10월 5일보건복지부에대한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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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경로를 문의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97) 하지만 이에 대하여 건국대

병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결국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7차실무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누가 유출 시켰는지에

대하여는 최초 기사를 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자만이 답변해 줄 수 있

다. 해당 기자들이 밝히지 않는 한, 언론 유출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렵다”

고 지적하였다.98)

이와 관련하여 2016년 3월 4일 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와의 인터뷰

에서 해당 문건이 동아일보에 유출된 경위는 확인하였다. 이 심장내과 교

수는 해당 문건을 평소 알고 지내던 한 동아일보 기자에게 전파우편으로

보내었던 것이다. 이 심장내과 교수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해당 문건을 입

수하였는지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심장내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유출

된 경위는 잘 알 수 없지만, 이후 드러난 바를 보면 송명근 교수를 지지하

는 건국대병원도 이를 가지고 있어 이쪽에서 조선일보로 전달된 것 아니냐

고 추정하여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송명근 교수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건국대병원이나 카바 부작용 등을 알린 심장내과 교수 쪽이나 모두

실무위원회 회의록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언론에 알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회의록의 언론 유출 문제는 2010년 10월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다. 송명근 교수와 카바를 옹호하는 입장에 선

야당 의원들이 회의록 유출자를 찾을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주문하였다.99) 특히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가장 강하게 비판하였고,

자료 유출의 책임을 지고 실무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최 의원

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자료 유출의 책임을 묻고 국가기관의 공인된

위원회로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실무위원회를 해체하고 객관적이고 공

9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무위원회 

회의록 취득경로 문의 건(수신자 건국대병원장), 2010년5월18일

98)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후향적 수술성적 평가연구, 2010년, 104p

99) 2010년10월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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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위원 : 중간보고서 유출 문제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보건연이 연구 중인 중간보고

서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출자를 찾았습니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저희 심평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는데 유출자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 최영희 위원 : 실무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조사해 봤습니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실무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최영희 위원 : 못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저희가 확인을 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영희 위원 : 복지부도 장관이 지난번에 복지부 감사에서 찾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평원하고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복지부 관계자 일어나십시오. 빨리 일어나십시오.

지금 찾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관 최영현 : 예, 그 자료의 유통 과정을 전부 공문으로 지금 받아 가지고 정

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쯤에는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영희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심평원이 실무위원회 위원들을 조사할 입장이 아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고 봅니다. 실무위원회의 법 위반을 누가 견제합니까? 어디서 견제할 수 있습니까?

중간보고서를 유출한 것은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장관도 이것은 위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

난 3월 중간보고서 유출에 심평원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이번 최종보고서를 유출하게

됐고 또 연구의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한 불법행위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장님, 보건연의 연구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해야할 현재의 실무위원회에는 연구보고

서를 작성한 보건연 연구책임자가 참여하고 있고 학회 추천인들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보건연과

유착 의혹이 제기되거나 지지를 표명하는 등 이미 객관성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회의 내용의 유출,

보고서 데이터의 검토의무 회피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자료 유출의 책임을 묻고 국가기관의 공인된 위원회로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실무위원회를 해

체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들로 재구성할 것을 복지부와 함께 논의하시겠습니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영희 위원 : 실무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심평원에 있지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에 보면 그 위원을

정한 인사들로 재구성할 것을 복지부와 함께 논의하겠냐”고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에게 질문하였다.

[표 10] 2010년 10월 5일보건복지부에대한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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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유출 문제와 함께 송명근 교수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한

환자 자료와 관련된 논란도 벌어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송명근 교수

에게 받은 자료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환자 명단일 뿐이라고 지적하였

고, 이에 대하여 송명근 교수는 그동안 제출한 자료로도 연구를 충분히 수

행할 수 있다고 대응하였다. 결국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0년 3월 10일

송명근 교수가 제출해야 할 ‘환자증례기록서’를 만들어서 건국대병원에 보

내면서 4월 10일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100) 하지만 송명

근 교수와 건국대병원은 회의록 언론 노출에 대한 문제 제기의 연속선상으

로 2010년 3월 29일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실무위원들에 의하

여 (카바에 대한) 심의가 시작될 때까지 건국대병원의 (카바 환자)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한국보건의료연

구원에 보내었다.101) 수술 중단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실무위원들을 신뢰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송명근 교수와 건국대병원의 판단이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하여 결국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건국대병원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0년 3

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국대병원으로부터 카바 관련 자료를 제대

로 받지 못하는 내용을 통보하였다.102) 하지만 이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은 답변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년 4월 8일

회신 공문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보내었는데, 답변 내용은 실무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제1항과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연구

10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비급여 관리를 위한 CARVAR 

수술환자 자료제출 협조요청 건(수신자 : 건국대병원장), 2010년3월10일

101) 건국대병원, CARVAR사태 처리에 대한 건국대학교병원의 요청의 건(수신자 : 한국보건의

료연구원장), 2010년3월29일  

10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관련 보고 건(수신자 :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장), 2010년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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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는 건국대병원에 요청하고 독촉하

라는 취지이었다.103)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에 다시 2010년 4월 20일 건

국대병원에 공문을 보내어 필요한 자료 목록을 요청하였으며104), 건국대병

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었다. 이에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년 4월 19일 건국대병원이 제출한 카바 환자 자료

를 다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보내었다. 이 환자 자료는 2009년 1월～6

월 15일에 카바를 받은 환자 사례와 2010년 2～3월에 받은 사례들이었

다.105)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건국대병원에 4월 26일과 5월 4일 두 차례 걸쳐

제시한 양식에 맞추어 건국대병원에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제출 자료는 카바를 받은 환자의 심장초음파 자료, 수술 적응증이 아닌데

도 수술한 환자에 대한 소명자료,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원된 환자의 의무기

록 열람 자료 등이었다.106) 하지만 건국대병원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송명근 교수와 건국대병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나 실무위원회가 선입

견을 가지고 카바에 대하여 평가한다는 입장이었고, 특히 실무위원회가 부

작용 등으로 카바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보내고 이를 언

론에 알려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런 경과에 대하여 “애초 송명근 교수와 협력하

여 카바에 대하여 전향적 임상시험을 하기로 하였지만, 송명근 교수 쪽에

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수술한 환자 자료도 늦게

넘겨줘 전향적 연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실무위원

회 운영지침 제8조2항에는 행정간사가 카바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

1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위원회 회의록 유출 문의 등에 대한 회신(수신자 : 한국보건의

료연구원), 2010년4월8일

10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CARVAR 수술 환자 관련 자료제출 협조요청 건, 2010년4월20일

10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ARVAR수술 환자 자료 송부, 2010년4월19일

10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비급여 관리를 위한 CARVAR 

연구계획서 및 수술환자 자료제출 협조요청건(수신자 : 건국대병원장), 2010년4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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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유출 문제와 함께 송명근 교수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한

환자 자료와 관련된 논란도 벌어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송명근 교수

에게 받은 자료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환자 명단일 뿐이라고 지적하였

고, 이에 대하여 송명근 교수는 그동안 제출한 자료로도 연구를 충분히 수

행할 수 있다고 대응하였다. 결국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0년 3월 10일

송명근 교수가 제출해야 할 ‘환자증례기록서’를 만들어서 건국대병원에 보

내면서 4월 10일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100) 하지만 송명

근 교수와 건국대병원은 회의록 언론 노출에 대한 문제 제기의 연속선상으

로 2010년 3월 29일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실무위원들에 의하

여 (카바에 대한) 심의가 시작될 때까지 건국대병원의 (카바 환자)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한국보건의료연

구원에 보내었다.101) 수술 중단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실무위원들을 신뢰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송명근 교수와 건국대병원의 판단이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하여 결국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건국대병원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0년 3

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국대병원으로부터 카바 관련 자료를 제대

로 받지 못하는 내용을 통보하였다.102) 하지만 이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은 답변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년 4월 8일

회신 공문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보내었는데, 답변 내용은 실무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제1항과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연구

10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비급여 관리를 위한 CARVAR 

수술환자 자료제출 협조요청 건(수신자 : 건국대병원장), 2010년3월10일

101) 건국대병원, CARVAR사태 처리에 대한 건국대학교병원의 요청의 건(수신자 : 한국보건의

료연구원장), 2010년3월29일  

10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관련 보고 건(수신자 :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장), 2010년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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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는 건국대병원에 요청하고 독촉하

라는 취지이었다.103)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에 다시 2010년 4월 20일 건

국대병원에 공문을 보내어 필요한 자료 목록을 요청하였으며104), 건국대병

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었다. 이에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년 4월 19일 건국대병원이 제출한 카바 환자 자료

를 다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보내었다. 이 환자 자료는 2009년 1월～6

월 15일에 카바를 받은 환자 사례와 2010년 2～3월에 받은 사례들이었

다.105)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건국대병원에 4월 26일과 5월 4일 두 차례 걸쳐

제시한 양식에 맞추어 건국대병원에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제출 자료는 카바를 받은 환자의 심장초음파 자료, 수술 적응증이 아닌데

도 수술한 환자에 대한 소명자료,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원된 환자의 의무기

록 열람 자료 등이었다.106) 하지만 건국대병원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송명근 교수와 건국대병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나 실무위원회가 선입

견을 가지고 카바에 대하여 평가한다는 입장이었고, 특히 실무위원회가 부

작용 등으로 카바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보내고 이를 언

론에 알려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런 경과에 대하여 “애초 송명근 교수와 협력하

여 카바에 대하여 전향적 임상시험을 하기로 하였지만, 송명근 교수 쪽에

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수술한 환자 자료도 늦게

넘겨줘 전향적 연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실무위원

회 운영지침 제8조2항에는 행정간사가 카바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

1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위원회 회의록 유출 문의 등에 대한 회신(수신자 : 한국보건의

료연구원), 2010년4월8일

10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CARVAR 수술 환자 관련 자료제출 협조요청 건, 2010년4월20일

10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ARVAR수술 환자 자료 송부, 2010년4월19일

10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비급여 관리를 위한 CARVAR 

연구계획서 및 수술환자 자료제출 협조요청건(수신자 : 건국대병원장), 2010년4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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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행정간사가 소속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이 건국대병원에 직접 자료를 구하도록 공문을 보내었다”고 밝

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서는 건국대병원에서 카바 자료 제출이 제대

로 되지 않아 이런 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였

다.107)

약이나 외과적 수술 등 어떤 의료 기술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갖추면서

기존 수술에 비교하여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

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신의료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

다. 영국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같은 조직은

국내보다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의료기기 분야만 보면 2003년 새로

의료기기법이 생겨나고, 정부는 의료산업화 계획에 따라 국산 신의료기기

의 개발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우리 사회는 이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

성 등을 평가하는 공식 기관을 만든 셈이다.

하지만 정부 기관이 세운 평가기관에 대하여 카바 개발자와 건국대병원

이 편파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반발할 정도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정착한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안전성 및 유효성 개념이 의료계와 국민들 사이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평가기관이 들어섰다고 바로 정착하는 것

은 물론 성급한 기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카바에 대하여 조건부 비급여로 고시하면서 전향적인 연구

를 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카바 개발자 및 건국대병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

원은 카바 수술 자료의 제출을 두고도 논란을 벌여 카바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향적 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서

의 제출을 두고도 갈등을 벌였고, 연구계획서가 병원기관윤리위원회(IRB)

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건부 비급여로 결정하면서 한국보

건의료연구원이나 카바실무위원회와 협조하여 카바에 대한 전향적인 평가

10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연구 진행 

관련 건(수신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2010년5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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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도록 한 전제한 것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새로운 수술의 경우 이

미 환자들에게 시행되면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비롯하여 경제성 문제가 제

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경우 체계적인 임상연구를 거치다 보면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태될 수 있지만108), 단점

을 보완하여 더 나은 수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비록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공

식 평가기관이 들어섰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이런 평가를 시행하거나 평

가 결과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2. 카바 부작용 제기한 교수들의 소속 학회 전면 등장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은 2008년 초부터 송명근 교수의 카바의 부

작용 사례를 모아 유럽흉부외과학회에 논문으로 보내고, 같은 해 10월 대

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도 발표하였다. 이후 같은 해 12월에는 식품

의약품안전청에도 카바 부작용 사례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건국대병

원은 2009년 1월 22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유규형 및 한성우 심장내과 교수

가 카바 부작용 사례를 외부로 알린 것은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건국대에 징계를 요청하였다. 또 2009년 2월 11일에는 이홍기 건

국대병원장이 유규형 및 한성우 교수 등 심장내과 교수들을 징계하기 위하

여 건국대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달라는 서안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 과

정에서 유규형 교수는 2009년 초, 한성우 교수는 같은해 7월 심장내과 분

과장에서 해임되기도 하였다. 건국대는 마침내 2009년 11월 17일 유규형

및 한성우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또 2009년 11월 24일과 12월

21일 건국대는 이 교수들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열었다.

대한심장학회는 이런 건국대병원의 움직임에 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성명

108) 강명신 등, 새로운 의료시술의 도입과 임상적용 시의 윤리절차,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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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행정간사가 소속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이 건국대병원에 직접 자료를 구하도록 공문을 보내었다”고 밝

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서는 건국대병원에서 카바 자료 제출이 제대

로 되지 않아 이런 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였

다.107)

약이나 외과적 수술 등 어떤 의료 기술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갖추면서

기존 수술에 비교하여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

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신의료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

다. 영국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같은 조직은

국내보다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의료기기 분야만 보면 2003년 새로

의료기기법이 생겨나고, 정부는 의료산업화 계획에 따라 국산 신의료기기

의 개발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우리 사회는 이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

성 등을 평가하는 공식 기관을 만든 셈이다.

하지만 정부 기관이 세운 평가기관에 대하여 카바 개발자와 건국대병원

이 편파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반발할 정도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정착한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안전성 및 유효성 개념이 의료계와 국민들 사이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평가기관이 들어섰다고 바로 정착하는 것

은 물론 성급한 기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카바에 대하여 조건부 비급여로 고시하면서 전향적인 연구

를 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카바 개발자 및 건국대병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

원은 카바 수술 자료의 제출을 두고도 논란을 벌여 카바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향적 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서

의 제출을 두고도 갈등을 벌였고, 연구계획서가 병원기관윤리위원회(IRB)

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건부 비급여로 결정하면서 한국보

건의료연구원이나 카바실무위원회와 협조하여 카바에 대한 전향적인 평가

10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연구 진행 

관련 건(수신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2010년5월4일

- 82 -

를 하도록 한 전제한 것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새로운 수술의 경우 이

미 환자들에게 시행되면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비롯하여 경제성 문제가 제

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경우 체계적인 임상연구를 거치다 보면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태될 수 있지만108), 단점

을 보완하여 더 나은 수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비록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공

식 평가기관이 들어섰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이런 평가를 시행하거나 평

가 결과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2. 카바 부작용 제기한 교수들의 소속 학회 전면 등장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은 2008년 초부터 송명근 교수의 카바의 부

작용 사례를 모아 유럽흉부외과학회에 논문으로 보내고, 같은 해 10월 대

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도 발표하였다. 이후 같은 해 12월에는 식품

의약품안전청에도 카바 부작용 사례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건국대병

원은 2009년 1월 22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유규형 및 한성우 심장내과 교수

가 카바 부작용 사례를 외부로 알린 것은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건국대에 징계를 요청하였다. 또 2009년 2월 11일에는 이홍기 건

국대병원장이 유규형 및 한성우 교수 등 심장내과 교수들을 징계하기 위하

여 건국대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달라는 서안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 과

정에서 유규형 교수는 2009년 초, 한성우 교수는 같은해 7월 심장내과 분

과장에서 해임되기도 하였다. 건국대는 마침내 2009년 11월 17일 유규형

및 한성우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또 2009년 11월 24일과 12월

21일 건국대는 이 교수들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열었다.

대한심장학회는 이런 건국대병원의 움직임에 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성명

108) 강명신 등, 새로운 의료시술의 도입과 임상적용 시의 윤리절차,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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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2010년 1월 5일 발표하였다. 카바는 건국대병원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에서 적정성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으며, (조건부 비급여로) 승인된 과

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 관련 학회 및 한국보

건의료연구원에서 카바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는데 건국대에서 진행되

고 있는 (심장내과 교수들을) 징계절차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었

다.

[표 11] CARVAR 수술에대한대한심장학회의견해

CARVAR 수술에 대한 대한심장학회의 견해

“건국대 심혈관외과에서 시행된 CARVAR 수술을 받은 환자의 부작용 사례를 논문으로 발표한 건국

대 의료진에 대하여 건국대 측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CARVAR 수술법에 대하여

CARVAR 시술 의료기관 내외 및 관련 학회에서 의학적으로 적정성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논란

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과거 이 수술법이 승인된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최근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심평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중심으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

어 CARVAR 수술의 적정성 및 제기된 문제의 진실 규명을 위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대한심

장학회는 사실 규명에 앞서 현재 건국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징계 절차를 포함한 일련의 사태에 심각

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학술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져야 하며, 사실 규명이 되기 이전에 학술적 문

제 제기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010년 1월 5일 대한심장학회 이사장 박영배

건국대병원은 마침내 2010년 1월 15일 유규형 및 한성우 심장내과 교수

에게 ‘해임’을 통보하였다.109) 건국대병원은 통보한 날부터 두 교수가 곧바

로 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진료가 예약된 환자들이나 평소

이들 교수들에게 심장질환 등을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었던 환자들에게도

109) 강경훈. ““수술 부작용 논문 발표” 교수들 해임”, 코메디닷컴, 2010년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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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불편을 일으켰다. 이날부터 이 병원 홈페이지의 심장내과 의료진 명단

에서도 한성우 및 유규형 교수의 이름이 삭제되었다.110)

건국대 심장내과 교수들에게 해임 결정이 내려지자, 이들 교수들이 학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심장학회는 건국대병원의 조치에 대하여 다시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두 교수가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카바 부작

용 사례를 보고한 것은 전세계 의학자들이 하고 있는 보편타당한 노력인데

도, 건국대가 “조직의 화합을 깼다”는 이유로 해임을 통보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장학회는 건국대가 두 교수에게

사과하여야 하며, 카바에 대하여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객관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 12] 건국의대심장내과유규형교수와한성우교수해임에관한대한심장학회의견해

건국의대 심장내과 유규형 교수와 한성우 교수 해임에 관한 대한심장학회의 견해

2010년 1월 15일 건국대학교가 건국대학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교수와 한성우 교수에게 “조직의 화합

을 깼다”는 이유로 해임을 통보한 것에 대하여 대한심장학회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대한심장학회는 두 교수들의 학문적인 문제 제기를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봉쇄하려는 건국대학교

의 자세에 대하여 2010년 1월 5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유규형 교수와 한성우 교수가 특정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이를

학술잡지(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보고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의학의 발전을 위해 전세계 의학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보편타당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학문적인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해임이라는

결정을 한 건국대학교는 자성과 함께 이와 같은 결정을 하루빨리 취소하고 해당교수들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심장학회는 건국대학교의 향후 결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이러한 사태

를 유발한 CARVAR수술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및 학회와 합동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0년 1월 19일 대한심장학회 이사장 박영배

110) 홍미현, “송명근 교수 수술 부작용 논문 발표한 교수 ‘해임’”, 메디파나뉴스, 2010년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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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2010년 1월 5일 발표하였다. 카바는 건국대병원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에서 적정성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으며, (조건부 비급여로) 승인된 과

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 관련 학회 및 한국보

건의료연구원에서 카바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는데 건국대에서 진행되

고 있는 (심장내과 교수들을) 징계절차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었

다.

[표 11] CARVAR 수술에대한대한심장학회의견해

CARVAR 수술에 대한 대한심장학회의 견해

“건국대 심혈관외과에서 시행된 CARVAR 수술을 받은 환자의 부작용 사례를 논문으로 발표한 건국

대 의료진에 대하여 건국대 측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CARVAR 수술법에 대하여

CARVAR 시술 의료기관 내외 및 관련 학회에서 의학적으로 적정성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논란

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과거 이 수술법이 승인된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최근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심평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중심으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

어 CARVAR 수술의 적정성 및 제기된 문제의 진실 규명을 위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대한심

장학회는 사실 규명에 앞서 현재 건국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징계 절차를 포함한 일련의 사태에 심각

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학술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져야 하며, 사실 규명이 되기 이전에 학술적 문

제 제기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010년 1월 5일 대한심장학회 이사장 박영배

건국대병원은 마침내 2010년 1월 15일 유규형 및 한성우 심장내과 교수

에게 ‘해임’을 통보하였다.109) 건국대병원은 통보한 날부터 두 교수가 곧바

로 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진료가 예약된 환자들이나 평소

이들 교수들에게 심장질환 등을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었던 환자들에게도

109) 강경훈. ““수술 부작용 논문 발표” 교수들 해임”, 코메디닷컴, 2010년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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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불편을 일으켰다. 이날부터 이 병원 홈페이지의 심장내과 의료진 명단

에서도 한성우 및 유규형 교수의 이름이 삭제되었다.110)

건국대 심장내과 교수들에게 해임 결정이 내려지자, 이들 교수들이 학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심장학회는 건국대병원의 조치에 대하여 다시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두 교수가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카바 부작

용 사례를 보고한 것은 전세계 의학자들이 하고 있는 보편타당한 노력인데

도, 건국대가 “조직의 화합을 깼다”는 이유로 해임을 통보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장학회는 건국대가 두 교수에게

사과하여야 하며, 카바에 대하여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객관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 12] 건국의대심장내과유규형교수와한성우교수해임에관한대한심장학회의견해

건국의대 심장내과 유규형 교수와 한성우 교수 해임에 관한 대한심장학회의 견해

2010년 1월 15일 건국대학교가 건국대학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교수와 한성우 교수에게 “조직의 화합

을 깼다”는 이유로 해임을 통보한 것에 대하여 대한심장학회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대한심장학회는 두 교수들의 학문적인 문제 제기를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봉쇄하려는 건국대학교

의 자세에 대하여 2010년 1월 5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유규형 교수와 한성우 교수가 특정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이를

학술잡지(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보고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의학의 발전을 위해 전세계 의학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보편타당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학문적인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해임이라는

결정을 한 건국대학교는 자성과 함께 이와 같은 결정을 하루빨리 취소하고 해당교수들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심장학회는 건국대학교의 향후 결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이러한 사태

를 유발한 CARVAR수술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및 학회와 합동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0년 1월 19일 대한심장학회 이사장 박영배

110) 홍미현, “송명근 교수 수술 부작용 논문 발표한 교수 ‘해임’”, 메디파나뉴스, 2010년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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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두 교수는 정부 기구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 소청을 하

기도 하는데, 건국대병원은 어떤 이유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들 교수를

해임하였을까? 그동안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건국대병원은 이 두 교수가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송명근 교수는 이 두 교수가 자

신이 수술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훔치는 등 유럽흉부외과학회에 카바 부작

용 사례를 담은 논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이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는 못하였다. 건국대 징계위원회는 두 심장내과 교수

의 징계에 대하여 어떤 사유이었는지를 밝히지 않아서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징계 사유에 대하여 추정하는 내용이 있기

는 하였는데, 2010년 1월 18일 <데일리메디>는 유규형, 한성우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해임된 것과 관련해 건국대가 해임을 결정한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111) 첫째 한성우 교수팀이 유럽흉부외과학회에 낸 논문이

표절 및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이었다. 다른 하나는 유규형, 한

성우 교수가 건국대 징계위원회에서 한 말과 행동 때문이라고 제기하였다.

건국대병원 내부의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두 교수

가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위원들이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말하였다

는 것이다.

이후 유규형·한성우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건국대의 해임 조치

에 대하여 당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건국대에

서 징계를 한 사유가 드러났다.112) 심장내과 교수들은 의사 출신 변호사인

이경권(법무법인 대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건국대가 제시한 징계

처분 결정서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이들 교수들은 병원 내부

의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건국대병원의 지시를 어기면서 식품의

약품안전청에 송명근 교수가 수술한 환자의 부작용을 알리는 탄원서(실제

111) 노은지, “논문 허위 가능성·징계위원들 모독감 등 ‘핵심’”, 데일리메디, 2010년1월18일 

112) 최승원, 이현식, “건국대병원 교수 ‘해임사유’ 알고보니…”, 의협신문, 2010년1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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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이상반응 보고서)를 2번이나 낸 것을 문제 삼았다. 다음으로 이들 교

수들이 식약청의 답변을 받은 뒤에도 3번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

기하였다는 것도 징계 사유에 해당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실이 종합일

간지인 <동아일보>에 2차례 게재됨으로서 건국대병원의 대외적인 신뢰도

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성우 교수팀이 카바의 부작용 사례를

담은 논문을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게재한 것은 공식적인 징계 사유는

아니었다. 송명근 교수는 이 논문이 자신이 수술한 환자의 자료를 임의대

로 빼내어 표절에 해당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심장내과 교수들을 징

계하였던 건국대조차도 이를 인용하지는 않았다. 카바 개발자의 입장에서

는 카바의 부작용을 제기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유럽흉부외과학

회 등에 낸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져야 카바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일단 건국대에서의 해임 사유에서는 이 내용이 인정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건국대가 유규형 및 한성우 심장내과 교수들을 전격 해임하고 이에 대하

여 대한심장학회가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것과 관련하여 송명근 교수

는 2010년 1월 20일 예정되었던 ‘카바 소개’ 기자간담회를 돌연 취소하였

다. 기자 간담회 취소와 관련하여 한 의학 전문지인 <데일리메디>는 이날

유규형 및 한성우 심장내과 교수팀이 낸 논문에는 허위 자료가 있다는 송

명근 교수의 주장과 설명을 담은 기사를 게재하였다.113)

기자간담회 대신 송명근 교수는 대한심장학회에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

수 2명 등이 유럽흉부외과학회에 허위 논문을 쓴 것에 대하여 조사하여 달

라고 요청하였다. 2010년 1월 19일 <데일리메디>에 실린 기사114)를 보면,

송명근 교수는 이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2명

이 해임되면서 (카바 부작용 등 논란의) 진상이 왜곡되고 전혀 사실과 다

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나도 대한심장학회 이

113) 노은지, “유령환자·링 갯수 등 논문내용 허위조작”, 데일리메디, 2010년1월20일

114) 노은지, “송명근 교수, ‘심장학회 진상조사’ 요청”, 데일리메디, 2010년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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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두 교수는 정부 기구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 소청을 하

기도 하는데, 건국대병원은 어떤 이유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들 교수를

해임하였을까? 그동안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건국대병원은 이 두 교수가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송명근 교수는 이 두 교수가 자

신이 수술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훔치는 등 유럽흉부외과학회에 카바 부작

용 사례를 담은 논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이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는 못하였다. 건국대 징계위원회는 두 심장내과 교수

의 징계에 대하여 어떤 사유이었는지를 밝히지 않아서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징계 사유에 대하여 추정하는 내용이 있기

는 하였는데, 2010년 1월 18일 <데일리메디>는 유규형, 한성우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해임된 것과 관련해 건국대가 해임을 결정한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111) 첫째 한성우 교수팀이 유럽흉부외과학회에 낸 논문이

표절 및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이었다. 다른 하나는 유규형, 한

성우 교수가 건국대 징계위원회에서 한 말과 행동 때문이라고 제기하였다.

건국대병원 내부의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두 교수

가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위원들이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말하였다

는 것이다.

이후 유규형·한성우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건국대의 해임 조치

에 대하여 당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건국대에

서 징계를 한 사유가 드러났다.112) 심장내과 교수들은 의사 출신 변호사인

이경권(법무법인 대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건국대가 제시한 징계

처분 결정서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이들 교수들은 병원 내부

의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건국대병원의 지시를 어기면서 식품의

약품안전청에 송명근 교수가 수술한 환자의 부작용을 알리는 탄원서(실제

111) 노은지, “논문 허위 가능성·징계위원들 모독감 등 ‘핵심’”, 데일리메디, 2010년1월18일 

112) 최승원, 이현식, “건국대병원 교수 ‘해임사유’ 알고보니…”, 의협신문, 2010년1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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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이상반응 보고서)를 2번이나 낸 것을 문제 삼았다. 다음으로 이들 교

수들이 식약청의 답변을 받은 뒤에도 3번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

기하였다는 것도 징계 사유에 해당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실이 종합일

간지인 <동아일보>에 2차례 게재됨으로서 건국대병원의 대외적인 신뢰도

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성우 교수팀이 카바의 부작용 사례를

담은 논문을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게재한 것은 공식적인 징계 사유는

아니었다. 송명근 교수는 이 논문이 자신이 수술한 환자의 자료를 임의대

로 빼내어 표절에 해당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심장내과 교수들을 징

계하였던 건국대조차도 이를 인용하지는 않았다. 카바 개발자의 입장에서

는 카바의 부작용을 제기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유럽흉부외과학

회 등에 낸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져야 카바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일단 건국대에서의 해임 사유에서는 이 내용이 인정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건국대가 유규형 및 한성우 심장내과 교수들을 전격 해임하고 이에 대하

여 대한심장학회가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것과 관련하여 송명근 교수

는 2010년 1월 20일 예정되었던 ‘카바 소개’ 기자간담회를 돌연 취소하였

다. 기자 간담회 취소와 관련하여 한 의학 전문지인 <데일리메디>는 이날

유규형 및 한성우 심장내과 교수팀이 낸 논문에는 허위 자료가 있다는 송

명근 교수의 주장과 설명을 담은 기사를 게재하였다.113)

기자간담회 대신 송명근 교수는 대한심장학회에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

수 2명 등이 유럽흉부외과학회에 허위 논문을 쓴 것에 대하여 조사하여 달

라고 요청하였다. 2010년 1월 19일 <데일리메디>에 실린 기사114)를 보면,

송명근 교수는 이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2명

이 해임되면서 (카바 부작용 등 논란의) 진상이 왜곡되고 전혀 사실과 다

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나도 대한심장학회 이

113) 노은지, “유령환자·링 갯수 등 논문내용 허위조작”, 데일리메디, 2010년1월20일

114) 노은지, “송명근 교수, ‘심장학회 진상조사’ 요청”, 데일리메디, 2010년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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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서 2명의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음을 확

인하는 차원에서 카바에 대한 (대한심장)학회의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한

다”고 말하였다. 송명근 교수는 마침내 2010년 1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임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가 유럽흉부외과학회에

제출한 논문이 허위 왜곡되었는데 두 사람은 지금까지 가타부타 이 논문에

대하여는 아무 말이 없다.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발표하라”고 주장한

뒤, 카바와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하여는 “카바에 대한 모든 자료를 오픈

하겠다”고 밝혔다.115)

건국대가 두 명의 심장내과 교수를 해임한 것과 관련하여 많은 주요 일

간지들이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카바 논란은 건국대병원이나 대한심장학회

등 의료계를 넘어서 전체 사회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동료 교수의 수술

법의 부작용을 논문에 싣는 등 학문적으로 비판하고 의료기기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카바 링의 부작용 사례를 신고하였다고 병원 쪽이 이

교수들을 해임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었다. 해임된 교수들과 이들이 속한

대한심장학회에서 해임취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116) 당시 유규형 심장내과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의사의 성과에 상처를 내면서 조직의 화합을 깬

것이 징계 사유라고 들었다”며 “징계를 받을 만큼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해임된

교수들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건국대의 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117) 이로서 카바에 대한 비판을 건국대병원 안에서 토론이나

조정 등을 통하여 해결하지 않고, 두 교수의 해임 소식에 사회적인 관심까

지 받게 되는 ‘사건’이 만들어졌다.

이후 대한심장학회는 건국대가 두 교수를 해임한 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115) 김수성, ““심장·고혈압학회가 직접 모든 조사” 요청”, 데일리메디, 2010년1월22일

116) 김상훈, “송명근 교수의 ‘심장 카바수술’ 비판 교수 2명 해임 논란 확산”, 동아일보, 

2010년1월25일

117) 김양중, “심장수술 권위자에 도전한 죄?”, 한겨레신문, 2010년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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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움직였다. 심장학회는 2010년 2월 1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교수

두 명을 해임한 건국대의 결정에 유감을 재확인하고 해임취소를 요구하기

로 하였다. 심장학회는 또 같은 병원 흉부외과의 송명근 교수의 수술법 검

증 요구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술법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118)

마침내 2010년 3월 30일 심장학회는 학회 차원에서 4명의 교수진이 송명

근 교수의 카바와 관련된 논문에 대하여 1차 조사를 하고 기자 간담회에서

이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심장학회가 일부 매체의 기자들만 이 간

담회에 초대한 것에 대하여 기자들의 항의가 있었다. 건강 및 의학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모임인 과학기자협회에서 일부 매체만 간담회에 초대한

것은 언론 통제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심장학회는 3월 25일 뒤늦게 건강

및 의학 분야 기자들에게 “30일 저녁 6시 카바 관련 논문의 1차 조사결과

를 발표 하겠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이메일)을 보내면서 기자 간담회에 참

석할 기자들의 리스트와 취재진의 신분증을 지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과학기자협회는 심장학회가 언론 취재를 임의로 통제하고, 특정 언론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 하였으며, 발표회 참석자를 제한하고 신분증 지참을

요구하는 등 일반적으로 언론취재에는 볼 수 없는 관행을 강제하려 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박방주 과학기자협회장은 “심장학회로부터 29일의 공문에

대해 답변을 들은 바가 없다”며 심장학회의 기자 간담회에 대한 보이콧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119) 결국 심장학회는 3월 30일 기자 간담회 당일 아

침에 전파우편과 휴대 전화 문자 등으로 예정된 간담회를 취소했다고 통보

하였다. 심장학회는 또 조사결과 보고서의 배포 방법은 추후 발표한다고

밝혔다.120) 과학기자협회의 보이콧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언론사 기자는 <코메디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발표회 보이콧을 주장한

기자들은 대부분 송명근 교수를 미화하는 기사를 써온 당사자이다. 학회가

118) 강경훈 박민기, “심장학회, 건국대 교수 해임관련 소위 구성키로”, 코메디닷컴, 2010년2월11일

119) 강경훈, “심장학회 ‘송명근 논문 조사’ 발표 취소”, 코메디닷컴, 2010년3월30일

120) 신수영, “심장학회의 ‘카바수술’ 기자회견 취소 왜?”, 머니투데이, 2010년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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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서 2명의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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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과하였는데도 취소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반응”이라고 말하

였다.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하는 대신 2010년 4월 1일 대한심장학회는 전자우

편 등을 통하여 카바와 관련된 송명근 교수의 논문과 카바의 부작용을 다

룬 유규형·한성우 교수팀의 논문을 조사한 1차 결과를 발표하였다.121) 발표

된 내용을 보면 심장학회는 지난 2월부터 관련 기관과 관련 학회의 도움을

받아 이들 논문에 대하여 2개월 동안 조사하였다. 또 대한의학학술지편집

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유규형·한성우 교수팀의 논

문은 출판 윤리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송명근 교수의

카바 관련 논문들은 중복투고, 이중게재 및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출판 윤

리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흉부외과학회지에 실린 논문 1

편은 자료 조작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실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는 2010년 대한심장학회에 공문을 보내

는데, 송명근 교수팀이 대한순환기학회지와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보낸 두

논문은 이중게재이고 중복투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표 13]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답변

121) 이지현, “심장학회, “카바수술 관련 논문 데이터 조작 의심””, 뉴시스, 2010년4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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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대한심장학회 회장
 참    조 학술지 편집위원장 
 제    목 논문 이중게재 질의에 대한 회신

1. 귀 학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학회에서 보내온 문서 『대심장 제2010-043호』와 관련입니다.
        3. 본 협의회는 첨부와 같은 검토 의견을 보내드립니다. 

          ※ 대한심장학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 1부. 끝.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장
대한심장학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

1. 논문 이중게재 여부

(A) 논문

함시영, 정동섭, 제형곤, 주석중, 강덕현, 김재중, 송재관, 서준범, 임태환, 송명근: 새로운 대동맥판

성형술. Korean Circulation J 2006;36:140-9

(접수일: 2005년 7월 21일, 수정본 접수일: 05년 12월 13일, 심사완료일: 05년 12월 30일)

(B논문)

Hahm SY, Choo SJ, Lee JW, Seo JB, Lim TH, Song JK, Shin JK, Song MG. Novel technique of

aortic valvuloplasty. Eur J Cardiothorac Surg. 2006;29:530-6.

(접수일: 2005년 9월21일, 수정본 접수일: 05년 12월 27일, 심사완료일: 06년 1월 6일)

대한심장학회에서발행하는 Korean Circulation J에게재한 (A)논문과 European J Cardio-thoracic

Surgery에 게재한 (B) 논문은 이중게재에 해당합니다.

이 두 논문은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개발한 대동맥판막 성형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입니다. 연구기간은 시작시점(1997.12)은 같고 종료시점이 (A)논문(2005.05)과

(B)논문(2004.12)으로 7 년과 7년 5 개월로 마지막 5 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수가 각각

(A)논문 75명과 (B)논문 69명으로 다르지만 대부분이 중복됩니다. (A, B)논문에서 같은 수술

방법이었고 생존율, 유병율 (출혈 2 예, 재수술 1예) 등도 같습니다. 더욱 투고 시점이 (A) 논문이



- 89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우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 전화 798-3807 / 팩스 794-3148 / kamje@kams.or.kr

 문서번호 의편협 제 2009-63 호  
 시행일자 2010.  3.  15.

공식 사과하였는데도 취소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반응”이라고 말하

였다.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하는 대신 2010년 4월 1일 대한심장학회는 전자우

편 등을 통하여 카바와 관련된 송명근 교수의 논문과 카바의 부작용을 다

룬 유규형·한성우 교수팀의 논문을 조사한 1차 결과를 발표하였다.121) 발표

된 내용을 보면 심장학회는 지난 2월부터 관련 기관과 관련 학회의 도움을

받아 이들 논문에 대하여 2개월 동안 조사하였다. 또 대한의학학술지편집

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유규형·한성우 교수팀의 논

문은 출판 윤리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송명근 교수의

카바 관련 논문들은 중복투고, 이중게재 및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출판 윤

리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흉부외과학회지에 실린 논문 1

편은 자료 조작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실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는 2010년 대한심장학회에 공문을 보내

는데, 송명근 교수팀이 대한순환기학회지와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보낸 두

논문은 이중게재이고 중복투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표 13]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답변

121) 이지현, “심장학회, “카바수술 관련 논문 데이터 조작 의심””, 뉴시스, 2010년4월1일  

- 90 -

 수    신  대한심장학회 회장
 참    조 학술지 편집위원장 
 제    목 논문 이중게재 질의에 대한 회신

1. 귀 학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학회에서 보내온 문서 『대심장 제2010-043호』와 관련입니다.
        3. 본 협의회는 첨부와 같은 검토 의견을 보내드립니다. 

          ※ 대한심장학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 1부. 끝.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장
대한심장학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

1. 논문 이중게재 여부

(A) 논문

함시영, 정동섭, 제형곤, 주석중, 강덕현, 김재중, 송재관, 서준범, 임태환, 송명근: 새로운 대동맥판

성형술. Korean Circulation J 2006;36:140-9

(접수일: 2005년 7월 21일, 수정본 접수일: 05년 12월 13일, 심사완료일: 05년 12월 30일)

(B논문)

Hahm SY, Choo SJ, Lee JW, Seo JB, Lim TH, Song JK, Shin JK, Song MG. Novel technique of

aortic valvuloplasty. Eur J Cardiothorac Surg. 2006;29:530-6.

(접수일: 2005년 9월21일, 수정본 접수일: 05년 12월 27일, 심사완료일: 06년 1월 6일)

대한심장학회에서발행하는 Korean Circulation J에게재한 (A)논문과 European J Cardio-thoracic

Surgery에 게재한 (B) 논문은 이중게재에 해당합니다.

이 두 논문은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개발한 대동맥판막 성형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입니다. 연구기간은 시작시점(1997.12)은 같고 종료시점이 (A)논문(2005.05)과

(B)논문(2004.12)으로 7 년과 7년 5 개월로 마지막 5 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수가 각각

(A)논문 75명과 (B)논문 69명으로 다르지만 대부분이 중복됩니다. (A, B)논문에서 같은 수술

방법이었고 생존율, 유병율 (출혈 2 예, 재수술 1예) 등도 같습니다. 더욱 투고 시점이 (A) 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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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21일과 (B) 논문이 2005년 9월 21일로 비슷한 시기이고 심사와 수정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으므로 (A, B) 논문은 중복투고에도 해당합니다. 즉 저자가 의도적으로 두 학술지에 같은

시기에 두 논문을 투고하여 출판을 진행하였으므로 이 두 논문이 서로 인용할 수도 없었고

편집인이나 심사자가 두 논문의 중복출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실제 출판일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투고와게재확정일자가 (A) 논문인 Korean Circulation J이 (B)논문 보다

다소 앞서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 대하여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거의 같은 기간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두 논문에 표시된 저자 18 명(A 논문: 10명, B 논문: 8명) 중

제1저자, 책임저자, 영상의과 교수 2 명을 제외하면 두 논문에 같이 들어간 교수는 2 명이며 나머지

6명은 한 개 논문에만 저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A) 논문에 다른 대학 교수가 포함된 것 등은

저자 자격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후략>

대한심장학회가 제기한 논문 조작 여부에 대하여 송명근 교수는 닷새 뒤

인 2010년 4월 6일 구체적인 논문 조작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면 명예훼손

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122)

대한심장학회의 발표 내용을 보면 또 카바에 대한 전향적인 평가 연구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송명근 교수가 카바에 대하여 건국대병원

기관윤리위원회(IRB)를 통과하지 않고 시행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송명

근 교수가 대안으로 주장하는 향후 3년간의 전향적 평가에 대하여도 반대

한다는 것이었다.123) 이와 함께 심장학회는 ‘카바 성형기구 세트 및 치료

방법’이 유럽연합의 특허를 획득한 것이 카바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심장학회는 카바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고시는 철회되어야 하며 카바는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

울러 유규형·한성우 교수의 즉시 복직, 카바에 대한 의학적 그리고 윤리적

122) 건국대학교병원, 대한심장학회의 CARVAR 관련 보고서에 대한 건국대학교병원 송명근 

교수의 반박문, 2010년 4월6일

123) 김길원, “심장학회-송명근 카바수술 2라운드”, 연합뉴스, 2010년4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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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차원에서의 조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 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였

다.

대한심장학회의 개입에 대하여 건국대병원도 반발하였다. 이미 2010년 3

월 25일 건국대병원은 유규형, 한성우 심장내과 교수를 옹호하였던 대한심

장학회에도 문제 제기를 하였다. 건국대병원은 보도 자료를 내어 “대한심

장학회가 대학의 고유 권한에 따라 적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 교원 인사

처분에 대하여 전후 사실 고려 없이 무조건적인 복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건국대병원은 또 “대한심장학회에서

지난달 유규형·한성우 교수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여 와서 적극적으로 협

조할 것으로 밝혔다”면서 “공정하고 적법한 조사와 향후의 편파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 연구진실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제안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아직까지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건국대병

원은 끝으로 “대한심장학회의 이번의 발표내용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된 결과이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이번 발표로 말미암아 건국대와 건

국대병원, 카바를 개발한 송명근 교수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희망한

다”고 발표하였다.124)

건국대병원의 바람과는 달리 유규형 및 한성우 교수의 해임 절차에는 난

항이 많았다. 2010년 4월 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유규형, 한성우 교수가

건국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해임을 취

소하라고 결정하였다. 건국대의 해임 과정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라는 것이

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국·공·사립 여부에 관계없이 유치원부터 대학까

지 관련 법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서 규정한 교원

이라면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은 물론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청구서를 보내면 되

며, 소청심사결정은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방법보다 빨리(60일 이내 결정,

124) 김수성, “심장학회 '카바수술 조사' 공정성 논란”, 데일리메디, 2010년3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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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21일과 (B) 논문이 2005년 9월 21일로 비슷한 시기이고 심사와 수정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으므로 (A, B) 논문은 중복투고에도 해당합니다. 즉 저자가 의도적으로 두 학술지에 같은

시기에 두 논문을 투고하여 출판을 진행하였으므로 이 두 논문이 서로 인용할 수도 없었고

편집인이나 심사자가 두 논문의 중복출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실제 출판일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투고와게재확정일자가 (A) 논문인 Korean Circulation J이 (B)논문 보다

다소 앞서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 대하여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거의 같은 기간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두 논문에 표시된 저자 18 명(A 논문: 10명, B 논문: 8명) 중

제1저자, 책임저자, 영상의과 교수 2 명을 제외하면 두 논문에 같이 들어간 교수는 2 명이며 나머지

6명은 한 개 논문에만 저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A) 논문에 다른 대학 교수가 포함된 것 등은

저자 자격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후략>

대한심장학회가 제기한 논문 조작 여부에 대하여 송명근 교수는 닷새 뒤

인 2010년 4월 6일 구체적인 논문 조작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면 명예훼손

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122)

대한심장학회의 발표 내용을 보면 또 카바에 대한 전향적인 평가 연구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송명근 교수가 카바에 대하여 건국대병원

기관윤리위원회(IRB)를 통과하지 않고 시행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송명

근 교수가 대안으로 주장하는 향후 3년간의 전향적 평가에 대하여도 반대

한다는 것이었다.123) 이와 함께 심장학회는 ‘카바 성형기구 세트 및 치료

방법’이 유럽연합의 특허를 획득한 것이 카바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심장학회는 카바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고시는 철회되어야 하며 카바는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

울러 유규형·한성우 교수의 즉시 복직, 카바에 대한 의학적 그리고 윤리적

122) 건국대학교병원, 대한심장학회의 CARVAR 관련 보고서에 대한 건국대학교병원 송명근 

교수의 반박문, 2010년 4월6일

123) 김길원, “심장학회-송명근 카바수술 2라운드”, 연합뉴스, 2010년4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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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차원에서의 조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 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였

다.

대한심장학회의 개입에 대하여 건국대병원도 반발하였다. 이미 2010년 3

월 25일 건국대병원은 유규형, 한성우 심장내과 교수를 옹호하였던 대한심

장학회에도 문제 제기를 하였다. 건국대병원은 보도 자료를 내어 “대한심

장학회가 대학의 고유 권한에 따라 적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 교원 인사

처분에 대하여 전후 사실 고려 없이 무조건적인 복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건국대병원은 또 “대한심장학회에서

지난달 유규형·한성우 교수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여 와서 적극적으로 협

조할 것으로 밝혔다”면서 “공정하고 적법한 조사와 향후의 편파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 연구진실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제안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아직까지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건국대병

원은 끝으로 “대한심장학회의 이번의 발표내용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된 결과이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이번 발표로 말미암아 건국대와 건

국대병원, 카바를 개발한 송명근 교수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희망한

다”고 발표하였다.124)

건국대병원의 바람과는 달리 유규형 및 한성우 교수의 해임 절차에는 난

항이 많았다. 2010년 4월 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유규형, 한성우 교수가

건국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해임을 취

소하라고 결정하였다. 건국대의 해임 과정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라는 것이

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국·공·사립 여부에 관계없이 유치원부터 대학까

지 관련 법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서 규정한 교원

이라면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은 물론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청구서를 보내면 되

며, 소청심사결정은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방법보다 빨리(60일 이내 결정,

124) 김수성, “심장학회 '카바수술 조사' 공정성 논란”, 데일리메디, 2010년3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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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연장 가능) 이루어진다.

소청심사위가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건국대는 해임시킨

교수들을 복직시켜야 하였다. 하지만 절차 상 문제로 해임처분이 취소된

것인 만큼 건국대가 절차를 보완해 다시 징계할 수 있었다. 또 소청심사위

의 결정이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것도 문제이었기 때문에 해임된 두 교수

가 복직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었다. 건국대와 건국대병원의 입장

은 강경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건국

대는 유규형, 한성우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를 또 다시 해임하였다.125)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는 두 교수를 손을 들어 주었다. 2011년 10

월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유규형 한성

우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2명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카바와 관련된) 여러 보고서와 보건복지부 고시 등을 보면 해

임된 교수들이 카바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다. 또 두 교수들이 카바를 중지하고 심의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건

국대병원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교수가 외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국대병원이 카바의 부작용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대 교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국민신

문고 등 외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만으로 교원의 품위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126) 법원에서의

판결이 항상 환자 안전 및 건강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비록 건국대 경영진이 보기에 ‘조직의 화합’

을 깼을지 몰라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대 교수로서 제 역할을 하였다

고 판결한 것이다.

건국대병원이 유규형 및 한성우 심장내과 교수에 대하여 해임한 것에 대

125) 김수성, “건국대, 유규형·한성우 교수 '또' 해임”, 데일리메디, 2010년6월17일 

126) 나확진, “법원 "카바수술 비판 교수 해임 부당"(종합)”, 연합뉴스, 2011년10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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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장학회만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학회들이 담당한 영역이 심장학

회와 일정 부분 겹치는 하였지만, 심장학회에 뜻을 같이 하는 학회들도 있

었다. 2010년 1월 대한고혈압학회는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의 해임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한심초음파학회도 2010년 4월 13일 ‘카

바수술과 연관된 최근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최근 발표된 대한심장학회의 1차 조사보고서는 정부가 카바 논란을 해결

할 만한 의견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신뢰할만한 조사 결과물”이라

고 밝혔다. 이어 “송명근 교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수술의 장기 결과

에 대한 자료 없이 본인의 직감이나 소신만을 바탕으로 카바를 계속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심장학회 조사결과

에 근거하여 카바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된 유규형,

한성우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도 조속히 복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와 함께 “(카바를 받은) 환자들이 가두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광경을 가슴 아프게 보았다.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빠

른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127)

여러 학회들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건국대병원은 이후에도 그동안

의 태도를 바꾸지는 않았다. 카바 논란이 벌어지고 있던 2010년 5월 24일

에 건국대학교병원은 송명근 교수의 카바에 사용되는 수술 재료가 유럽의

료기기인증기관(TUV-SUD)으로부터 인증마크(CE인증)를 받았다고 발표하

였다. 건국대병원은 “이번 CE마크 인증은 유럽 MDD(Medical Device

Directives) 가운데 가장 높은 3등급에 속한다. 국내에는 CE마크 3등급 인

증을 받은 의료 제품이 아직 몇 건 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마크 인증

과 관련하여 송명근 교수는 “카바가 많은 단점과 결함을 가진 기존 인공판

막수술을 머지 않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특허 획득에 이어 CE 인

증까지 받게 된 만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하루 빨리 보

험급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송명근 교수는 오는 9월에 열리는

127) 최은미, “‘카바수술’ 논란 심초음파학회도 가세.."중단해야"”, 머니투데이, 2010년4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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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연장 가능) 이루어진다.

소청심사위가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건국대는 해임시킨

교수들을 복직시켜야 하였다. 하지만 절차 상 문제로 해임처분이 취소된

것인 만큼 건국대가 절차를 보완해 다시 징계할 수 있었다. 또 소청심사위

의 결정이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것도 문제이었기 때문에 해임된 두 교수

가 복직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었다. 건국대와 건국대병원의 입장

은 강경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건국

대는 유규형, 한성우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를 또 다시 해임하였다.125)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는 두 교수를 손을 들어 주었다. 2011년 10

월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유규형 한성

우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2명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카바와 관련된) 여러 보고서와 보건복지부 고시 등을 보면 해

임된 교수들이 카바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다. 또 두 교수들이 카바를 중지하고 심의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건

국대병원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교수가 외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국대병원이 카바의 부작용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대 교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국민신

문고 등 외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만으로 교원의 품위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126) 법원에서의

판결이 항상 환자 안전 및 건강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비록 건국대 경영진이 보기에 ‘조직의 화합’

을 깼을지 몰라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대 교수로서 제 역할을 하였다

고 판결한 것이다.

건국대병원이 유규형 및 한성우 심장내과 교수에 대하여 해임한 것에 대

125) 김수성, “건국대, 유규형·한성우 교수 '또' 해임”, 데일리메디, 2010년6월17일 

126) 나확진, “법원 "카바수술 비판 교수 해임 부당"(종합)”, 연합뉴스, 2011년10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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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장학회만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학회들이 담당한 영역이 심장학

회와 일정 부분 겹치는 하였지만, 심장학회에 뜻을 같이 하는 학회들도 있

었다. 2010년 1월 대한고혈압학회는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의 해임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한심초음파학회도 2010년 4월 13일 ‘카

바수술과 연관된 최근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최근 발표된 대한심장학회의 1차 조사보고서는 정부가 카바 논란을 해결

할 만한 의견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신뢰할만한 조사 결과물”이라

고 밝혔다. 이어 “송명근 교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수술의 장기 결과

에 대한 자료 없이 본인의 직감이나 소신만을 바탕으로 카바를 계속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심장학회 조사결과

에 근거하여 카바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된 유규형,

한성우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도 조속히 복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와 함께 “(카바를 받은) 환자들이 가두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광경을 가슴 아프게 보았다.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빠

른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127)

여러 학회들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건국대병원은 이후에도 그동안

의 태도를 바꾸지는 않았다. 카바 논란이 벌어지고 있던 2010년 5월 24일

에 건국대학교병원은 송명근 교수의 카바에 사용되는 수술 재료가 유럽의

료기기인증기관(TUV-SUD)으로부터 인증마크(CE인증)를 받았다고 발표하

였다. 건국대병원은 “이번 CE마크 인증은 유럽 MDD(Medical Device

Directives) 가운데 가장 높은 3등급에 속한다. 국내에는 CE마크 3등급 인

증을 받은 의료 제품이 아직 몇 건 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마크 인증

과 관련하여 송명근 교수는 “카바가 많은 단점과 결함을 가진 기존 인공판

막수술을 머지 않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특허 획득에 이어 CE 인

증까지 받게 된 만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하루 빨리 보

험급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송명근 교수는 오는 9월에 열리는

127) 최은미, “‘카바수술’ 논란 심초음파학회도 가세.."중단해야"”, 머니투데이, 2010년4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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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흉부외과학회에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10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

흉부외과학회에서도 제품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28)

건국대병원이 카바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학회에 논문을 제출하고 식품

의약품안전처에 부작용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해임이라는 강력 조치를 하

였고, 이후 이에 대하여 비판하는 학회와의 갈등을 빚었다. 이는 건국대병

원이라는 민간이 세운 병원이어서 즉 이른바 소유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

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환자 안전을 위하여 문제 제기를 한 교수들을

해임이라는 강력 조치를 취한 것은 다른 민간병원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었기에, 이들 교수들이 속한 대한심장학회는 논문을 제출하는 등 학

문 활동이 정당하다고 방어하고 나선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학회의 활

동으로 볼 수 있다. 건국대병원과 대한심장학회의 대립은 결국 사립대병원

과 관련 전문가로서 학문적인 활동으로 환자 안전을 지키려는 학회가 충돌

한 사건으로 많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다.

4.3. 의료기술평가 연구 기관과 카바 지지한 병원의 논쟁 격화

중간 보고서가 언론에 누출되었다는 논란을 겪기도 하였고 건국대병원에

서 카바 환자에 대한 사례를 더 이상 보내지 않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에서는 카바에 대하여 후향적 연구를 계속 진행하여 2010년 7월 30일 마침

내 카바에 대하여 평가한 보고서인 <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후향적 수술성적 평가연구>를 최종 수정본을 완성하였다.129) 2007년 3월부

터 2009년 11월까지 카바(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을 받은 임상

결과를 분석하여 이 수술의 안전성과 임상적 효과를 평가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연구 대상은 카바를 처음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2007년 9월

이전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받은 27명, 2007년 10월～2009년 6월 14일

건국대병원에서 수술 받았던 269명, 2009년 6월 15일～2009년 11월 30일

128) 김길원, “‘송명근 카바수술’ 유럽 CE인증 획득”, 연합뉴스, 2010년5월24일

129)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후향적 수술성적 평가연구,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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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건국대병원에서 수술 받았던 101명으로 총 397명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이 사례 가운데 자료를 검토하던 위원들이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

정한 경증 환자인데도 카바를 하여 수술 시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례

는 52건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하였다. 또 검토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

지 않아 수술이 적합하였는지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유보된 사례는 218건

으로 전체의 54.9%나 되었다. 카바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서는 전체 사례

397명 가운데 총 15명이 사망하여 사망률은 3.8%를 기록하였다. 또 21명

즉 전체의 5.3%에서는 재개심술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동맥판막질

환으로 카바를 받은 337명을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개심술의 재시행

이나 출혈 및 심내막염 유해사례 발생률이 기존의 대동맥판막치환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 수술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증 환자 52명(전

체의 13%)에게도 카바는 시행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사망 1건이 나왔고 관

련 합병증은 37건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수술 적응증의 판정은 미국심장학

회 진료지침과 자료 검토를 담당한 위원들의 전원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였

다.

[표 14] 시술기간별카바후재수술건

　
시술기간

합계
07.4.1～07.9.30 07.10.1～09.6.14 09.6.15～09.11.30

전체

(n=397명)

7건

(27명중5명, 18.5%)

16건

(269명중14명, 5.2%)

2건

(101명중2명, 2.0%)

25건

(397명중 21명, 5.3%)

부적합

수술대상

(n=52명)

0건

(1명중 0명, 0.0%)

1건

(27명중 1명, 3.7%)

0건

(24명중0명, 0.0%)

1건

(52명중 1명, 1.9%)

자료 : 종합적대동맥근부및판막성형술의후향적수술성적평가연구(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 보고서에서는 카바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술 전후 증상 및

운동 능력의 개선 정도, 수술 전후 심초음파 검사 결과 개선 등으로 평가

할 예정이었으나, 건국대병원 등이 환자별 심장초음파 동영상 자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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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흉부외과학회에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10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

흉부외과학회에서도 제품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28)

건국대병원이 카바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학회에 논문을 제출하고 식품

의약품안전처에 부작용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해임이라는 강력 조치를 하

였고, 이후 이에 대하여 비판하는 학회와의 갈등을 빚었다. 이는 건국대병

원이라는 민간이 세운 병원이어서 즉 이른바 소유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

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환자 안전을 위하여 문제 제기를 한 교수들을

해임이라는 강력 조치를 취한 것은 다른 민간병원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었기에, 이들 교수들이 속한 대한심장학회는 논문을 제출하는 등 학

문 활동이 정당하다고 방어하고 나선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학회의 활

동으로 볼 수 있다. 건국대병원과 대한심장학회의 대립은 결국 사립대병원

과 관련 전문가로서 학문적인 활동으로 환자 안전을 지키려는 학회가 충돌

한 사건으로 많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다.

4.3. 의료기술평가 연구 기관과 카바 지지한 병원의 논쟁 격화

중간 보고서가 언론에 누출되었다는 논란을 겪기도 하였고 건국대병원에

서 카바 환자에 대한 사례를 더 이상 보내지 않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에서는 카바에 대하여 후향적 연구를 계속 진행하여 2010년 7월 30일 마침

내 카바에 대하여 평가한 보고서인 <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후향적 수술성적 평가연구>를 최종 수정본을 완성하였다.129) 2007년 3월부

터 2009년 11월까지 카바(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을 받은 임상

결과를 분석하여 이 수술의 안전성과 임상적 효과를 평가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연구 대상은 카바를 처음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2007년 9월

이전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받은 27명, 2007년 10월～2009년 6월 14일

건국대병원에서 수술 받았던 269명, 2009년 6월 15일～2009년 11월 30일

128) 김길원, “‘송명근 카바수술’ 유럽 CE인증 획득”, 연합뉴스, 2010년5월24일

129)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후향적 수술성적 평가연구,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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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건국대병원에서 수술 받았던 101명으로 총 397명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이 사례 가운데 자료를 검토하던 위원들이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

정한 경증 환자인데도 카바를 하여 수술 시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례

는 52건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하였다. 또 검토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

지 않아 수술이 적합하였는지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유보된 사례는 218건

으로 전체의 54.9%나 되었다. 카바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서는 전체 사례

397명 가운데 총 15명이 사망하여 사망률은 3.8%를 기록하였다. 또 21명

즉 전체의 5.3%에서는 재개심술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동맥판막질

환으로 카바를 받은 337명을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개심술의 재시행

이나 출혈 및 심내막염 유해사례 발생률이 기존의 대동맥판막치환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 수술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증 환자 52명(전

체의 13%)에게도 카바는 시행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사망 1건이 나왔고 관

련 합병증은 37건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수술 적응증의 판정은 미국심장학

회 진료지침과 자료 검토를 담당한 위원들의 전원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였

다.

[표 14] 시술기간별카바후재수술건

　
시술기간

합계
07.4.1～07.9.30 07.10.1～09.6.14 09.6.15～09.11.30

전체

(n=397명)

7건

(27명중5명, 18.5%)

16건

(269명중14명, 5.2%)

2건

(101명중2명, 2.0%)

25건

(397명중 21명, 5.3%)

부적합

수술대상

(n=52명)

0건

(1명중 0명, 0.0%)

1건

(27명중 1명, 3.7%)

0건

(24명중0명, 0.0%)

1건

(52명중 1명, 1.9%)

자료 : 종합적대동맥근부및판막성형술의후향적수술성적평가연구(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 보고서에서는 카바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술 전후 증상 및

운동 능력의 개선 정도, 수술 전후 심초음파 검사 결과 개선 등으로 평가

할 예정이었으나, 건국대병원 등이 환자별 심장초음파 동영상 자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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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않아 평가하기가 어려웠음을 밝혔다. 이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카바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없었지만, 기존의 대동맥판막치환술과 비교할

때 감염성 심내막염 등 심각한 유해 사례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또 수술 적응증이 되지 않는 환자에게도 카바가 시행되었고, 이들 가운데

사망한 사람은 물론 심내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겪은 사례도 있었기 때

문에 카바 대상 환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130)

이와 함께 후향적 연구에서도 송명근 교수와 건국대병원이 환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전향적 연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혹도 담았다. 또

전향적 연구에서는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임상시험 승인이 필요

한데 카바의 주시술자인 송명근 교수가 IRB 승인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향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전향적 연구

착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간만 낭비할 것이기 때문에, 후향적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효성은 물론 안전성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행정 당국의 단호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결론을 맺었다.131)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이 보고서에 대하여 의학분야 전문지들은 관심이

매우 많았다. 먼저 2010년 9월 10일 <코메디닷컴>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 2007년 3월～2009년 11월 카바를 받은 397명의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분

석하였더니 15명이 숨졌다는 조사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고 보

도하였다.132) 조사 보고서에서는 또 39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2명에게

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결론은 카바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코메디닷컴>이 연구

팀에게 주요 내용을 들어 보도를 하였다면, <의협신문>은 보고서를 아예

입수하여 보도하였다. <의협신문>은 2010년 9월 1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 카바 최종보고서인 ‘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후향적 수술성

13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후향적 수술성적 평가 연구, 2010, 요약부분

131) 위의 책, 106-7p

132) 박양명, 정세진, “언론이 격찬한 획기적 수술 받고 15명 사망”, 코메디닷컴, 2010년9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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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가연구’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하였다며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였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카바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하여 사전 연구계획서

에 따른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였는데, 송명근 교수가 협조하지 않아 전향

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아산병원과 건국대병원에서의 카바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카바를 받은 환자 397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증상이 가벼워 수술까지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전체의 13.1%

나 된다는 사실은 의학적·윤리적·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

다. 특히 수술 부적합 대상자로 분류된 52명 가운데 카바를 받은 뒤 사망

한 사례가 1건 있었고, 수술과 관련된 인과성이 추정된 유해 사례는 24명

으로 수술 부적합 대상자의 46.2%나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연구팀이 결론

으로 담았던 ‘카바를 가능하면 빨리 중단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보도하였

다. <의협신문>은 또 송명근 교수가 2009년 <대한흉부외과학회지>에 발

표한 논문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를 비교하였다. 송명근 교수의

논문에서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카바를 받은 환자 가운데 사

망자는 없었고 심내막염이 2명이라고 밝힌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분

석한 결과에서는 1명의 사망자와 3명의 심내막염 발생자가 확인되었다는

것이다.133)

이에 대하여 건국대병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대하여

반박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정면 대응하였

다. 2010년 9월 27일 건국대병원은 송명근 교수의 입장은 담은 검토의견

보고서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검토의견-보건연의 CARVAR

후향적 수술 성적 평가 연구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으로 내

었다. 건국대병원이 낸 것으로 명의를 달기는 하였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

은 그동안 송명근 교수가 기자회견 등을 자청해 밝힌 내용과 거의 같았다.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심한

오류가 있었는데, 카바를 받은 환자 즉 연구 대상의 선정이나 분석자료 수

133) 이석영, 이현식, “[단독] 카바수술 '최종보고서' 전격 공개”, 의협신문, 2010년9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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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않아 평가하기가 어려웠음을 밝혔다. 이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카바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없었지만, 기존의 대동맥판막치환술과 비교할

때 감염성 심내막염 등 심각한 유해 사례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또 수술 적응증이 되지 않는 환자에게도 카바가 시행되었고, 이들 가운데

사망한 사람은 물론 심내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겪은 사례도 있었기 때

문에 카바 대상 환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130)

이와 함께 후향적 연구에서도 송명근 교수와 건국대병원이 환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전향적 연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혹도 담았다. 또

전향적 연구에서는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임상시험 승인이 필요

한데 카바의 주시술자인 송명근 교수가 IRB 승인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향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전향적 연구

착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간만 낭비할 것이기 때문에, 후향적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효성은 물론 안전성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행정 당국의 단호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결론을 맺었다.131)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이 보고서에 대하여 의학분야 전문지들은 관심이

매우 많았다. 먼저 2010년 9월 10일 <코메디닷컴>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 2007년 3월～2009년 11월 카바를 받은 397명의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분

석하였더니 15명이 숨졌다는 조사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고 보

도하였다.132) 조사 보고서에서는 또 39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2명에게

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결론은 카바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코메디닷컴>이 연구

팀에게 주요 내용을 들어 보도를 하였다면, <의협신문>은 보고서를 아예

입수하여 보도하였다. <의협신문>은 2010년 9월 1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 카바 최종보고서인 ‘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후향적 수술성

13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후향적 수술성적 평가 연구, 2010, 요약부분

131) 위의 책, 106-7p

132) 박양명, 정세진, “언론이 격찬한 획기적 수술 받고 15명 사망”, 코메디닷컴, 2010년9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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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가연구’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하였다며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였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카바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하여 사전 연구계획서

에 따른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였는데, 송명근 교수가 협조하지 않아 전향

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아산병원과 건국대병원에서의 카바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카바를 받은 환자 397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증상이 가벼워 수술까지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전체의 13.1%

나 된다는 사실은 의학적·윤리적·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

다. 특히 수술 부적합 대상자로 분류된 52명 가운데 카바를 받은 뒤 사망

한 사례가 1건 있었고, 수술과 관련된 인과성이 추정된 유해 사례는 24명

으로 수술 부적합 대상자의 46.2%나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연구팀이 결론

으로 담았던 ‘카바를 가능하면 빨리 중단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보도하였

다. <의협신문>은 또 송명근 교수가 2009년 <대한흉부외과학회지>에 발

표한 논문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를 비교하였다. 송명근 교수의

논문에서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카바를 받은 환자 가운데 사

망자는 없었고 심내막염이 2명이라고 밝힌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분

석한 결과에서는 1명의 사망자와 3명의 심내막염 발생자가 확인되었다는

것이다.133)

이에 대하여 건국대병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대하여

반박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정면 대응하였

다. 2010년 9월 27일 건국대병원은 송명근 교수의 입장은 담은 검토의견

보고서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검토의견-보건연의 CARVAR

후향적 수술 성적 평가 연구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으로 내

었다. 건국대병원이 낸 것으로 명의를 달기는 하였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

은 그동안 송명근 교수가 기자회견 등을 자청해 밝힌 내용과 거의 같았다.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심한

오류가 있었는데, 카바를 받은 환자 즉 연구 대상의 선정이나 분석자료 수

133) 이석영, 이현식, “[단독] 카바수술 '최종보고서' 전격 공개”, 의협신문, 2010년9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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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비롯해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었다.134) 예를 들어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의 오류의 원인은 대동맥판막질환에서의 재수술 발생률과 대동

맥근부질환에서의 재수술 발생률, 수술 전 심내막염의 재발을 구별하지 않

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심내막염 의증을 모두 심내막염으로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카바를 받은 대동맥판막질환자 227명의 경

우 심내막염으로 인한 재수술 환자 수는 한 명도 없고, 심내막염으로 인한

재수술률 역시 0%였다고 밝혔다.

진단명

(대분류)
진단명(세분류)

심내막염으로

인한 재수술

환자 수(명)

심내막염으로

인한

재수술률(%)

비고

판막질환

(227명)

단순대동맥판막질환 93 0 0

다막질환

2판막질환 102

0 03판막질환 15

4판막질환 1

대동맥판막질환+관상동맥질환 16 0 0

소계 227 0 0

대동맥

근부질환

(115명)

대동맥박리증 43 0 0

상행 대동맥류 43 0 0

대동맥근부확장증 29 4 13.7

소계 115 4 3.5

기타

질환

(30명)

심내막염 14 1 7.1

선천성 심장질환 8 0 0

과거 판막 치환술 8 0 0

소계 30 1 3.3

총계 5 1.3

[표 15] 건국대병원CARVAR 수술후심내막염발생으로재수술한사례분석(5명)

※ 수술 기간 : 2007년 10월 1일 ～ 2009년 11월 30일

자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검토의견-보건연의 CARVAR 후향적 수술성

적 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또 앞서 건국대병원에서 해직된 심장내과 교수들의 주장이 곳곳에 나타

나 있고, 일부 단체의 잘못된 주장이 통째로 담겨져 있어, 객관적이고 중립

134) 신제균 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검토의견-보건연의 CARVAR 후향적 수술

성적 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건국대병원, 2010년9월, 122-3p 

- 100 -

대동맥판막질환군

수술 기간 출혈 심내막염(%)

건국대

병원자료

건국대병원 카바 2007년10월-2008년 11월 0 0(0/227명)

서울대병원 기존 수술 1999년 3월-2005년 12월 2.8 1.1(4/362명)

한국보건

의료

연구원

자료

카바 2007년3월-2009년 11월

3.29

(오류라고

밝힘)

5.03

(오류라고

밝힘)

Emery 등(2004) 1997-2001 1.8 -

Tossions 등(2007) 1996년 이후 0.93 0.37

Stassano 등(2009) 1995-2003
0.72(조직판막)

1.47(기계판막)
-

Kulik 등(2006) 1977-2002 0.3 0.4

Kahn 등(2001) 1969년 이후
1.0(조직판막)

3.0(기계판막)
-

Nyawo 등(2007) 1998-2003 - 0.02

Martinovic 등(2004) 1996-2001 - 0.0

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를 카바의

유효성 등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카바

와 필연적으로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인공판막업계와 새로운 기술에

부담을 느끼는 기존 인공판막치환 전문의 및 건국대 해직교수들의 편파적

인 반대 의견에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편승하여 고의로

왜곡된 결과를 도출하고 카바에 부정적인 결정을 시도하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고 기록하였다.

카바에 대하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심장외과 의사들이 이 수술을 이해

하고 놀라운 수술 결과에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자비를 써 가면

서까지 이 수술을 배우기 위해 방한하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중립성과 합리성이 보장된 세계적 공인인증기관으로 하여

금 신기술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표 16] 대동맥판막질환군에서 출혈, 심내막염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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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비롯해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었다.134) 예를 들어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의 오류의 원인은 대동맥판막질환에서의 재수술 발생률과 대동

맥근부질환에서의 재수술 발생률, 수술 전 심내막염의 재발을 구별하지 않

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심내막염 의증을 모두 심내막염으로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카바를 받은 대동맥판막질환자 227명의 경

우 심내막염으로 인한 재수술 환자 수는 한 명도 없고, 심내막염으로 인한

재수술률 역시 0%였다고 밝혔다.

진단명

(대분류)
진단명(세분류)

심내막염으로

인한 재수술

환자 수(명)

심내막염으로

인한

재수술률(%)

비고

판막질환

(227명)

단순대동맥판막질환 93 0 0

다막질환

2판막질환 102

0 03판막질환 15

4판막질환 1

대동맥판막질환+관상동맥질환 16 0 0

소계 227 0 0

대동맥

근부질환

(115명)

대동맥박리증 43 0 0

상행 대동맥류 43 0 0

대동맥근부확장증 29 4 13.7

소계 115 4 3.5

기타

질환

(30명)

심내막염 14 1 7.1

선천성 심장질환 8 0 0

과거 판막 치환술 8 0 0

소계 30 1 3.3

총계 5 1.3

[표 15] 건국대병원CARVAR 수술후심내막염발생으로재수술한사례분석(5명)

※ 수술 기간 : 2007년 10월 1일 ～ 2009년 11월 30일

자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검토의견-보건연의 CARVAR 후향적 수술성

적 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또 앞서 건국대병원에서 해직된 심장내과 교수들의 주장이 곳곳에 나타

나 있고, 일부 단체의 잘못된 주장이 통째로 담겨져 있어, 객관적이고 중립

134) 신제균 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검토의견-보건연의 CARVAR 후향적 수술

성적 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건국대병원, 2010년9월, 122-3p 

- 100 -

대동맥판막질환군

수술 기간 출혈 심내막염(%)

건국대

병원자료

건국대병원 카바 2007년10월-2008년 11월 0 0(0/227명)

서울대병원 기존 수술 1999년 3월-2005년 12월 2.8 1.1(4/362명)

한국보건

의료

연구원

자료

카바 2007년3월-2009년 11월

3.29

(오류라고

밝힘)

5.03

(오류라고

밝힘)

Emery 등(2004) 1997-2001 1.8 -

Tossions 등(2007) 1996년 이후 0.93 0.37

Stassano 등(2009) 1995-2003
0.72(조직판막)

1.47(기계판막)
-

Kulik 등(2006) 1977-2002 0.3 0.4

Kahn 등(2001) 1969년 이후
1.0(조직판막)

3.0(기계판막)
-

Nyawo 등(2007) 1998-2003 - 0.02

Martinovic 등(2004) 1996-2001 - 0.0

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를 카바의

유효성 등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카바

와 필연적으로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인공판막업계와 새로운 기술에

부담을 느끼는 기존 인공판막치환 전문의 및 건국대 해직교수들의 편파적

인 반대 의견에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편승하여 고의로

왜곡된 결과를 도출하고 카바에 부정적인 결정을 시도하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고 기록하였다.

카바에 대하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심장외과 의사들이 이 수술을 이해

하고 놀라운 수술 결과에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자비를 써 가면

서까지 이 수술을 배우기 위해 방한하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중립성과 합리성이 보장된 세계적 공인인증기관으로 하여

금 신기술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표 16] 대동맥판막질환군에서 출혈, 심내막염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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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검토의견-보건연의 CARVAR 후향적 수술성

적 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이런 건국대병원의 발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

가 있었다. 건국대병원의 카바 집계는 3년 6개월 동안 19명이 사망하고 13

명이 재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 결과 보

고서에서는 건국대병원의 조사 기간의 일부인 2007년 10월～2009년 11월

25개월 동안 1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재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

다. 재수술자 수치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

건의료연구원 관계자는 <코메디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건국대병원이 발표

한 카바 관련 자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사망자, 재수술자

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술 시술자가 수술의 효과와 부작용을 다룬

자료를 직접 관리하면 효과는 과장되고 부작용은 축소되는 윤리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였다.135)

건국대병원은 카바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2010년 10월 8일에 허대

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10월 6일 안혁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하였다. 이메일 내용은 “(카바 논란과 관련하여) 흉부외

과학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정감사가 중요한 분기점이다. ‘흉부외

과학회는 보건연의 연구결과를 신뢰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도자료 형

태로 언론기관에 배포하여 주면 감사하겠다”는 것이었다.136) 건국대병원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청

탁”이라고 주장하였다. 건국대병원은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보건의료연

구원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마침 이날 대한심장학회는 카바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135) 박양명, “건국대병원, “카바 결과 놀랍다””, 코메디닷컴, 2011년5월24일

136) 김선영, “보건의료연구원 카바수술 저지 이메일 파문”, 데일리메디, 2010년10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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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심장학회의 2차(최종)보고서는 한국보건의료연

구원의 연구보고서로 갈음한다”고 밝혔다.137) 대한심장학회는 또 “지금까지

시행된 카바의 비윤리성과 유해성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학문적인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송명근 교수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카바

는 수술 위험과 단점이 기존의 판막치환술보다 적기 때문에 수술 적응증이

안 되는 환자에서 조기 수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한심장학

회는 “심장판막질환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

으며,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심각한 윤리의식의 결여를 보이는 것”이

라고 반박하였다. 대한심장학회는 “카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또 카바

에 사용되는 윤상성형고리(카바 링)의 인허가 및 카바에 대한 조건부 비급

여고시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심장학회는 “이번 성명

은 학회 최고의결기관인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입

장”이라고 못박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건국대병원이 카바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건국대병원은 카바에 대하여 부작용 사례 등으로 논문을 쓰거나 식품의약

품안전청에 부작용 사례를 신고한 심장내과 교수들의 목소리는 해임이라는

초강수까지 둔 점을 감안하면, 건국대병원은 송명근 교수 편에서 한국보건

의료연구원과 대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 등에

대하여 임상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의료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목

적으로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새로운 수술을 개발

한 송명근 교수 및 그가 일하는 건국대병원이 카바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

인 것은, 새로운 수술에 대한 평가가 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여

의학적인 근거를 갖추는 내과 분야에 견주어 의학적인 근거를 갖추려는 시

도가 초기 단계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 새로운 의료기술에

137) 이현식, “심장학회 “보건연 카바 보고서 100% 신뢰””, 의협신문, 2010년10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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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국대병원의 발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

가 있었다. 건국대병원의 카바 집계는 3년 6개월 동안 19명이 사망하고 13

명이 재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 결과 보

고서에서는 건국대병원의 조사 기간의 일부인 2007년 10월～2009년 11월

25개월 동안 1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재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

다. 재수술자 수치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

건의료연구원 관계자는 <코메디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건국대병원이 발표

한 카바 관련 자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사망자, 재수술자

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술 시술자가 수술의 효과와 부작용을 다룬

자료를 직접 관리하면 효과는 과장되고 부작용은 축소되는 윤리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였다.135)

건국대병원은 카바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2010년 10월 8일에 허대

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10월 6일 안혁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하였다. 이메일 내용은 “(카바 논란과 관련하여) 흉부외

과학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정감사가 중요한 분기점이다. ‘흉부외

과학회는 보건연의 연구결과를 신뢰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도자료 형

태로 언론기관에 배포하여 주면 감사하겠다”는 것이었다.136) 건국대병원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청

탁”이라고 주장하였다. 건국대병원은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보건의료연

구원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마침 이날 대한심장학회는 카바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135) 박양명, “건국대병원, “카바 결과 놀랍다””, 코메디닷컴, 2011년5월24일

136) 김선영, “보건의료연구원 카바수술 저지 이메일 파문”, 데일리메디, 2010년10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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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심장학회의 2차(최종)보고서는 한국보건의료연

구원의 연구보고서로 갈음한다”고 밝혔다.137) 대한심장학회는 또 “지금까지

시행된 카바의 비윤리성과 유해성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학문적인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송명근 교수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카바

는 수술 위험과 단점이 기존의 판막치환술보다 적기 때문에 수술 적응증이

안 되는 환자에서 조기 수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한심장학

회는 “심장판막질환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

으며,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심각한 윤리의식의 결여를 보이는 것”이

라고 반박하였다. 대한심장학회는 “카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또 카바

에 사용되는 윤상성형고리(카바 링)의 인허가 및 카바에 대한 조건부 비급

여고시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심장학회는 “이번 성명

은 학회 최고의결기관인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입

장”이라고 못박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건국대병원이 카바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건국대병원은 카바에 대하여 부작용 사례 등으로 논문을 쓰거나 식품의약

품안전청에 부작용 사례를 신고한 심장내과 교수들의 목소리는 해임이라는

초강수까지 둔 점을 감안하면, 건국대병원은 송명근 교수 편에서 한국보건

의료연구원과 대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 등에

대하여 임상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의료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목

적으로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새로운 수술을 개발

한 송명근 교수 및 그가 일하는 건국대병원이 카바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

인 것은, 새로운 수술에 대한 평가가 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여

의학적인 근거를 갖추는 내과 분야에 견주어 의학적인 근거를 갖추려는 시

도가 초기 단계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 새로운 의료기술에

137) 이현식, “심장학회 “보건연 카바 보고서 100% 신뢰””, 의협신문, 2010년10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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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설립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 외과 수술을 하는 의료 공급자와 사립대병원에게 제대로 인정받은 못

한 결과라고 지적할 수 있다.

 

4.4. 환자단체의 개입

카바 논란에는 환자 단체도 개입하였다. 2010년 4월 3일 송명근 교수의

카바를 사랑하는 환자 및 사람들의 모임인 ‘송카사모’가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138)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형식 송카사모 회장을 비롯하

여 20여명의 송카사모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농구선수였던 한기범도 참석

하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 첫째, 보건복지

부 장관은 카바가 해로운지 이로운지를 판단할 수 있게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형식 회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를 중지하도

록 보고한 건과 대한심장학회의 1차 조사 결과는 공정하지 않아 1040명의

회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두 번째, 언론을 통한 공

개 토론을 요구하였다. 지형식 회장은 “지난 50년간 별다른 대안 수술법이

없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판막치환술은 수술의 많은 위험들과 부작

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판막치환술을 받은 뒤에는 와파린을 계

속 먹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줘 삶의

질이 매우 나빠진다”고 말하였다. 세 번째는 환자들이 카바를 저렴하게 받

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달라는 요구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

석한 한기범은 지난 2000년 카바를 받은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였다.

송카사모는 2011년 11월 3일에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카바의 건강보험 적

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139) 이때에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카바의 적응증을 제한하였고, 송명근 교수는 카바를 적용한

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존의 수술로 건강보험 청구를 하였다는 의혹까

138) 박도제, “송카사모 “복지부 장관은 카바수술 공정하게 재조사하라””, 헤럴드경제, 2010년4월3일

139) 정현용, “심장병 환자들 100여명 집회 “카바수술 확대·건보적용을”“, 서울신문, 2011년11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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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 위기에 몰렸던 때이다. 송카사모가 나선 데에

는 이런 위기에 빠진 송명근 교수를 구하기 위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

다. 송카사모는 100여명이 모여 당시 서울 계동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사옥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복지부가 3개월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 적용 결정 시

한을 4년 반이나 넘게 끌어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고액의 수술비를 부담하

게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즉각 카바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카사모의 활동과 함께 국외에서 카바를 받기 위하여 온 환자들도 송명

근 교수가 카바가 우수하다고 언론 등 사회에 알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

다. 또 국외에서는 카바를 배우러 오는 의사들도 있었는데 이 역시 송명근

교수와 건국대병원은 크게 홍보하였다. 즉 국내에서는 건국대병원 심장내

과 교수를 비롯하여 대한흉부외과학회나 대한심장학회 등이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이들이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

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세계 곳곳의 의사들이 배우러 올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실제 2010년 4월 8일 송명근 교수와 대한심장학회 등에서 카바에 대한

논란이 한창일 때 카바를 외국에서 배우러 온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4

월 7일～10일 건국대병원에서 열리는 카바 아카데미에 비베크 자왈리 전

인도 흉부외과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6명의 외국인 흉부외과 의사들이 참여

하였다.140) 앞서 2008년 11월 타이페이의 흉부외과 의사들이 건국대병원을

찾아 카바를 참관하면서 배워 갔으며, 외국 의사들이 카바를 배우러 건국

대병원을 찾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밝혔다. 또 건국대병원은 2012년

11월 3～4일에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일본 CCT(Complex Cardiovascular

Therapeutics 2012)에서 카바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하였다.141) 먼저 김용

인 서울백병원 교수가 일본 현지 학회에서 카바의 개념과 수술법에 대한

140) 홍찬선, “카바수술 배우러 온 외국 의사들”, 뉴시스, 2010년4월8일

141) 이혜경, “송명근 교수, ‘카바’ 일본·중국 진출 구체화”, 데일리팜, 2012년10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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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설립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 외과 수술을 하는 의료 공급자와 사립대병원에게 제대로 인정받은 못

한 결과라고 지적할 수 있다.

 

4.4. 환자단체의 개입

카바 논란에는 환자 단체도 개입하였다. 2010년 4월 3일 송명근 교수의

카바를 사랑하는 환자 및 사람들의 모임인 ‘송카사모’가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138)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형식 송카사모 회장을 비롯하

여 20여명의 송카사모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농구선수였던 한기범도 참석

하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 첫째, 보건복지

부 장관은 카바가 해로운지 이로운지를 판단할 수 있게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형식 회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를 중지하도

록 보고한 건과 대한심장학회의 1차 조사 결과는 공정하지 않아 1040명의

회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두 번째, 언론을 통한 공

개 토론을 요구하였다. 지형식 회장은 “지난 50년간 별다른 대안 수술법이

없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판막치환술은 수술의 많은 위험들과 부작

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판막치환술을 받은 뒤에는 와파린을 계

속 먹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줘 삶의

질이 매우 나빠진다”고 말하였다. 세 번째는 환자들이 카바를 저렴하게 받

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달라는 요구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

석한 한기범은 지난 2000년 카바를 받은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였다.

송카사모는 2011년 11월 3일에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카바의 건강보험 적

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139) 이때에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카바의 적응증을 제한하였고, 송명근 교수는 카바를 적용한

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존의 수술로 건강보험 청구를 하였다는 의혹까

138) 박도제, “송카사모 “복지부 장관은 카바수술 공정하게 재조사하라””, 헤럴드경제, 2010년4월3일

139) 정현용, “심장병 환자들 100여명 집회 “카바수술 확대·건보적용을”“, 서울신문, 2011년11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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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 위기에 몰렸던 때이다. 송카사모가 나선 데에

는 이런 위기에 빠진 송명근 교수를 구하기 위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

다. 송카사모는 100여명이 모여 당시 서울 계동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사옥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복지부가 3개월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 적용 결정 시

한을 4년 반이나 넘게 끌어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고액의 수술비를 부담하

게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즉각 카바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카사모의 활동과 함께 국외에서 카바를 받기 위하여 온 환자들도 송명

근 교수가 카바가 우수하다고 언론 등 사회에 알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

다. 또 국외에서는 카바를 배우러 오는 의사들도 있었는데 이 역시 송명근

교수와 건국대병원은 크게 홍보하였다. 즉 국내에서는 건국대병원 심장내

과 교수를 비롯하여 대한흉부외과학회나 대한심장학회 등이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이들이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

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세계 곳곳의 의사들이 배우러 올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실제 2010년 4월 8일 송명근 교수와 대한심장학회 등에서 카바에 대한

논란이 한창일 때 카바를 외국에서 배우러 온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4

월 7일～10일 건국대병원에서 열리는 카바 아카데미에 비베크 자왈리 전

인도 흉부외과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6명의 외국인 흉부외과 의사들이 참여

하였다.140) 앞서 2008년 11월 타이페이의 흉부외과 의사들이 건국대병원을

찾아 카바를 참관하면서 배워 갔으며, 외국 의사들이 카바를 배우러 건국

대병원을 찾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밝혔다. 또 건국대병원은 2012년

11월 3～4일에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일본 CCT(Complex Cardiovascular

Therapeutics 2012)에서 카바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하였다.141) 먼저 김용

인 서울백병원 교수가 일본 현지 학회에서 카바의 개념과 수술법에 대한

140) 홍찬선, “카바수술 배우러 온 외국 의사들”, 뉴시스, 2010년4월8일

141) 이혜경, “송명근 교수, ‘카바’ 일본·중국 진출 구체화”, 데일리팜, 2012년10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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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한 뒤, 송명근 교수는 국내에서 카바를 하는 모습을 생중계하였다.

카바가 해외로 진출한다는 것도 카바의 우수성을 알리는 방법이었다. 송

명근 교수는 2012년 10월 8일부터 중국 인추안과 목단강 지역에서 온 8명

의 카바 연수단에게 12주에 걸친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12주마다 새

로운 연수 의료진이 건국대병원을 방문할 계획을 수립하여 놓았다. 2012년

11월 4～9일에는 중국 상하이 지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국대병원을 찾아

연수를 받는 중국 의사들을 상대로 일주일 동안의 카바 아카데미를 하기로

하였다.

직접 중국에 가서 수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2013년 2월 26일과 27일 송

명근 교수는 중국 흑룡강성 무단장 심장혈관병원에서 카바를 2명의 심장판

막질환자에게 하였다.142) 이 수술에는 건국대병원을 찾아 3개월 동안 카바

에 대하여 연수를 받은 무단장 심장혈관병원의 의료진 등이 참여하였다.

이미 2012년 7월부터 송명근 교수의 무단장 진출 프로젝트는 출발하였으

며, 2013년 12월에는 무단장 심장전문병원에 ‘카바 센터’를 세우기로 합의

가 되어 있었다.

송명근 교수는 중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이슬람 국가들에 카바를 보급하

기 위한 시도를 계속 하여 왔다. 2012년 8월에는 이란 심장센터에서 카바

시범을 요청받아 찾은 바 있으며, 2013년 9월 27일에는 우르반 고르얀츠

(21·슬로베니아 국가대표 농구선수)가 송명근 교수에게 심장 수술을 받았

다. 건국대병원은 수술 뒤 10일이 경과한 10월 7일 고르얀츠 선수가 수술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였으며, 7일 기준 고르얀츠 선수는 순조롭게 건

강을 회복중이라고 밝혔다. 고르얀츠 선수는 선천성 질환인 마르판증후군

을 앓고 있었으며, 키가 213cm로 농구 선수는 10년 가까이 하고 있었다.

송명근 교수는 <파이낸셜 뉴스>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르얀츠 선수

에게는 대동맥 판막과 판막이 붙어 있는 대동맥 근부를 제거하지 않고 확

142) 이영수, “송명근 건국대병원 교수, 외국 의사에 새 심장수술법 교육… 병원 해외진출 모범 사

례”, 쿠키뉴스, 2013년9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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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는 수술을 하였다. 고르얀츠 선수는 대동맥 판막 이외에 다른 부분에

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가량 재활 치료 등을 받고 나면 농구

선수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143)

환자단체들이 특정한 약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달라는 시위를

하는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만성백혈병에 효과

가 있다는 글리벡의 경우 2003년 2월 백혈병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사

무실을 점거 농성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특정

의료기술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한 것은 송카사모가 처음이었다.

특히 이들은 건강보험 적용 요구뿐만 아니라 카바 검증과 관련하여 한국보

건의료연구원의 태도를 비판하는 등 송명근 교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하였다. 여전히 과학과 의학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회에서, 뛰어

난 ‘명의’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하지만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사

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환자들의 태도를 무조건

비판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에게는 한없는 약자인 환자들이 관

련 의사 등 전문가들에 의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치료를 받

도록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환자 진료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전문가

윤리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런 원칙을 잘 지키고 진료 과정에서 환자

들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굳이 환자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과 같

은 행동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설명인 셈이다.

143) 정명진, “건국대학교병원, 슬로베니아 국가대표 농구선수 심장판막수술 받아”, 파이낸셜뉴스, 

2013년10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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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한 뒤, 송명근 교수는 국내에서 카바를 하는 모습을 생중계하였다.

카바가 해외로 진출한다는 것도 카바의 우수성을 알리는 방법이었다. 송

명근 교수는 2012년 10월 8일부터 중국 인추안과 목단강 지역에서 온 8명

의 카바 연수단에게 12주에 걸친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12주마다 새

로운 연수 의료진이 건국대병원을 방문할 계획을 수립하여 놓았다. 2012년

11월 4～9일에는 중국 상하이 지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국대병원을 찾아

연수를 받는 중국 의사들을 상대로 일주일 동안의 카바 아카데미를 하기로

하였다.

직접 중국에 가서 수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2013년 2월 26일과 27일 송

명근 교수는 중국 흑룡강성 무단장 심장혈관병원에서 카바를 2명의 심장판

막질환자에게 하였다.142) 이 수술에는 건국대병원을 찾아 3개월 동안 카바

에 대하여 연수를 받은 무단장 심장혈관병원의 의료진 등이 참여하였다.

이미 2012년 7월부터 송명근 교수의 무단장 진출 프로젝트는 출발하였으

며, 2013년 12월에는 무단장 심장전문병원에 ‘카바 센터’를 세우기로 합의

가 되어 있었다.

송명근 교수는 중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이슬람 국가들에 카바를 보급하

기 위한 시도를 계속 하여 왔다. 2012년 8월에는 이란 심장센터에서 카바

시범을 요청받아 찾은 바 있으며, 2013년 9월 27일에는 우르반 고르얀츠

(21·슬로베니아 국가대표 농구선수)가 송명근 교수에게 심장 수술을 받았

다. 건국대병원은 수술 뒤 10일이 경과한 10월 7일 고르얀츠 선수가 수술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였으며, 7일 기준 고르얀츠 선수는 순조롭게 건

강을 회복중이라고 밝혔다. 고르얀츠 선수는 선천성 질환인 마르판증후군

을 앓고 있었으며, 키가 213cm로 농구 선수는 10년 가까이 하고 있었다.

송명근 교수는 <파이낸셜 뉴스>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르얀츠 선수

에게는 대동맥 판막과 판막이 붙어 있는 대동맥 근부를 제거하지 않고 확

142) 이영수, “송명근 건국대병원 교수, 외국 의사에 새 심장수술법 교육… 병원 해외진출 모범 사

례”, 쿠키뉴스, 2013년9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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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는 수술을 하였다. 고르얀츠 선수는 대동맥 판막 이외에 다른 부분에

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가량 재활 치료 등을 받고 나면 농구

선수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143)

환자단체들이 특정한 약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달라는 시위를

하는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만성백혈병에 효과

가 있다는 글리벡의 경우 2003년 2월 백혈병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사

무실을 점거 농성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특정

의료기술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한 것은 송카사모가 처음이었다.

특히 이들은 건강보험 적용 요구뿐만 아니라 카바 검증과 관련하여 한국보

건의료연구원의 태도를 비판하는 등 송명근 교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하였다. 여전히 과학과 의학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회에서, 뛰어

난 ‘명의’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하지만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사

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환자들의 태도를 무조건

비판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에게는 한없는 약자인 환자들이 관

련 의사 등 전문가들에 의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치료를 받

도록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환자 진료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전문가

윤리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런 원칙을 잘 지키고 진료 과정에서 환자

들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굳이 환자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과 같

은 행동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설명인 셈이다.

143) 정명진, “건국대학교병원, 슬로베니아 국가대표 농구선수 심장판막수술 받아”, 파이낸셜뉴스, 

2013년10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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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정감사에서의 논란

카바 논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로도 이어졌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임 소관위원회별로 30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정부 및 소관기관의 정책을 점검하고 비판하기 위하여 만들었

다.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을 출석시킬 수 있다. 제헌헌법부터 3공화국

까지 존재하다가 4공화국 헌법에서 없어졌으며, 1987년 6공화국 헌법에서

부활하였다. 2012년에는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정기 국정감사 이외에도 정

기 회기 기간에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라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는 2010년 가을에도 정기 국정감사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도

카바 논란이 이어졌다.

2010년 10월 4일 최영희(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의 카바 연구보고서에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카바의 사

망률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었다.144) 최영희 의원은 우선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이 최종 연구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에 이

애주(한나라당) 의원을 통하여 언론에 유출시킨 것은 의도성이 있어 보인

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언론에 유출한 것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하여 ‘비밀업수의 의무 조항’을 어긴 것으로 자료를 유출한 사람에 대

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카바를 중단하도록 권고한 실무위원

회 회의록 및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었을 때 송명근 교수가 지적한 것과

같은 비판이었던 셈이다. 최영희 의원은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 연

구 보고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였다. 우선 기존의 판막치환술과 송명

근 교수의 카바를 비교하려면 두 가지 수술 모두로 치료가능한 단순대동맥

판막질환 환자만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하

였다. 이어 비교가 가능한 단순대동맥 판막질환으로만 비교하여 보면 건국

14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0년 보건복지부 정기 국정감사, 2010년10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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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병원에서 송명근 교수에게 카바를 받은 환자 93명 가운데 이 당시까지

사망자는 한명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최영희 의원은 또 대한흉부외과학

회의 자료에 대하여도 문제를 삼으면서, 송명근 교수가 제기한 주장에 대

하여 동의하는 논리를 펼쳤다. 최영희 의원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

이 기본적인 데이터의 오류를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서로 다른 질환을 비

교한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결국 왜곡된 사망률을 도출하였다는 사

실은 연구진이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카바에 들어가는 재료의 우수성도 송명근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

였다. 특허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카바가 우수한 기술이라는 주장이었다. 최

영희 의원은 “송명근 교수의 (카바) 치료재료인 카바 링은 지난 3월 유럽

(연합)의 특허를 획득하였고, 5월에는 유럽의료기기인증기관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3등급 CE마크 인증을 받았다. 이는 미국과 일본, 중국을 제외한 모

든 국가는 물론 국내에서도 (카바의 효과를 판단하는) 추가적인 임상시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하였다. 최영희 의원은 또

“(송명근 교수의 카바와 같은) 보건의료 신기술을 대하는 이 정부의 태도

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정부가 한해 수천억원의 세금을

쓰면서 신의료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정부의 지원 없이 송명

근 교수의 개인 열정과 노력으로 개발하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새

로운 기술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정부 예산을 받는 기관이 문제가 있는

환자 자료를 바탕으로 수술의 부작용을 강조하여 퇴출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내일신문>은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기사를 쓰면서 제목을 아예 “세계적

의료기술 죽이기, 정부가 앞장”이라고 내보내기도 하였다.145)

[표 17] 2010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

사 회의록

145) 장병호, ““세계적 의료기술 죽이기, 정부가 앞장””, 내일신문, 2010년10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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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정감사에서의 논란

카바 논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로도 이어졌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임 소관위원회별로 30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정부 및 소관기관의 정책을 점검하고 비판하기 위하여 만들었

다.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을 출석시킬 수 있다. 제헌헌법부터 3공화국

까지 존재하다가 4공화국 헌법에서 없어졌으며, 1987년 6공화국 헌법에서

부활하였다. 2012년에는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정기 국정감사 이외에도 정

기 회기 기간에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라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는 2010년 가을에도 정기 국정감사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도

카바 논란이 이어졌다.

2010년 10월 4일 최영희(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의 카바 연구보고서에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카바의 사

망률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었다.144) 최영희 의원은 우선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이 최종 연구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에 이

애주(한나라당) 의원을 통하여 언론에 유출시킨 것은 의도성이 있어 보인

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언론에 유출한 것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하여 ‘비밀업수의 의무 조항’을 어긴 것으로 자료를 유출한 사람에 대

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카바를 중단하도록 권고한 실무위원

회 회의록 및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었을 때 송명근 교수가 지적한 것과

같은 비판이었던 셈이다. 최영희 의원은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 연

구 보고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였다. 우선 기존의 판막치환술과 송명

근 교수의 카바를 비교하려면 두 가지 수술 모두로 치료가능한 단순대동맥

판막질환 환자만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하

였다. 이어 비교가 가능한 단순대동맥 판막질환으로만 비교하여 보면 건국

14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0년 보건복지부 정기 국정감사, 2010년10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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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병원에서 송명근 교수에게 카바를 받은 환자 93명 가운데 이 당시까지

사망자는 한명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최영희 의원은 또 대한흉부외과학

회의 자료에 대하여도 문제를 삼으면서, 송명근 교수가 제기한 주장에 대

하여 동의하는 논리를 펼쳤다. 최영희 의원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

이 기본적인 데이터의 오류를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서로 다른 질환을 비

교한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결국 왜곡된 사망률을 도출하였다는 사

실은 연구진이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카바에 들어가는 재료의 우수성도 송명근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

였다. 특허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카바가 우수한 기술이라는 주장이었다. 최

영희 의원은 “송명근 교수의 (카바) 치료재료인 카바 링은 지난 3월 유럽

(연합)의 특허를 획득하였고, 5월에는 유럽의료기기인증기관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3등급 CE마크 인증을 받았다. 이는 미국과 일본, 중국을 제외한 모

든 국가는 물론 국내에서도 (카바의 효과를 판단하는) 추가적인 임상시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하였다. 최영희 의원은 또

“(송명근 교수의 카바와 같은) 보건의료 신기술을 대하는 이 정부의 태도

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정부가 한해 수천억원의 세금을

쓰면서 신의료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정부의 지원 없이 송명

근 교수의 개인 열정과 노력으로 개발하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새

로운 기술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정부 예산을 받는 기관이 문제가 있는

환자 자료를 바탕으로 수술의 부작용을 강조하여 퇴출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내일신문>은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기사를 쓰면서 제목을 아예 “세계적

의료기술 죽이기, 정부가 앞장”이라고 내보내기도 하였다.145)

[표 17] 2010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

사 회의록

145) 장병호, ““세계적 의료기술 죽이기, 정부가 앞장””, 내일신문, 2010년10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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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위원 : <앞 부분 생략>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

습니다. 아마 장관께서도 언론에서 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국대학교 송명

근 교수, 심장병 수술 전문가이십니다. 심장수술인데, 카바 수술(CARVAR)에 대한 견해가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사망률 오류의 문제점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송명근 교수가 하시는 카바 수술로 사망한 환자가 15명이기

때문에 사망률이 3.8%에 달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시한 4개 대

학병원 사망률은 1.4%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측은 이 카바 수술은 중

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술자인 송명근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 수술 대상자로 선정한 환자의 질환이,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비교를 위해서 사용된 4개 대학병원의 환자의 질환과 서로 달라서 비교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카바 수술의 사망률이 높게 나오도록 조작했다

고 주장하는데 혹시 복지부에서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 복지부는……

◯ 최영희 위원 : 아직 검토 안 하셨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 보건의료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만 시켰고요.

◯ 최영희 위원 : <중간 생략> 국가기관의 이름을 걸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기본적인 데이

터의 오류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서로 다른 질환을 비교한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해서 왜곡된 사

망률을 도출했다면 연구진이 무지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 있을까라

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임의로 연구 데이터를 변경․추가․

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도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대한흉부학회가 제출한 4개 대학병원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수술성

적 자료를 대한흉부학회의 연구원이 자료 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회는 2010년 3월 2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4개 대학병원의 대동맥판막질환군의 1년

사망률은 1.4%다”라고 얘기했고 “송명근 교수 것은 3.8%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건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제시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건국대학교병원의 카바 수술과 4개 대

학병원의 수술 및 사망 건수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중판막 이상이거나 동반된 관상동맥․대동맥 수술 시는 자료에서 제외했

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송명근 교수의 카바 수술로 비교할 수 있는 환자 수는 단순 대동맥판막질

환 뿐이고 93명 중 사망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잠깐만 집중해서 확인해도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오류투성이의 보고서를 보건복지부가 최

종 판단도 하기 전에 언론에 유출시킬 수 있습니까.

장관님, 송명근 교수의 카바 수술 치료 재료는 2010년 3월에 유럽 특허를 획득했고 5월에는 유럽

의료기기 인증기관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3등급 CE마크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 예,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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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위원 : <중략> 이 카바 수술과 관련된 논쟁은 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가 최종 제출되었

고 시술자의 소명도 있었기 때문에 심평원 실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것이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 예.

◯ 최영희 위원 : 그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면 보고서의 내용은 의미가 없어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심평원 실무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가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제기되고 있는 연구보고서의 사망률 통계 오류와 자료 유출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조

사해 주시고 그 결과를 마지막 보건복지부 확인감사 3일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고요.

그런데 국내 신기술이나 원천기술 지원에 관한 정부의 의지는 전혀 의심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언론에, 보건의료연구원에 우리가 의뢰한 분석 결과가 그동안에 했었던 후향적인 분석 결과인데

그 케이스에 대한, 수술 사례에 대한 이것은 복지부나 그 차원에서 언론에 나간 것은 아니고요.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는 그런 과정에서 유출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보건의료연구원 분석 결과가 나왔고 또 송 교수 쪽에서 뭔가

소명하고 해명하고 하는 자료가 지금 다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의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말씀하셨던 심평원 쪽의 심사 또 위원회가 여러 개 지금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이튿날 열린 2010년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카바

논란은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배종면 임상성과분석실

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지난 4일 국정감사를 마친 뒤 배종면 분석실

장이 한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감사에의 의혹 제기 및 비판이)

당혹스럽다기보다는 불쾌하다. 마치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고 발

언한 사실이 국정감사장에서 문제가 되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배종

면 실장의 불쾌하다는 발언은 문제가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자료를

잘못 만들었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의원

으로써 무척 불쾌한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최영희 의원은 진수희 보건복

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통하여 “배종면 실장은 카바와 관련된 (한국보건의

료연구원의) 조사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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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위원 : <앞 부분 생략>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

습니다. 아마 장관께서도 언론에서 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국대학교 송명

근 교수, 심장병 수술 전문가이십니다. 심장수술인데, 카바 수술(CARVAR)에 대한 견해가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사망률 오류의 문제점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송명근 교수가 하시는 카바 수술로 사망한 환자가 15명이기

때문에 사망률이 3.8%에 달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시한 4개 대

학병원 사망률은 1.4%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측은 이 카바 수술은 중

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술자인 송명근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 수술 대상자로 선정한 환자의 질환이,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비교를 위해서 사용된 4개 대학병원의 환자의 질환과 서로 달라서 비교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카바 수술의 사망률이 높게 나오도록 조작했다

고 주장하는데 혹시 복지부에서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 복지부는……

◯ 최영희 위원 : 아직 검토 안 하셨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 보건의료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만 시켰고요.

◯ 최영희 위원 : <중간 생략> 국가기관의 이름을 걸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기본적인 데이

터의 오류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서로 다른 질환을 비교한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해서 왜곡된 사

망률을 도출했다면 연구진이 무지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 있을까라

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임의로 연구 데이터를 변경․추가․

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도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대한흉부학회가 제출한 4개 대학병원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수술성

적 자료를 대한흉부학회의 연구원이 자료 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회는 2010년 3월 2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4개 대학병원의 대동맥판막질환군의 1년

사망률은 1.4%다”라고 얘기했고 “송명근 교수 것은 3.8%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건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제시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건국대학교병원의 카바 수술과 4개 대

학병원의 수술 및 사망 건수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중판막 이상이거나 동반된 관상동맥․대동맥 수술 시는 자료에서 제외했

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송명근 교수의 카바 수술로 비교할 수 있는 환자 수는 단순 대동맥판막질

환 뿐이고 93명 중 사망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잠깐만 집중해서 확인해도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오류투성이의 보고서를 보건복지부가 최

종 판단도 하기 전에 언론에 유출시킬 수 있습니까.

장관님, 송명근 교수의 카바 수술 치료 재료는 2010년 3월에 유럽 특허를 획득했고 5월에는 유럽

의료기기 인증기관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3등급 CE마크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 예,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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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위원 : <중략> 이 카바 수술과 관련된 논쟁은 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가 최종 제출되었

고 시술자의 소명도 있었기 때문에 심평원 실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것이지요?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 예.

◯ 최영희 위원 : 그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면 보고서의 내용은 의미가 없어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심평원 실무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가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제기되고 있는 연구보고서의 사망률 통계 오류와 자료 유출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조

사해 주시고 그 결과를 마지막 보건복지부 확인감사 3일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고요.

그런데 국내 신기술이나 원천기술 지원에 관한 정부의 의지는 전혀 의심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언론에, 보건의료연구원에 우리가 의뢰한 분석 결과가 그동안에 했었던 후향적인 분석 결과인데

그 케이스에 대한, 수술 사례에 대한 이것은 복지부나 그 차원에서 언론에 나간 것은 아니고요.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는 그런 과정에서 유출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보건의료연구원 분석 결과가 나왔고 또 송 교수 쪽에서 뭔가

소명하고 해명하고 하는 자료가 지금 다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의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말씀하셨던 심평원 쪽의 심사 또 위원회가 여러 개 지금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이튿날 열린 2010년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카바

논란은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배종면 임상성과분석실

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지난 4일 국정감사를 마친 뒤 배종면 분석실

장이 한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감사에의 의혹 제기 및 비판이)

당혹스럽다기보다는 불쾌하다. 마치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고 발

언한 사실이 국정감사장에서 문제가 되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배종

면 실장의 불쾌하다는 발언은 문제가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자료를

잘못 만들었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의원

으로써 무척 불쾌한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최영희 의원은 진수희 보건복

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통하여 “배종면 실장은 카바와 관련된 (한국보건의

료연구원의) 조사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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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국정감사를 통하여 질의한 것을 두고 어떻게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

냐”고 물었다. 진수희 장관은 어떤 경로로 배종면 실장의 답변이 나왔는지

확인하여 보겠다고 답하였다.146)

또 민주당 쪽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회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을 가지고 코미디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문

제를 다시 지적하였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선(자유선

진당) 의원은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배종면 실장의) 그 같은 발언은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후 늦은 시간에라도 (배종면 실장을) 출석시켜 사과

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최영희 의원의 지적

은 자료에 입각하여, 국감의 질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적절한 사과와 동시에 피감기관이 상임

위원회를 모독한 사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하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카바의 문제점을 지적하

였던 여당 쪽에서도 배종면 실장의 발언에 대하여는 부적절하였다고 비판

하였다. 한나라당의 손숙미 의원은 “최영희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자료에 잘못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배종면 실장이)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같은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말하였다.

여당인 한나라당 쪽 간사인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주승용 (민주당) 의

원이 제기한 문제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아주 부적절한 언사를 한

부분으로 왜 그리 하였는지 따져보고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지적하

였다.

결국 배종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성과분석실장은 이날 오후 국정감

사장에 나와 국회의원들에게 사과하였다. 배종면 실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한 의료 전문지에 난 기사는) 전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생각이 정

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였고, 해당 매체에서 제목을 달면서 특정

14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 2010년10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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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위원 : 어제 제가 보건연구원 카바수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이 임상실험 결과 그

분석실장, 연구책임자지요. 배종면 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당혹스럽기보다는 불쾌하다,

마치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분은 이 내용을 밖으로 흘린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이 국회에서 이런 데이터를 잘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은 대단히 저야말로 불쾌합니다.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이 됐는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적절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 최영희 위원 :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

단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윤석용 위원 :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시지……

◯ 주승용 위원 : <앞 부분 생략> 배종면 연구책임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감사장에 와서 그에 대

한 경위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장관께는요, 보고서가 사전 유출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

서 왜 그것이 사전에 유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 주실 것

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재선 : 예.

보건의료원 배종면 : 실장님 지금 안 나오셨지요? 여기 지금 참석……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 예, 여기는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 위원장 이재선 :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배종면 실장을 이쪽에 오게 하기까지는

부분이 부각되어 논란이 된 것으로 안다. 이 같은 파장을 불러올 줄 몰랐

다. 최영희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하

였다. 배종면 실장의 사과에 대하여 최영희 의원은 “진심이 있어 보여 사

과는 받아들이겠다”고 답하였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자료 유출 문

제가 제기되고 연구 책임자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정착하는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

다.

[표 18] 2010년 10월 5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보건복지부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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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국정감사를 통하여 질의한 것을 두고 어떻게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

냐”고 물었다. 진수희 장관은 어떤 경로로 배종면 실장의 답변이 나왔는지

확인하여 보겠다고 답하였다.146)

또 민주당 쪽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회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을 가지고 코미디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문

제를 다시 지적하였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선(자유선

진당) 의원은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배종면 실장의) 그 같은 발언은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후 늦은 시간에라도 (배종면 실장을) 출석시켜 사과

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최영희 의원의 지적

은 자료에 입각하여, 국감의 질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적절한 사과와 동시에 피감기관이 상임

위원회를 모독한 사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하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카바의 문제점을 지적하

였던 여당 쪽에서도 배종면 실장의 발언에 대하여는 부적절하였다고 비판

하였다. 한나라당의 손숙미 의원은 “최영희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자료에 잘못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배종면 실장이)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같은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말하였다.

여당인 한나라당 쪽 간사인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주승용 (민주당) 의

원이 제기한 문제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아주 부적절한 언사를 한

부분으로 왜 그리 하였는지 따져보고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지적하

였다.

결국 배종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성과분석실장은 이날 오후 국정감

사장에 나와 국회의원들에게 사과하였다. 배종면 실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한 의료 전문지에 난 기사는) 전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생각이 정

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였고, 해당 매체에서 제목을 달면서 특정

14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 2010년10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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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위원 : 어제 제가 보건연구원 카바수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이 임상실험 결과 그

분석실장, 연구책임자지요. 배종면 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당혹스럽기보다는 불쾌하다,

마치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분은 이 내용을 밖으로 흘린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이 국회에서 이런 데이터를 잘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은 대단히 저야말로 불쾌합니다.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이 됐는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적절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 최영희 위원 :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

단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윤석용 위원 :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시지……

◯ 주승용 위원 : <앞 부분 생략> 배종면 연구책임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감사장에 와서 그에 대

한 경위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장관께는요, 보고서가 사전 유출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

서 왜 그것이 사전에 유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 주실 것

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재선 : 예.

보건의료원 배종면 : 실장님 지금 안 나오셨지요? 여기 지금 참석……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 예, 여기는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 위원장 이재선 :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배종면 실장을 이쪽에 오게 하기까지는

부분이 부각되어 논란이 된 것으로 안다. 이 같은 파장을 불러올 줄 몰랐

다. 최영희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하

였다. 배종면 실장의 사과에 대하여 최영희 의원은 “진심이 있어 보여 사

과는 받아들이겠다”고 답하였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자료 유출 문

제가 제기되고 연구 책임자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정착하는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

다.

[표 18] 2010년 10월 5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보건복지부국정감사



- 113 -

전문적인 용어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모독, 배종면 실장이 말한 것에 대

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음을 배종면 실장은 아십니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임상성과분석실장 배종면 :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10월 4

일 오후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와의 인터뷰 기사내용이 본의 아니게 위원님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주승용 위원 : 최영희 위원님이 코미디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임상성과분석실장 배종면 : 예.

◯ 주승용 위원 : 저는 이 카바수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잘못하면 엄청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이건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보건의료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분석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은 추후에 검증을 하기로 하고

요. 어제 최영희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불쾌하다” 이런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임상성과분석실장 배종면 : 예, 그것 인정합니다.

<중략>

◯ 주승용 위원 :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다. 당당하다, 나는.” 그런 말씀 하

셨지요? 그러면서 “이 보도 때문에 당신도 국감에 연루될지 모른다” 이런 말까지도 한 적 있습니

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임상성과분석실장 배종면 : 아닙니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 주승용 위원 : 안 했어요?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임상성과분석실장 배종면 : 예.

◯ 주승용 위원 : 상당히 협박 공갈적인 그런 발언을 안 하셨습니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임상성과분석실장 배종면 : 예, 그런 전화 한 적이 없습니다.

<중략>

◯ 추미애 위원 : 최영희 위원님 개인에 대한 발언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최 위원님께서 표현상의

어떤 지나친 표현을 써서 배종면 분석실장 개인에 대한 인신비방을 했다든지 한다면 개인 대 개

인의 문제이지만 제가 듣더라도 최영희 위원님 어제의 그 질의는 지극히 자료에 입각한 또 어떤

논거를 가진, 정책질의와 국감질의의 그런 수준을 벗어난 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증인이 정말 그런 말을, 만약이 아니고 뱉은 것은 사실인 거지요. 그것은 지금 제

도로서의 국정감사 전체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한……

뭐 국정감사가 코미디입니까? 국정감사 전반이, 진행하는 회의가 코미디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

요. 피감기관으로서, 피감기관에 소속된 관계인으로서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서 위원회 차원의

어떤 결의를 통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과 받고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끝낼 것

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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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위원 : 왜 그랬대요?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임상성과분석실장 배종면 : 전화 인터뷰상에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

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제목을 따는 과정에 아마 위원님들에게 본

의 아니게 심려가 된다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로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직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국감에 도

움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의원실에서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응했던 것일

뿐이고 본 자료에 대해서는 해석을 제대로 좀 해 줬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진정성 어린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어떻게 한 개인의 위원님, 국회의원님들에게 제가 폄하적인, 편파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면 저의 발언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중략>

◯ 최영희 위원 :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원이 국가기관으로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과제는 거의 초기, 그

러니까 거의 첫 번째나 두 번째 아마 그 정도 빠른 연구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가 되기를 바

라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야지 연구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런데 중간에 이런 문제가 터지고 또 연구원의 실장이 이런 발언을 하면 앞으로 연구원이 정착하

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나

중에 간사님들하고 위원장님께서 원장님께 우리들의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

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과 받아들입니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임상성과분석실장 배종면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선 : 감사합니다.

배종면 실장님, 사과 인사 여기 앞에 나와서 하시고 자리를 떠 주십시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임상성과분석실장 배종면 : 사과드립니다.

◯ 위원장 이재선 : 자, 가십시오.

 
카바의 유효성 및 안전성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 보고서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논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

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2010년 10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송명근 교수로부터 카바를

받은 뒤 외래 진료를 오지 않아 추적 관찰을 하지 못한 44명 가운데 6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2007년 3월～

2009년 11월 서울아산병원과 건국대병원에서 카바를 받은 환자 397명에 대

한 후향적 조사 결과, 사망자는 15명이라고 밝히면서 44명은 추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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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용어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모독, 배종면 실장이 말한 것에 대

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음을 배종면 실장은 아십니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임상성과분석실장 배종면 :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10월 4

일 오후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와의 인터뷰 기사내용이 본의 아니게 위원님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주승용 위원 : 최영희 위원님이 코미디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임상성과분석실장 배종면 : 예.

◯ 주승용 위원 : 저는 이 카바수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잘못하면 엄청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이건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보건의료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분석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은 추후에 검증을 하기로 하고

요. 어제 최영희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불쾌하다” 이런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임상성과분석실장 배종면 : 예, 그것 인정합니다.

<중략>

◯ 주승용 위원 :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다. 당당하다, 나는.” 그런 말씀 하

셨지요? 그러면서 “이 보도 때문에 당신도 국감에 연루될지 모른다” 이런 말까지도 한 적 있습니

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임상성과분석실장 배종면 : 아닙니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 주승용 위원 : 안 했어요?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임상성과분석실장 배종면 : 예.

◯ 주승용 위원 : 상당히 협박 공갈적인 그런 발언을 안 하셨습니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임상성과분석실장 배종면 : 예, 그런 전화 한 적이 없습니다.

<중략>

◯ 추미애 위원 : 최영희 위원님 개인에 대한 발언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최 위원님께서 표현상의

어떤 지나친 표현을 써서 배종면 분석실장 개인에 대한 인신비방을 했다든지 한다면 개인 대 개

인의 문제이지만 제가 듣더라도 최영희 위원님 어제의 그 질의는 지극히 자료에 입각한 또 어떤

논거를 가진, 정책질의와 국감질의의 그런 수준을 벗어난 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증인이 정말 그런 말을, 만약이 아니고 뱉은 것은 사실인 거지요. 그것은 지금 제

도로서의 국정감사 전체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한……

뭐 국정감사가 코미디입니까? 국정감사 전반이, 진행하는 회의가 코미디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

요. 피감기관으로서, 피감기관에 소속된 관계인으로서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서 위원회 차원의

어떤 결의를 통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과 받고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끝낼 것

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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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위원 : 왜 그랬대요?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임상성과분석실장 배종면 : 전화 인터뷰상에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

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제목을 따는 과정에 아마 위원님들에게 본

의 아니게 심려가 된다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로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직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국감에 도

움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의원실에서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응했던 것일

뿐이고 본 자료에 대해서는 해석을 제대로 좀 해 줬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진정성 어린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어떻게 한 개인의 위원님, 국회의원님들에게 제가 폄하적인, 편파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면 저의 발언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중략>

◯ 최영희 위원 :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원이 국가기관으로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과제는 거의 초기, 그

러니까 거의 첫 번째나 두 번째 아마 그 정도 빠른 연구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가 되기를 바

라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야지 연구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런데 중간에 이런 문제가 터지고 또 연구원의 실장이 이런 발언을 하면 앞으로 연구원이 정착하

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나

중에 간사님들하고 위원장님께서 원장님께 우리들의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

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과 받아들입니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임상성과분석실장 배종면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선 : 감사합니다.

배종면 실장님, 사과 인사 여기 앞에 나와서 하시고 자리를 떠 주십시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임상성과분석실장 배종면 : 사과드립니다.

◯ 위원장 이재선 : 자, 가십시오.

 
카바의 유효성 및 안전성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 보고서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논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

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2010년 10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송명근 교수로부터 카바를

받은 뒤 외래 진료를 오지 않아 추적 관찰을 하지 못한 44명 가운데 6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2007년 3월～

2009년 11월 서울아산병원과 건국대병원에서 카바를 받은 환자 397명에 대

한 후향적 조사 결과, 사망자는 15명이라고 밝히면서 44명은 추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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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위원 : 손숙미 위원입니다.

카바수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확인부터 좀 해야 되겠는데요. 보건연에서 발표

한 자료를 보면 ‘44명 중에 사망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있어서 추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얼마 전 카바수술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예.

◯ 손숙미 위원 : 44명 중에 사망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그게 저희한테 따로 요구된 건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복지부 국정감

사에서 그 얘기가 돼서……

◯ 손숙미 위원 : 그러니까 명수만 빨리 말씀해 주세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6명입니다.

◯ 손숙미 위원 : 6명 추가 확인됐지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예.

◯ 손숙미 위원 : 44명 중에서 6명 사망자가 확인된 것에 관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여섯 분이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

◯ 손숙미 위원 : 여섯 사람이 추가 사망이 되면 사망률이 3.8%에서 몇 %로 높아지지요? 5%로 높아

지지요? 5%로 높아지면 기존 수술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확실히 높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동안 카바수술법이 신의료기술로 심평원에 신청된 이후에 지금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을 보

면 과연 심평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의문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동안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행위

전문위원회에서는 신청 후 2년이 넘도록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있니 없니,

않아 사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건강보험의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44명의 사망 여부

를 확인하도록 요청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자료를 찾아본

결과 6명의 추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였다. 물론 이 6명이 카바의 부작용으

로 사망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숙미 의원은 이들 6명에 대하여 추

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47) 또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송명근 교수 편을 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강윤구 심사평가원장은 아니라고 답하였다.

[표 19] 2010년 10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14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 2010년10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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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탄압한다느니 위원들 간에 극도로 극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론

을 통해서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으면서 국민의 의구심만 키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차적인 책임이 심평원에 있다고 봅니다. 원장의 견해가 어떠십니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그런데 지금 운영, 뭡니까? 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만든 비급여 고

시에 의해서 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평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돼 있습

니다. 위원님 운영지침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략>

◯ 손숙미 위원 : 그동안에 심평원이 카바수술을 옹호하는 쪽으로 섰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손숙미 위원 : 그 중립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예.

건국대병원은 손숙미 의원이 제기한 추가 사망 의혹 6명에 대하여 바로

다음 날인 2010년 10월 20일 “(카바를 받은) 397명 가운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6명을 추가하더라도 카바 뒤 전체 사망자 수는 21명이다. 즉 카

바의 전체 사망률은 5.3%인데, 이 수치는 서울대병원의 2007년 판막치환술

수술사망률(수술 뒤 30일 이내 사망)인 6.7%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발표하

였다.148)

카바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 보고서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원회 위원들의 지적이 제기되자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대한흉부

외과학회 등에 전자우편(이메일)을 보내었다. 허대석(전 한국보건의료연구

원장) 서울대의대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2016년 6월 8일 인터뷰에서 흉부외

과학회에 전자우편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카바 논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

였다. 이는 언론 플레이와 같은 정치적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문

적인 영역에서 (카바 논란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의사에 대한 존경심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의견이 충돌

148) 이현식, “"카바 추가 사망 6명" vs "카바 우수성 입증한 것"”, 의협신문, 2010년10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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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위원 : 손숙미 위원입니다.

카바수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확인부터 좀 해야 되겠는데요. 보건연에서 발표

한 자료를 보면 ‘44명 중에 사망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있어서 추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얼마 전 카바수술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예.

◯ 손숙미 위원 : 44명 중에 사망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그게 저희한테 따로 요구된 건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복지부 국정감

사에서 그 얘기가 돼서……

◯ 손숙미 위원 : 그러니까 명수만 빨리 말씀해 주세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6명입니다.

◯ 손숙미 위원 : 6명 추가 확인됐지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예.

◯ 손숙미 위원 : 44명 중에서 6명 사망자가 확인된 것에 관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여섯 분이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

◯ 손숙미 위원 : 여섯 사람이 추가 사망이 되면 사망률이 3.8%에서 몇 %로 높아지지요? 5%로 높아

지지요? 5%로 높아지면 기존 수술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확실히 높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동안 카바수술법이 신의료기술로 심평원에 신청된 이후에 지금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을 보

면 과연 심평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의문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동안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행위

전문위원회에서는 신청 후 2년이 넘도록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있니 없니,

않아 사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건강보험의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44명의 사망 여부

를 확인하도록 요청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자료를 찾아본

결과 6명의 추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였다. 물론 이 6명이 카바의 부작용으

로 사망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숙미 의원은 이들 6명에 대하여 추

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47) 또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송명근 교수 편을 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강윤구 심사평가원장은 아니라고 답하였다.

[표 19] 2010년 10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14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 2010년10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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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탄압한다느니 위원들 간에 극도로 극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론

을 통해서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으면서 국민의 의구심만 키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차적인 책임이 심평원에 있다고 봅니다. 원장의 견해가 어떠십니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그런데 지금 운영, 뭡니까? 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만든 비급여 고

시에 의해서 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평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돼 있습

니다. 위원님 운영지침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략>

◯ 손숙미 위원 : 그동안에 심평원이 카바수술을 옹호하는 쪽으로 섰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손숙미 위원 : 그 중립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윤구 : 예.

건국대병원은 손숙미 의원이 제기한 추가 사망 의혹 6명에 대하여 바로

다음 날인 2010년 10월 20일 “(카바를 받은) 397명 가운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6명을 추가하더라도 카바 뒤 전체 사망자 수는 21명이다. 즉 카

바의 전체 사망률은 5.3%인데, 이 수치는 서울대병원의 2007년 판막치환술

수술사망률(수술 뒤 30일 이내 사망)인 6.7%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발표하

였다.148)

카바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 보고서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원회 위원들의 지적이 제기되자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대한흉부

외과학회 등에 전자우편(이메일)을 보내었다. 허대석(전 한국보건의료연구

원장) 서울대의대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2016년 6월 8일 인터뷰에서 흉부외

과학회에 전자우편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카바 논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

였다. 이는 언론 플레이와 같은 정치적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문

적인 영역에서 (카바 논란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의사에 대한 존경심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의견이 충돌

148) 이현식, “"카바 추가 사망 6명" vs "카바 우수성 입증한 것"”, 의협신문, 2010년10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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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누구 말이 옳다고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

리는 그렇지 못하였는데, 이는 우리 의료계가 그만큼 평소 신뢰를 쌓지 못

한 것이다.”

허 원장의 전자우편 건에 대하여 2011년 9월 29일에 열린 한국보건의료

연구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박은수 의원

은 “(대한흉부외과)학회의 지지 성명과 언론 작업까지 구걸해서 얻고자 했

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한 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 과

정과 결과가 떳떳하다면 이런 구차한 짓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라고 말하였다.149)

국정감사에서 왜 야당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송명근 교수와 카바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을까?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다는 카바의 문제점에 대하여 더 비판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다. 우선 참여정부가 의

료산업화를 추진하였고,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카바 링은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이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의료산업화를 추진한 민주당

이 당시 야당이기는 하였지만 카바를 지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여당

쪽은 카바를 검증하여야 한다는 의료계와 더 가까웠으며, 당시 정부인 보

건복지부를 지지하여 준다는 측면이 작용하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또

야당의 지지에 반발하면서 카바를 깎아 내렸다는 설명도 있었다.

카바 논란처럼 의료계 안에서 즉 전문가들이 이 외과기술의 유효성이나

안전성 등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 국정감사에서 여야 사이

에 논쟁이 된 일은 찾기 힘들다. 사실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 등 전문적인 영역은 의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

라고 강조하면서 주로 문제를 삼은 것은 카바실무위원회의 중간보고서 및

녹취록이 언론에 유출된 것이나 배종면 실장의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았

다. 국민들의 대의기관이라는 전제 아래 국회라는 권위를 앞세워 국회의

149) 이은빈, "보의연, 카바수술에는 가혹하고 ESD 우호적", 의협신문, 2011년9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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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내용을 비판하는 그것도 직접 국정감사 자리가 아닌 언론과의 인터뷰

에서 비판한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대하여 사과를 하도록 만든 것이다. 한

국보건의료연구원의 한 실장이 비판을 당하고 사과를 한 것이지만, 사실

이는 우리 사회의 의학 전문가들도 그 누구나 마찬가지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논문 조작 사건을 검찰에서 판단하기보다는 학계

의 자정 능력에 의하여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였던 것처럼, 송명근 교

수의 카바 논란 역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어나야 할 사안은 아니었다.

국회의원들 대다수도 카바 논란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 수 없

다며 이보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유출 등에 대하여 문제

삼았다. 즉 카바 논란은 의학계 내부의 전문성으로 평가할 사안이었다. 카

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논란은 전문가들이 스스로의 전문성을 발휘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전문가 안의 논의에서 결론짓지 못함으로서 결국에

는 정치권의 비전문적인 관점에서 혹한 비판까지 당한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4.6. 의료윤리학회 등 다른 학회 입장 발표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논란은 의료 윤리의 문제로도 확대

되었다. 송명근 교수가 카바에 필요한 수술재료를 만드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탓이었다. 즉 수술 적응증이 되지 않는 환자까지 수술 재료

를 만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수술하게 되었다는 비판이었다. 2011년 2

월 24일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카바 논란에 대한 한국의료윤리학회의 입장’

을 발표하였다.150)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카바에 대하여 1년6개월

동안 비급여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에는 심각한 의료윤리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었다. 주된 문제는 4가지를 제기하였다. 첫째는 카바에 사용되는 윤상성

150) 한국의료윤리학회, 카바 논란에 대한 한국의료윤리학회의 입장, 2011년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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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누구 말이 옳다고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

리는 그렇지 못하였는데, 이는 우리 의료계가 그만큼 평소 신뢰를 쌓지 못

한 것이다.”

허 원장의 전자우편 건에 대하여 2011년 9월 29일에 열린 한국보건의료

연구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박은수 의원

은 “(대한흉부외과)학회의 지지 성명과 언론 작업까지 구걸해서 얻고자 했

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한 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 과

정과 결과가 떳떳하다면 이런 구차한 짓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라고 말하였다.149)

국정감사에서 왜 야당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송명근 교수와 카바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을까?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다는 카바의 문제점에 대하여 더 비판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다. 우선 참여정부가 의

료산업화를 추진하였고,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카바 링은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이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의료산업화를 추진한 민주당

이 당시 야당이기는 하였지만 카바를 지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여당

쪽은 카바를 검증하여야 한다는 의료계와 더 가까웠으며, 당시 정부인 보

건복지부를 지지하여 준다는 측면이 작용하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또

야당의 지지에 반발하면서 카바를 깎아 내렸다는 설명도 있었다.

카바 논란처럼 의료계 안에서 즉 전문가들이 이 외과기술의 유효성이나

안전성 등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 국정감사에서 여야 사이

에 논쟁이 된 일은 찾기 힘들다. 사실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 등 전문적인 영역은 의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

라고 강조하면서 주로 문제를 삼은 것은 카바실무위원회의 중간보고서 및

녹취록이 언론에 유출된 것이나 배종면 실장의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았

다. 국민들의 대의기관이라는 전제 아래 국회라는 권위를 앞세워 국회의

149) 이은빈, "보의연, 카바수술에는 가혹하고 ESD 우호적", 의협신문, 2011년9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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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내용을 비판하는 그것도 직접 국정감사 자리가 아닌 언론과의 인터뷰

에서 비판한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대하여 사과를 하도록 만든 것이다. 한

국보건의료연구원의 한 실장이 비판을 당하고 사과를 한 것이지만, 사실

이는 우리 사회의 의학 전문가들도 그 누구나 마찬가지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논문 조작 사건을 검찰에서 판단하기보다는 학계

의 자정 능력에 의하여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였던 것처럼, 송명근 교

수의 카바 논란 역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어나야 할 사안은 아니었다.

국회의원들 대다수도 카바 논란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 수 없

다며 이보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유출 등에 대하여 문제

삼았다. 즉 카바 논란은 의학계 내부의 전문성으로 평가할 사안이었다. 카

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논란은 전문가들이 스스로의 전문성을 발휘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전문가 안의 논의에서 결론짓지 못함으로서 결국에

는 정치권의 비전문적인 관점에서 혹한 비판까지 당한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4.6. 의료윤리학회 등 다른 학회 입장 발표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논란은 의료 윤리의 문제로도 확대

되었다. 송명근 교수가 카바에 필요한 수술재료를 만드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탓이었다. 즉 수술 적응증이 되지 않는 환자까지 수술 재료

를 만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수술하게 되었다는 비판이었다. 2011년 2

월 24일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카바 논란에 대한 한국의료윤리학회의 입장’

을 발표하였다.150)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카바에 대하여 1년6개월

동안 비급여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에는 심각한 의료윤리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었다. 주된 문제는 4가지를 제기하였다. 첫째는 카바에 사용되는 윤상성

150) 한국의료윤리학회, 카바 논란에 대한 한국의료윤리학회의 입장, 2011년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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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 고리(카바 링)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는 신의료기

술로서의 카바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카바는

신의료기술로서의 장단점과 현재의 표준치료법 등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동의를 받은 뒤 시술하였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비

판하였다. 둘째는 시술자(송명근 교수)가 수술의 재료가 되는 제품을 개발

해 생산하는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의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연구자와 시술자는 이해상충을 연구기관, 피

험자 및 환자에게 분명히 밝혀야 하였으나, 카바의 경우 환자동의서 등에

이에 대하여 밝혔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 없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는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 ‘(카바이) 이전 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카바에 대하여 신의료기술의 전향적 임상시험을 하도

록 결정하면서도, 환자에게는 진료로서 적용하는 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

고 비판하였다. 넷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카바에 대한) 비급여 유지

결정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료윤리의 첫번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의 사명과 전문가 윤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표 20] 한국의료윤리학회에서지적한카바의문제점

문제점 내용

체계적인 검증 거치고

안고 환자에게 수술

- 카바에 사용되는 카바 링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았으나,

카바의 안전성 검증과는 별개의 사안

- 카바의 장단점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

충분하지 않음

이해상충

- 시술자가 수술의 재료가 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주주로 참여

하고 있음, 이해상충을 연구기관, 피험자 및 환자에게 분명히 밝혀

야 함

카바에 대한 전향적 연구

결정의 윤리 문제

- 이전 (판막치환) 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카바수술에 대해 신의료기술의 전향적 임상시험을 시행하도록 결정

하면서도, 환자에게 진료로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순적 결정

환자 안전의 측면에서 본

심평원의 비급여 유지 결

정의 윤리 문제

- 기존수술과 비교하여 카바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

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비급여 유지를 결정한 일은 위원회의 사명과

전문가윤리에 합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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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신의료기술은 제대로 된 의학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한국

의료윤리학회는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에 따른 윤리적 쟁점을 주시하여 왔다. 카바수술이

‘이전 (판막치환) 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향후 약 1년 반동안 카

바수술 행위에 대한 비급여를 유지하겠다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에는 심각한 의료윤리 문

제가 있다. 아래에 기술된 이유로서 우리는 대상환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미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

상으로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카바수술을 유보하도록 결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촉구한다.

한국의료윤리학회의 발표 뒤 약 열흘이 지난 시점인 2011년 3월 3일 의

료계 최고 석학들 모임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송명근 교수의 카바와 관

련해 이 수술에 사용되는 카바 링을 제작 공급하는 회사의 주식을 송명근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지적하였다.151) 의학

한림원은 송명근 교수가 2010년 12월 연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카

바 링 등을 만드는 회사의 1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송명근 교수가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전문가 윤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

하거나 (이 회사의 지분에 대한 가치인) 2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

히면 이해상충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발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해상충 윤리의 주된 내용은 논문의 저자나 각종 정책관련 위원

회의 위원이 관련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자문에 대해 과다한 보상을

받으면 연구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사전에 배제하는 검정

과정이라는 것이다. 의학한림원은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전문가 윤리가

정착되어야 새로운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보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

리나라에서도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가 전문가 윤리

로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표 21] 카바수술논란에대한한국의료윤리학회의입장전문

151) 박양명, “의학한림원도 “송명근 연구윤리 어긋난다””, 코메디닷컴, 2011년3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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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 고리(카바 링)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는 신의료기

술로서의 카바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카바는

신의료기술로서의 장단점과 현재의 표준치료법 등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동의를 받은 뒤 시술하였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비

판하였다. 둘째는 시술자(송명근 교수)가 수술의 재료가 되는 제품을 개발

해 생산하는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의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연구자와 시술자는 이해상충을 연구기관, 피

험자 및 환자에게 분명히 밝혀야 하였으나, 카바의 경우 환자동의서 등에

이에 대하여 밝혔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 없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는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 ‘(카바이) 이전 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카바에 대하여 신의료기술의 전향적 임상시험을 하도

록 결정하면서도, 환자에게는 진료로서 적용하는 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

고 비판하였다. 넷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카바에 대한) 비급여 유지

결정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료윤리의 첫번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의 사명과 전문가 윤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표 20] 한국의료윤리학회에서지적한카바의문제점

문제점 내용

체계적인 검증 거치고

안고 환자에게 수술

- 카바에 사용되는 카바 링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았으나,

카바의 안전성 검증과는 별개의 사안

- 카바의 장단점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

충분하지 않음

이해상충

- 시술자가 수술의 재료가 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주주로 참여

하고 있음, 이해상충을 연구기관, 피험자 및 환자에게 분명히 밝혀

야 함

카바에 대한 전향적 연구

결정의 윤리 문제

- 이전 (판막치환) 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카바수술에 대해 신의료기술의 전향적 임상시험을 시행하도록 결정

하면서도, 환자에게 진료로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순적 결정

환자 안전의 측면에서 본

심평원의 비급여 유지 결

정의 윤리 문제

- 기존수술과 비교하여 카바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

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비급여 유지를 결정한 일은 위원회의 사명과

전문가윤리에 합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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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신의료기술은 제대로 된 의학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한국

의료윤리학회는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에 따른 윤리적 쟁점을 주시하여 왔다. 카바수술이

‘이전 (판막치환) 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향후 약 1년 반동안 카

바수술 행위에 대한 비급여를 유지하겠다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에는 심각한 의료윤리 문

제가 있다. 아래에 기술된 이유로서 우리는 대상환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미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

상으로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카바수술을 유보하도록 결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촉구한다.

한국의료윤리학회의 발표 뒤 약 열흘이 지난 시점인 2011년 3월 3일 의

료계 최고 석학들 모임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송명근 교수의 카바와 관

련해 이 수술에 사용되는 카바 링을 제작 공급하는 회사의 주식을 송명근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지적하였다.151) 의학

한림원은 송명근 교수가 2010년 12월 연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카

바 링 등을 만드는 회사의 1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송명근 교수가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전문가 윤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

하거나 (이 회사의 지분에 대한 가치인) 2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

히면 이해상충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발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해상충 윤리의 주된 내용은 논문의 저자나 각종 정책관련 위원

회의 위원이 관련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자문에 대해 과다한 보상을

받으면 연구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사전에 배제하는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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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카바수술논란에대한한국의료윤리학회의입장전문

151) 박양명, “의학한림원도 “송명근 연구윤리 어긋난다””, 코메디닷컴, 2011년3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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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바수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데 따른 윤리 문제

이미 400례 이상 시행된 것으로 알려진 카바수술은 신의료기술 평가원칙에 따른 체계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카바수술에 사용되는 윤상성형용 고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는 신의료기술로서의 카바수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윤상성형용 고리 승인과정에서의 동물실험 결과를 포함한 근거자료 역시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신의료기술로서의 카바수술이 가진 장단점과 현재의 표준치료법 등에 대한

의료정보를 대상환자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동의를 받고 시술했다는 증거 또한 충분하지 않다.

2. 이해상충의 윤리 문제

카바수술은 시술자가 수술의 재료가 되는 제품을 개발해 생산하는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가있다. 이해상충은피험자나 환자의안전성에위해를가져올수

있고 연구 진실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연구자와 시술자는 이해상충(연관 주식 소유 등)을 연구기관,

피험자 및 환자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카바수술의 경우 진료 과정에서 환자동의서 등에 이에

관하여 밝혔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가 없다.

3.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 결정의 윤리 문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평위)를 통해 ‘이전 (판막치환) 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카바수술에 대해 신의료기술의 전향적 임상시험을 시행하도록

결정하면서도, 환자에게 진료로서의 적용도 허용하는 모순적 결정을 내렸다. ‘전향적연구가 아니므로’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의평위의 결정은 과학적인 판단이 아니다. 또한, 향후

1년 반의 짧은 기간에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자는 의평위의 결론은 장기 추적조사를 하여야 그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심장판막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관련

전문의들이 이미 시행된 모든 환자들의 임상 자료와 향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추적 관찰하여

카바수술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유효성의 검증보다 대상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한다.

4. 환자 안전의 측면에서 본 심평원의 비급여 유지 결정의 윤리 문제

의료윤리의 첫번째 원칙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다. 의평위가 기존수술과 비교하여 카

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비급여 유지를 결정한 일은 위원

회의 사명과 전문가윤리에 합당하지 않다. 이제라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심평원이 내린 카바수

술의 진료유지 결정을 철회하여 대상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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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성명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참조)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께

도 발송하였습니다.

한국의료윤리학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비판 지점은 송명근 교수가

카바 링을 만드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익

을 위하여 수술을 권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수술을 받는 환자들에게 충

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카바 링을

만드는 회사의 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발표하면 이해상충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오류라는 것이었다.

한국의료윤리학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카바에 대한 비판은 카바 링

이라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의 지분을 가진 수술 시술자는 자신의 이해

관계 때문에 수술 적응증이 아닌데도 수술을 하는 등 연구자 및 동시에 의

사로서 회사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

음을 정면으로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일으켰다. 이에 대하여

여러 언론에서도 이해상충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었으며, 의학 연구에서 이해상충 문제를 감시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 애초 언론에서 카바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가

자신의 재산 가운데 일정 금액만 자녀들을 위하여 남기고 나머지와 카바

링을 만드는 의료기기 회사의 주식 등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하여, 카바를

적용함에 있어 불필요한 환자에게 적용할 이유가 없어 이해상충에 해당되

지 않는다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료윤리학회 등의 문제 제기는 그 시점이 다소 늦었다는 지

적도 있다. 의료윤리학회 등의 문제 제기는 카바 논란이 건국대병원 심장

내과 교수들에게서 처음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2008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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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카바에 대하여 대한심장학회나 대한흉부외과학회에서 논란이 된 2008년

가을보다 각각 3년이나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4.7. 평가 조건으로 건강보험 제도권 유지 결정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이 한국보건의료연구

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비판을 할 무렵인 2010년 10월 12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카바수술실무위원회(위원장 박병주)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

의 후향적 수술성적 평가연구’와 이에 대하여 건국대병원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실무위원 11명 가운데 9명이 참석하였다.152) 이

날 회의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관계자와 카바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를 출석시켰다. 그 결과 양 쪽의 의견 차이는 수술시 진단명 분류, 사

망률, 유해사례 정의, 안전성 평가항목, 수술 부적합환자에 대한 시술문제

등에서 나타났다고 카바수술실무위원회는 설명하였다. 실무위원회는 한국

보건의료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카바 시술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없

었으며, 기존에 대동맥판막치환술과 비교하여 보면 감염성 심내막염 등 유

해 사례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카바의 안전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카바를 받은 환자들의 추적 조사에서 자료가 모아지지 않은 44명에 대한

사망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도 모두 동의하였다. 판막질환의

증상이 가벼워 수술 적응증이 되지 않는 52명에게 카바가 시행되었고, 이

가운데 사망을 포함한 심내막염 등과 같은 유해사례가 발생되었다는 보고

내용도 확인하였다. 실무위원회는 “앞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와

건국대병원 검토 의견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연구진실성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실무위원회가 연구 진실성이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힌 부분은 사실상 카

152) 최은미, “심평원 카바수술 실무위, “보건연 연구결과 동의””, 머니투데이, 2010년10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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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계속 시행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

에 대하여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카바가 제일

많이 시행되고 있는 건국대병원이 반론 보고서를 내었다는 이유만으로 연

구 진실성 규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도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카바는 미국 특

허에 등록되었다.153) 건국대병원은 이에 대하여 언론에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었고, 통신사인 연합뉴스, 뉴시스를 비롯하여 많은 일간지에서 보도하였

다. 그 내용은 “카바 및 수술 재료에 대한 미국 특허는 2004년 출원된 뒤

6년 만에 결정되었으며, 긴 시간이 소요된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

며 “이는 특허 출원 이후 등록까지 이 부문에 대한 우선권 경쟁이 매우 치

열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서 송명근 교수는

“앞으로 미국에서 카바를 시행할 경우에는 특허권 사용료를 부과하지만,

한국에서 카바 재료를 사용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법에 대한 특허

권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로서 카바에

필요한 수술 재료는 한국(2005년), 일본 및 러시아(2007년), 인도(2008년),

중국(2009년), 유럽연합(2010년) 등에 이어 미국에서도 특허를 인정받게 되

었다.

특허를 인정받았다고 하여도 카바 및 이 수술에 필요한 재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한심장학회나 대한흉부외과학

회는 카바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대한심장학회는 2011년

1월 12일 대한심장학회는 ‘송명근 교수 카바와 관련한 5차 성명서’를 내었

다.154) 주요 주장은 “송명근 교수의 오도된 카바는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카바의 비급여 고시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더 이상 카바로

무고한 환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상기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

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심장학회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이유에 대

153) 건국대병원 보도자료, 2011년1월3일

154) 대한심장학회, 송명근 교수 카바(CARVAR)수술과 관련한 5차 성명서, 2011년1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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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카바에 대하여 대한심장학회나 대한흉부외과학회에서 논란이 된 2008년

가을보다 각각 3년이나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4.7. 평가 조건으로 건강보험 제도권 유지 결정

국정감사에서 최영희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이 한국보건의료연구

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비판을 할 무렵인 2010년 10월 12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카바수술실무위원회(위원장 박병주)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

의 후향적 수술성적 평가연구’와 이에 대하여 건국대병원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실무위원 11명 가운데 9명이 참석하였다.152) 이

날 회의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관계자와 카바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를 출석시켰다. 그 결과 양 쪽의 의견 차이는 수술시 진단명 분류, 사

망률, 유해사례 정의, 안전성 평가항목, 수술 부적합환자에 대한 시술문제

등에서 나타났다고 카바수술실무위원회는 설명하였다. 실무위원회는 한국

보건의료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카바 시술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없

었으며, 기존에 대동맥판막치환술과 비교하여 보면 감염성 심내막염 등 유

해 사례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카바의 안전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카바를 받은 환자들의 추적 조사에서 자료가 모아지지 않은 44명에 대한

사망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도 모두 동의하였다. 판막질환의

증상이 가벼워 수술 적응증이 되지 않는 52명에게 카바가 시행되었고, 이

가운데 사망을 포함한 심내막염 등과 같은 유해사례가 발생되었다는 보고

내용도 확인하였다. 실무위원회는 “앞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와

건국대병원 검토 의견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연구진실성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실무위원회가 연구 진실성이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힌 부분은 사실상 카

152) 최은미, “심평원 카바수술 실무위, “보건연 연구결과 동의””, 머니투데이, 2010년10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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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계속 시행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

에 대하여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카바가 제일

많이 시행되고 있는 건국대병원이 반론 보고서를 내었다는 이유만으로 연

구 진실성 규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도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카바는 미국 특

허에 등록되었다.153) 건국대병원은 이에 대하여 언론에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었고, 통신사인 연합뉴스, 뉴시스를 비롯하여 많은 일간지에서 보도하였

다. 그 내용은 “카바 및 수술 재료에 대한 미국 특허는 2004년 출원된 뒤

6년 만에 결정되었으며, 긴 시간이 소요된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

며 “이는 특허 출원 이후 등록까지 이 부문에 대한 우선권 경쟁이 매우 치

열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서 송명근 교수는

“앞으로 미국에서 카바를 시행할 경우에는 특허권 사용료를 부과하지만,

한국에서 카바 재료를 사용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법에 대한 특허

권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로서 카바에

필요한 수술 재료는 한국(2005년), 일본 및 러시아(2007년), 인도(2008년),

중국(2009년), 유럽연합(2010년) 등에 이어 미국에서도 특허를 인정받게 되

었다.

특허를 인정받았다고 하여도 카바 및 이 수술에 필요한 재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한심장학회나 대한흉부외과학

회는 카바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대한심장학회는 2011년

1월 12일 대한심장학회는 ‘송명근 교수 카바와 관련한 5차 성명서’를 내었

다.154) 주요 주장은 “송명근 교수의 오도된 카바는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카바의 비급여 고시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더 이상 카바로

무고한 환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상기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

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심장학회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이유에 대

153) 건국대병원 보도자료, 2011년1월3일

154) 대한심장학회, 송명근 교수 카바(CARVAR)수술과 관련한 5차 성명서, 2011년1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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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6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수술이 필요 없거나 (카바) 수술의 적응증

이 되지 않는 경미한 환자 상당수가 카바를 받았고, 그 가운데에는 사망

환자도 발생하여 송명근 교수는 심각한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자행하였

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 판막수술을 대체할만한 장점이 없을 뿐만 아니

라 증상이 경미하고 비교적 건강한 환자들에게 시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합병증 발생이 많아 수술로 인한 폐해가 윤리와 안전을 도외시한 심

각한 수준에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카바는 기존의 조직판막

수술에 비하여 유해하며, 수술 실패율이 높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었다. 넷째는 카바 관련 논문은 단지 3편이나, 중복투고, 이중게재, 허위사

실 기재 및 데이터 조작이 있음이 확인되어 학자로서 윤리의식이 결여되었

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수술과 수술 재료의 특허가 수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이용하여 일반인을

기만하는 행위는 중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여섯째는 카바가 필요하

지 않은 환자들에게 비윤리적으로 시술되고 있다는 심장학회 및 흉부외과

학회 회원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송명근 교수의 모든 수술의 적응증에 대하

여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송명근 교수 쪽이 카바

재료의 미국 특허 출원 등으로 세계적인 의료기기로 성장할 수 있다는 주

장을 하였지만 대한심장학회는 송명근 교수팀의 논문에서 데이터 조작이

있다거나 카바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까지 수술을 하는 등 비윤리적인

시술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심장학회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21일 오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카바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한

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와 카바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 결과를 심의하였더

니 송명근 교수의 수술이 이전 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

인다”면서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가 이미 수술을 받은 사람을 대

상으로 ‘후향적’으로 실시되었고 병의 위중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 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논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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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전향적인 연구를 통한 카바의 검증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최종적으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2009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회가 카바에 대하여 3년이 지난 뒤 재평가하자고 결정한 것을 존중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미국 특허까지 받은 사

실이 언론 등을 통하여 크게 보도되면서 조건부 비급여를 중지하자는 결정

을 내리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다. 대신에 남아 있는 기간인 2012년

6월까지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자고 결정하였

다.15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 가운데 기존과

달라진 점 하나는 카바의 적응증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단이 기준을 엄격하

게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송명근 교수가 자의에 따라 수술 환자를 정하는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카바의 신의료기술 적용 여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의 결정은 조건부 비급여에 대한 결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이었다.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심장학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의 즉

각적인 중지를 요청하였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들 학회 등의 의견

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송명근 교

수는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156) 송명근 교수는 2011년 1월

23일 ‘전문평가위원회 결정에 대한 송명근 교수의 입장’이라는 글을 발표하

여, “1월 21일자로 발표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카바(CARVAR) 수술

에 대한 결정은 전문위원 여러분이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공

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결정을 겸

허하게 수용하며 심사에 참여하신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송명근 교수는 다른 입장도 발표하였는데 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15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카바 수술’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 산정키로, 2011년5월30일

156) 송명근, 전문평가위원회 결정에 대한 송명근 교수의 입장, 2011년1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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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6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수술이 필요 없거나 (카바) 수술의 적응증

이 되지 않는 경미한 환자 상당수가 카바를 받았고, 그 가운데에는 사망

환자도 발생하여 송명근 교수는 심각한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자행하였

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 판막수술을 대체할만한 장점이 없을 뿐만 아니

라 증상이 경미하고 비교적 건강한 환자들에게 시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합병증 발생이 많아 수술로 인한 폐해가 윤리와 안전을 도외시한 심

각한 수준에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카바는 기존의 조직판막

수술에 비하여 유해하며, 수술 실패율이 높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었다. 넷째는 카바 관련 논문은 단지 3편이나, 중복투고, 이중게재, 허위사

실 기재 및 데이터 조작이 있음이 확인되어 학자로서 윤리의식이 결여되었

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수술과 수술 재료의 특허가 수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이용하여 일반인을

기만하는 행위는 중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여섯째는 카바가 필요하

지 않은 환자들에게 비윤리적으로 시술되고 있다는 심장학회 및 흉부외과

학회 회원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송명근 교수의 모든 수술의 적응증에 대하

여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송명근 교수 쪽이 카바

재료의 미국 특허 출원 등으로 세계적인 의료기기로 성장할 수 있다는 주

장을 하였지만 대한심장학회는 송명근 교수팀의 논문에서 데이터 조작이

있다거나 카바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까지 수술을 하는 등 비윤리적인

시술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심장학회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21일 오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카바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한

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와 카바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 결과를 심의하였더

니 송명근 교수의 수술이 이전 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

인다”면서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가 이미 수술을 받은 사람을 대

상으로 ‘후향적’으로 실시되었고 병의 위중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 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논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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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전향적인 연구를 통한 카바의 검증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최종적으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2009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회가 카바에 대하여 3년이 지난 뒤 재평가하자고 결정한 것을 존중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미국 특허까지 받은 사

실이 언론 등을 통하여 크게 보도되면서 조건부 비급여를 중지하자는 결정

을 내리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다. 대신에 남아 있는 기간인 2012년

6월까지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자고 결정하였

다.15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 가운데 기존과

달라진 점 하나는 카바의 적응증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단이 기준을 엄격하

게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송명근 교수가 자의에 따라 수술 환자를 정하는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카바의 신의료기술 적용 여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의 결정은 조건부 비급여에 대한 결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이었다.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심장학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의 즉

각적인 중지를 요청하였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들 학회 등의 의견

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송명근 교

수는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156) 송명근 교수는 2011년 1월

23일 ‘전문평가위원회 결정에 대한 송명근 교수의 입장’이라는 글을 발표하

여, “1월 21일자로 발표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카바(CARVAR) 수술

에 대한 결정은 전문위원 여러분이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공

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결정을 겸

허하게 수용하며 심사에 참여하신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송명근 교수는 다른 입장도 발표하였는데 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15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카바 수술’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 산정키로, 2011년5월30일

156) 송명근, 전문평가위원회 결정에 대한 송명근 교수의 입장, 2011년1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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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학회와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일부 학회와 코메디닷컴, SBS ‘그

것이 알고 싶다’팀 등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에 대해서는 “카바(CARVAR) 수술을 고의로 퇴출시키려고 시

도한 행위와 다름이 없다”며 “자칫하였으면 획기적인 신기술과 이를 개발

한 의사가 한꺼번에 매장될 수도 있었던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아울러 “이런 엉터리 연구를 위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한 허대석 한

국보건의료연구원장과 배종면 실장 등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번 일로 공정성과 신뢰를 상실하여, 이

기관의 신뢰와 정상적인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송명근 교수의 이런 주장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제대로 파

악하지 못한 데에서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송명근 교수가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였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경고하

고 나섰기 때문이다.157) 복지부는 2011년 1월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의

학)전문지 등에서 낸 “송명근 교수의 입장” 관련 해명자료’에서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의 연구를 신뢰하며, 카바가 기존에 검증된 대동맥판치환술에

비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인의 전문적 영역을 존

중하고, 새로운 시술임을 감안하여 전향적 연구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들은 카바에 대하여 조건부 비급여를 유

지하는 결정에 계속 반대하였다. 먼저 2011년 1월 25일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 안혁·서울의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성명을 내었다.158) 카바가 기존의 판막수술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결국 송명근 교수와 건국대병원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이었

157) 엄휘순, “복지부, 카바수술 보고서 허위 주장 송 교수에 경고”, 쿠키뉴스, 2011년1월25일

158) 이석영, “흉부외과학회 “송 교수에 면죄부...심각히 우려””, 의협신문, 2011년1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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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흉부외과학회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과정이 부적절하다.

과학적 검증을 위한 평가위원을 시술자(송명근 교수)의 의도에 따라 재결

성하고 교체하는 상황은 이번 카바 건이 유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흉

부외과학회는 또 “특히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도 카바의

적응증이 (적용)되지 않는 다수의 사례를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확인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치나 처벌 없이 (카바)수술을 계속 허용한 관

계당국의 (결정과)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발표하였다. 흉부외과학

회는 “기존의 (의학적으로) 정립된 판막질환 치료를 하고 있는 흉부외과와

심장내과 등 관련 분야의 모든 의료인들을 파렴치한으로 매도하고 심장병

환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송명근 교수의 비윤리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적응증과 안전성의 실체가 없는 카바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발

표하였다.

대한심장학회의 입장도 흉부외과학회와 거의 같았다. 2011년 1월 31일에

대한심장학회는 또 카바와 관련된 6차 성명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카바수술 쟁점사항 검토에 대한 대한심장학회의 입

장’이라는 제목으로 내었다.159) 이 성명서는 정남식 대한심장학회 이사장

명의로 발표되었다. 이 성명서에서 대한심장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카바 전문가 자문단의 최근 보고는 송명근 교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송명근 교수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바가 획기

적인 신수술기법으로 호도되었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여 줬다”고 발표하였다. 심장학회는 또 “판막 수술에 대한 전

향적 연구는 1년 6개월이라는 단 기간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아무리 적

응증을 잘 잡아도 그 유해성이 명백한데도 전향적인 연구라는 명목 하에

카바를 계속하도록 용인해 준다는 것은 사이비 의료에 대한 감시 감독 기

능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159) 대한심장학회, 카바 관련 6차 성명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카바

수술 쟁점사항 검토에 대한 대한심장학회의 입장’, 2011년1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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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학회와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일부 학회와 코메디닷컴, SBS ‘그

것이 알고 싶다’팀 등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에 대해서는 “카바(CARVAR) 수술을 고의로 퇴출시키려고 시

도한 행위와 다름이 없다”며 “자칫하였으면 획기적인 신기술과 이를 개발

한 의사가 한꺼번에 매장될 수도 있었던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아울러 “이런 엉터리 연구를 위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한 허대석 한

국보건의료연구원장과 배종면 실장 등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번 일로 공정성과 신뢰를 상실하여, 이

기관의 신뢰와 정상적인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송명근 교수의 이런 주장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을 제대로 파

악하지 못한 데에서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송명근 교수가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였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경고하

고 나섰기 때문이다.157) 복지부는 2011년 1월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의

학)전문지 등에서 낸 “송명근 교수의 입장” 관련 해명자료’에서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의 연구를 신뢰하며, 카바가 기존에 검증된 대동맥판치환술에

비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인의 전문적 영역을 존

중하고, 새로운 시술임을 감안하여 전향적 연구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들은 카바에 대하여 조건부 비급여를 유

지하는 결정에 계속 반대하였다. 먼저 2011년 1월 25일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 안혁·서울의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성명을 내었다.158) 카바가 기존의 판막수술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결국 송명근 교수와 건국대병원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이었

157) 엄휘순, “복지부, 카바수술 보고서 허위 주장 송 교수에 경고”, 쿠키뉴스, 2011년1월25일

158) 이석영, “흉부외과학회 “송 교수에 면죄부...심각히 우려””, 의협신문, 2011년1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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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흉부외과학회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과정이 부적절하다.

과학적 검증을 위한 평가위원을 시술자(송명근 교수)의 의도에 따라 재결

성하고 교체하는 상황은 이번 카바 건이 유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흉

부외과학회는 또 “특히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도 카바의

적응증이 (적용)되지 않는 다수의 사례를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확인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치나 처벌 없이 (카바)수술을 계속 허용한 관

계당국의 (결정과)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발표하였다. 흉부외과학

회는 “기존의 (의학적으로) 정립된 판막질환 치료를 하고 있는 흉부외과와

심장내과 등 관련 분야의 모든 의료인들을 파렴치한으로 매도하고 심장병

환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송명근 교수의 비윤리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적응증과 안전성의 실체가 없는 카바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발

표하였다.

대한심장학회의 입장도 흉부외과학회와 거의 같았다. 2011년 1월 31일에

대한심장학회는 또 카바와 관련된 6차 성명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카바수술 쟁점사항 검토에 대한 대한심장학회의 입

장’이라는 제목으로 내었다.159) 이 성명서는 정남식 대한심장학회 이사장

명의로 발표되었다. 이 성명서에서 대한심장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카바 전문가 자문단의 최근 보고는 송명근 교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송명근 교수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바가 획기

적인 신수술기법으로 호도되었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여 줬다”고 발표하였다. 심장학회는 또 “판막 수술에 대한 전

향적 연구는 1년 6개월이라는 단 기간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아무리 적

응증을 잘 잡아도 그 유해성이 명백한데도 전향적인 연구라는 명목 하에

카바를 계속하도록 용인해 준다는 것은 사이비 의료에 대한 감시 감독 기

능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159) 대한심장학회, 카바 관련 6차 성명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카바

수술 쟁점사항 검토에 대한 대한심장학회의 입장’, 2011년1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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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는 “(카바에 대한) 전향적 연구로 입게 될 환자의 피해에 대한 책

임은 송명근 교수 개인뿐만 아니라 건국대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복지부가 함께 질 수 밖에 없다”고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심장학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환자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카바를 중지하도록 결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1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송명근 교수의 카바에 대하여 ‘전향적 연

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환자들에게 비급여 수술비를 받을 수 있도록 관

련 고시를 개정하였으며, 이 고시는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1년 3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따

른 것이다. 이 고시에는 카바를 하려면 기관윤리위원회(IRB)를 통과한 전

향적 연구계획서를 카바수술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카

바를 받으려는 환자에게는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판막치환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뒤 카바를 받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160)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생겨 카바에 대하여 후향적 연

구로 카바는 중단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는 하였고 대한심장학회나

대한흉부외과학회에서 카바의 문제점을 학문적으로 제기하였지만, 이에 대

하여 건국대병원도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반박하였고 이런 논란이

국회의 정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건강

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등 건강보험 당국이 2009년 4월 결정하였던

조건부 비급여를 뒤엎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신생 조직인 한국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른바 ‘언론플레이’ 등을 위하여 카바실무위원회의 회

의록 등을 언론에 유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허대석 한국보건의료

연구원장은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대한흉부외과학회에 카바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드

러나기도 하여, 몇몇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

160) 최은미, “보건당국, 카바수술 ‘제동’..임상시험 아니면 못해”, 머니투데이, 2011년5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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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

되는 마당이었다. 게다가 앞서 유럽연합,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등에 이

어 2011년 1월 미국에서도 카바 및 수술 재료의 특허가 등록되면서 카바를

중단시키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다. 카바 논란의 공정성을 유지한다

는 차원에서라도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

다.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가 2009년 4월 국내에서는 처음

으로 조건부 비급여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이 결정을 뒤엎지 않

으려는 관료적인 태도도 조건부 비급여 유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건부 비급여는 원래대로 3년 동안 계속되는 것으

로 결정되었고, 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나서서 안전성 및 유효성

논란을 크게 일으킨 점을 감안하면, 조건부 비급여 유지 결정은 수술 개발

자인 송명근 교수에게 우호적인 평가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송명근 교

수는 공공기관의 이와 같은 결정을 바탕으로 그동안 자신을 비판하여 온

대한심장학회나 언론 등을 향하여 비판을 할 좋은 기회로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카바의 효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당장 2011년 5월 24

일 건국대병원은 2007년 10월～2011년 3월 카바를 받은 환자 586명의 평가

결과, 카바를 받은 뒤에 사망한 환자는 19명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다. 판

막질환이나 대동맥협착 등 질환별로 사망률은 0～6.8%이고, 전체의 13명만

재수술을 받아 재수술률은 1.1%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아시아흉부외과학회, 세계심혈관학회, 세계판막학회 등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조건부 비급여를 유지하는 결정에는 카바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전향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강화되었다는 것이었다. 송명근

교수가 카바를 환자에게 적용하려면 전향적 연구를 위한 연구계획서를 작

성하여 기관윤리위원회(IRB)를 통과하여야 하며 그 뒤 카바수술자문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또 카바를 받으려는 환자에게는 이미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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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는 “(카바에 대한) 전향적 연구로 입게 될 환자의 피해에 대한 책

임은 송명근 교수 개인뿐만 아니라 건국대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복지부가 함께 질 수 밖에 없다”고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심장학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환자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카바를 중지하도록 결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1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송명근 교수의 카바에 대하여 ‘전향적 연

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환자들에게 비급여 수술비를 받을 수 있도록 관

련 고시를 개정하였으며, 이 고시는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1년 3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따

른 것이다. 이 고시에는 카바를 하려면 기관윤리위원회(IRB)를 통과한 전

향적 연구계획서를 카바수술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카

바를 받으려는 환자에게는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판막치환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뒤 카바를 받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160)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생겨 카바에 대하여 후향적 연

구로 카바는 중단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는 하였고 대한심장학회나

대한흉부외과학회에서 카바의 문제점을 학문적으로 제기하였지만, 이에 대

하여 건국대병원도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반박하였고 이런 논란이

국회의 정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건강

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등 건강보험 당국이 2009년 4월 결정하였던

조건부 비급여를 뒤엎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신생 조직인 한국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른바 ‘언론플레이’ 등을 위하여 카바실무위원회의 회

의록 등을 언론에 유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허대석 한국보건의료

연구원장은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대한흉부외과학회에 카바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드

러나기도 하여, 몇몇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

160) 최은미, “보건당국, 카바수술 ‘제동’..임상시험 아니면 못해”, 머니투데이, 2011년5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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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

되는 마당이었다. 게다가 앞서 유럽연합,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등에 이

어 2011년 1월 미국에서도 카바 및 수술 재료의 특허가 등록되면서 카바를

중단시키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다. 카바 논란의 공정성을 유지한다

는 차원에서라도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

다.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가 2009년 4월 국내에서는 처음

으로 조건부 비급여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이 결정을 뒤엎지 않

으려는 관료적인 태도도 조건부 비급여 유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건부 비급여는 원래대로 3년 동안 계속되는 것으

로 결정되었고, 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나서서 안전성 및 유효성

논란을 크게 일으킨 점을 감안하면, 조건부 비급여 유지 결정은 수술 개발

자인 송명근 교수에게 우호적인 평가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송명근 교

수는 공공기관의 이와 같은 결정을 바탕으로 그동안 자신을 비판하여 온

대한심장학회나 언론 등을 향하여 비판을 할 좋은 기회로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카바의 효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당장 2011년 5월 24

일 건국대병원은 2007년 10월～2011년 3월 카바를 받은 환자 586명의 평가

결과, 카바를 받은 뒤에 사망한 환자는 19명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다. 판

막질환이나 대동맥협착 등 질환별로 사망률은 0～6.8%이고, 전체의 13명만

재수술을 받아 재수술률은 1.1%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아시아흉부외과학회, 세계심혈관학회, 세계판막학회 등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조건부 비급여를 유지하는 결정에는 카바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전향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강화되었다는 것이었다. 송명근

교수가 카바를 환자에게 적용하려면 전향적 연구를 위한 연구계획서를 작

성하여 기관윤리위원회(IRB)를 통과하여야 하며 그 뒤 카바수술자문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또 카바를 받으려는 환자에게는 이미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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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되는 판막치환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뒤 카바를 받겠다는 동의

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울러 송명근 교수가 카바의 적

응증이 되지 않는 경증 환자까지 수술한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

가 자문단이 정한 수술 적응증에 따라 수술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

어 있었다. 즉 송명근 교수가 질병의 경중 여부가 아닌 자의에 따라 수술

환자를 정하는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었다.161) 이는 2009년 카바에 대하

여 조건부 비급여를 결정할 때 전향적인 연구로 카바의 유효성 및 안전성

을 확인하기로 한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아예 조건부 비

급여 고시 내용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복지부는 “엄격한 수술 적응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시에 신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밝혔다.

카바를 시행하려면 카바수술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고시가 개정되

었기 때문에 송명근 교수 및 건국대병원은 이 위원회에 대하여 문제 제기

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즉 카바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 건국대병원은 카바수술관리위원회 가운데 6

명의 위원을 교체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162) 무려 9명 가운데 6명에 대하

여 교체를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국대병원이 교체를 요구한 6명은 정철현 서울

아산병원 횽부외과 교수, 김경환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 이창하 부천세

종병원 흉부외과 교수, 손대원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김덕경 삼성서울

병원 심장내과 교수, 송재관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 등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국대병원의 위원 교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위원회 구성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

우라고 보기 힘들며, 학문적 소신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학교나 병원 출신이라고 제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161) 보건복지부, ‘카바 수술’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 산정키로, 2011년5월30일 보도자료

162) 박도영, “카바관리위원회 위원 “현행대로 유지””, 코메디닷컴, 2011년6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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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또 “카바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카바수술관

리)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는 연구자의 평소 의견을 감안할 때 위원을 변

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또

“더 많은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 수를 늘리고자 송명근 교수 쪽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지만 적합한 위원이 없다고 회신하여 와 위원 수 변경 없

이 9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카바수술관리위원회는 2011년 7월 1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

대한심장학회와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전문 학회의 의견을 받아서 카바의

적응증에서 대동맥박리와 심내막염 등 급성 대동맥관폐쇄부전 환자는 제외

하기로 하였다. 또 마르판증후군 등 선천성 질환이나 베체트병 또는 타카

수야씨병 등과 같은 동맥염이 있어 대동맥근부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제

외하였다. 또 건국대병원 등 해당 병원 있는 기관윤리심사위(IRB) 승인을

얻은 뒤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고 수술을 하여야 조건부 비

급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건부 비급여를 처음 결정하였을 때에도 전향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

여 이에 대하여 기관윤리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뒤 수술하여야 하였지만 이

를 어겨도 제재 조치가 없었던 상황에서 조건부 비급여 고시 개정으로 수

술 적응증 등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송명근 교수는 곧바로 반발하였다. 같

은 날 송명근 교수는 한 인터넷 의료분야 전문지와 만나 카바수술관리위원

회의 지침을 전해 듣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163) 송명근 교수는 이어 “현재 카바수술관리위원회에 소속된 몇몇

위원들은 심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허위 조작된 보고서로

처벌받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며 “현 상황이 지속될 시 신의료기술 신청

을 취소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 신청 취소까지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다시 반박하면서 송명근 교수와 갈등이 점차 커져갔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바로 다음날인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송명근 교수의 비판을

163) 황인태, “송명근 교수 반발,,,카발 신의료기술 신청 취소도 검토”, 메디파나뉴스, 2011년7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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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되는 판막치환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뒤 카바를 받겠다는 동의

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울러 송명근 교수가 카바의 적

응증이 되지 않는 경증 환자까지 수술한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

가 자문단이 정한 수술 적응증에 따라 수술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

어 있었다. 즉 송명근 교수가 질병의 경중 여부가 아닌 자의에 따라 수술

환자를 정하는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었다.161) 이는 2009년 카바에 대하

여 조건부 비급여를 결정할 때 전향적인 연구로 카바의 유효성 및 안전성

을 확인하기로 한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아예 조건부 비

급여 고시 내용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복지부는 “엄격한 수술 적응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시에 신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밝혔다.

카바를 시행하려면 카바수술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고시가 개정되

었기 때문에 송명근 교수 및 건국대병원은 이 위원회에 대하여 문제 제기

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즉 카바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 건국대병원은 카바수술관리위원회 가운데 6

명의 위원을 교체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162) 무려 9명 가운데 6명에 대하

여 교체를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국대병원이 교체를 요구한 6명은 정철현 서울

아산병원 횽부외과 교수, 김경환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 이창하 부천세

종병원 흉부외과 교수, 손대원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김덕경 삼성서울

병원 심장내과 교수, 송재관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 등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국대병원의 위원 교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위원회 구성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

우라고 보기 힘들며, 학문적 소신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학교나 병원 출신이라고 제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161) 보건복지부, ‘카바 수술’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 산정키로, 2011년5월30일 보도자료

162) 박도영, “카바관리위원회 위원 “현행대로 유지””, 코메디닷컴, 2011년6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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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또 “카바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카바수술관

리)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는 연구자의 평소 의견을 감안할 때 위원을 변

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또

“더 많은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 수를 늘리고자 송명근 교수 쪽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지만 적합한 위원이 없다고 회신하여 와 위원 수 변경 없

이 9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카바수술관리위원회는 2011년 7월 1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

대한심장학회와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전문 학회의 의견을 받아서 카바의

적응증에서 대동맥박리와 심내막염 등 급성 대동맥관폐쇄부전 환자는 제외

하기로 하였다. 또 마르판증후군 등 선천성 질환이나 베체트병 또는 타카

수야씨병 등과 같은 동맥염이 있어 대동맥근부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제

외하였다. 또 건국대병원 등 해당 병원 있는 기관윤리심사위(IRB) 승인을

얻은 뒤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고 수술을 하여야 조건부 비

급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건부 비급여를 처음 결정하였을 때에도 전향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

여 이에 대하여 기관윤리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뒤 수술하여야 하였지만 이

를 어겨도 제재 조치가 없었던 상황에서 조건부 비급여 고시 개정으로 수

술 적응증 등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송명근 교수는 곧바로 반발하였다. 같

은 날 송명근 교수는 한 인터넷 의료분야 전문지와 만나 카바수술관리위원

회의 지침을 전해 듣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163) 송명근 교수는 이어 “현재 카바수술관리위원회에 소속된 몇몇

위원들은 심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허위 조작된 보고서로

처벌받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며 “현 상황이 지속될 시 신의료기술 신청

을 취소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 신청 취소까지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다시 반박하면서 송명근 교수와 갈등이 점차 커져갔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바로 다음날인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송명근 교수의 비판을

163) 황인태, “송명근 교수 반발,,,카발 신의료기술 신청 취소도 검토”, 메디파나뉴스, 2011년7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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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였다. 우선 카바 적용 대상 질환이 기존에 견주어 5분의 1이 되었다

는 송명근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송명근 교수 등) 카바 시술자가 추천한

위원 3명이 포함된 카바전문가자문단도 조건부 비급여를 유지하려면 카바

의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카바를 시행

하는 시술자 및 의료기관은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전향적 연구 및 근거 창출

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164)

하지만 송명근 교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갈등으로 카바를 검증하기

위한 전향적 연구는 잘 수행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송명근 교수가 카바를

하고도 기존의 대동맥판성형술로 건강보험에 청구를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

었다.165) 2010년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에서도 카바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

장에서 질의를 하였던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2011년 9월 20일 열린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명근 교수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된 건수가) 14건”이라며 “건국대병원에 영상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

였으나 이를 통하여 카바 링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하였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송명근 교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의료

기술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7월에 이미 영상 자료를 청구하여 놓은 상

태이었다. 이에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건국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영상 자료를 보내지 않은 것은 의사 개인의 견해로 자료 제출을 거

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송명근 교수에게 영상 자료를) 악착같이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166) 10월 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

건복지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송명근 교수

가 카바를 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수술인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진료비

16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2011년7월20일

165) 곽성순, “송명근 교수 ‘대동맥판성형술’에 카바 링 사용했나?”, 코리아헬스로그, 2011년9월20일

166) 송수연, “카바수술→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 용납 안 돼”, 코리아헬스로그, 2011년10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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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청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 “(조건부 비급여로 아직 건강보험이 공

식) 허용되지 않은 시술을 하고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는) 시술로 청구

하였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조건부 비급

여인 카바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하였다면 적법

한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건국대병원

에서 대동맥판성형술로 진료비를 청구한 건수는) 25건”이라며 “건국대병원

에서 관련 영상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지난 9월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대동맥판성형술로 청구한 건수가 14

건이었지만 그 사이 11건을 더 하였는지 아니면 이미 하였지만 새로 확인

된 건수가 11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

사평가위원회가 10월 21일, 11월 24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이를 확인한

결과, 25건 가운데 카바 건수가 있다는 것이 확인하였다.167) 이는 전향적인

연구를 전제로 조건부 비급여를 받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어기는 것

이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건강보험에 청구하여 받은 진

료비는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하여 송명근 교수 쪽 입

장은 지난 6월 개정된 조건부 비급여 고시안에서는 수술 적응증에 대하여

규정하였지만 수술에 사용하는 재료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카바 링을 사용

하여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카바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는 대한심장학회와 대한흉부외과학회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숱한 문제 제

기를 하여 카바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고시가 전향적 연구를 강제하는 것

으로 강화된 측면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는 당시의 의료

계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다. 당시만 하여도 의과대

학을 다니거나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때 새로운 수술에 대하여 의학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

이다. 결국 외과 의사를 비롯하여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 중에 새로운 수술

167) 조현욱, ““건대병원 일부 시술은 카바 수술””, 코메디닷컴, 2011년12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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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였다. 우선 카바 적용 대상 질환이 기존에 견주어 5분의 1이 되었다

는 송명근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송명근 교수 등) 카바 시술자가 추천한

위원 3명이 포함된 카바전문가자문단도 조건부 비급여를 유지하려면 카바

의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카바를 시행

하는 시술자 및 의료기관은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전향적 연구 및 근거 창출

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164)

하지만 송명근 교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갈등으로 카바를 검증하기

위한 전향적 연구는 잘 수행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송명근 교수가 카바를

하고도 기존의 대동맥판성형술로 건강보험에 청구를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

었다.165) 2010년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에서도 카바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

장에서 질의를 하였던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2011년 9월 20일 열린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명근 교수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된 건수가) 14건”이라며 “건국대병원에 영상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

였으나 이를 통하여 카바 링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하였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송명근 교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의료

기술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7월에 이미 영상 자료를 청구하여 놓은 상

태이었다. 이에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건국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영상 자료를 보내지 않은 것은 의사 개인의 견해로 자료 제출을 거

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송명근 교수에게 영상 자료를) 악착같이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166) 10월 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

건복지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송명근 교수

가 카바를 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수술인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진료비

16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2011년7월20일

165) 곽성순, “송명근 교수 ‘대동맥판성형술’에 카바 링 사용했나?”, 코리아헬스로그, 2011년9월20일

166) 송수연, “카바수술→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 용납 안 돼”, 코리아헬스로그, 2011년10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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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청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 “(조건부 비급여로 아직 건강보험이 공

식) 허용되지 않은 시술을 하고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는) 시술로 청구

하였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조건부 비급

여인 카바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하였다면 적법

한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건국대병원

에서 대동맥판성형술로 진료비를 청구한 건수는) 25건”이라며 “건국대병원

에서 관련 영상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지난 9월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대동맥판성형술로 청구한 건수가 14

건이었지만 그 사이 11건을 더 하였는지 아니면 이미 하였지만 새로 확인

된 건수가 11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

사평가위원회가 10월 21일, 11월 24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이를 확인한

결과, 25건 가운데 카바 건수가 있다는 것이 확인하였다.167) 이는 전향적인

연구를 전제로 조건부 비급여를 받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어기는 것

이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건강보험에 청구하여 받은 진

료비는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하여 송명근 교수 쪽 입

장은 지난 6월 개정된 조건부 비급여 고시안에서는 수술 적응증에 대하여

규정하였지만 수술에 사용하는 재료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카바 링을 사용

하여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카바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는 대한심장학회와 대한흉부외과학회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숱한 문제 제

기를 하여 카바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고시가 전향적 연구를 강제하는 것

으로 강화된 측면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는 당시의 의료

계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다. 당시만 하여도 의과대

학을 다니거나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때 새로운 수술에 대하여 의학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

이다. 결국 외과 의사를 비롯하여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 중에 새로운 수술

167) 조현욱, ““건대병원 일부 시술은 카바 수술””, 코메디닷컴, 2011년12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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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을 지키면서 새로운 수술을 개발할 수 있음을 교육하여야 하는 이

유가 여기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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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카바의 신의료기술로서의 운명 결정

5.1. 정부의 카바자문위원회 구성

카바의 적응증을 제한하고 카바수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술을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비급여를 유지하였지만, 송명근 교수는 조건부 비급여 유

지를 위한 고시 개정안에서 수술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송명근 교수가 조건부 비급여 적용을 받는 카바를 적용하고도 건강보험 급

여가 되는 기존의 대동맥판성형술로 청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국대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송명근 교수가 카바를 적용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동맥판성형술로 청

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한심장학회 등 그동안 카바를 비판하여

온 학계에서는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물론 송명근 교수가 의학적인

검증을 받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하여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심장학회가 12

월 2일 연 제 55차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카바 논란을 다시 다루었다.168) 송

명근 교수와 같은 흉부외과 전공이었던 김경환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

는 주제 발표를 하였는데, “카바는 의료윤리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여기에

환자 기만과 혹세무민이 더해진 경우”라고 비판하였다. 김경환 교수가 문

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송명근 교수가 전향적인 연구를 거부하고 있는 점,

카바에 대하여 제대로 동물시험을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시행된 점 등을

꼽았다. 김경환 교수는 건국대 심장내과 교수들이 해임된 문제를 거론하며

“흉부외과 의사로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여야 할 문제를 심장내과 교수들이

바로잡으려다가 피해를 보는 지경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수치스러움을 느꼈

다”고 발언하였다. 김경환 교수는 끝으로 “(카바의 평가에 대하여)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송명근 교수의 언론 플레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168) 송수연, ““카바 수술 신의료기술 아니다…환자 기만하고 혹세무민””, 코메디닷컴, 2011년12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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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모습을 보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심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

이기도 하였다. 다음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병주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연구자 또는 학자라면 배우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고 몰랐다면

받아들이고 적용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며 “송명근 교수는 그런 자

세가 없다.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생각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 학술대회

에는 건국대병원에서 해임되고 당시에는 고려대의대 구로병원에서 근무하

고 있었던 한성우 교수가 참석하여 카바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건국대병원에서 송명근 교수와 함께 일하고 있었던 신제균 건국대

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이런 비판들은) 카바 수술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

문에 나오는 비판”이라며 “이 와중에도 외국에서는 40명이 넘는 의사들이

배우고 갔지만 국내 의사는 배우고 가지도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다른 교

수들의 비판에 대하여 신제균 교수는 “너무 공격을 위한 이야기 아니냐”며

“송명근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학술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한심장학회 학술대회에 송명근 교

수를 초정하였으나, 송명근 교수는 이 학술대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이후 이번에는 송명근 교수가 카바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2012년 1월 5

일 제안하였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하기로 하였지만 이번에는 대

한심장학회가 참석하지 않았다.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 공식 참여를

요청하였지만, 이는 무시한 뒤 별도의 토론회를 마련하여 참석을 요청한

저의를 의심한다는 것이었다.

송명근 교수와 대한심장학회는 토론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

리는 비판을 하였다. 마침내 3개월 뒤인 2012년 4월 20일 대한심장학회와

송명근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가

공동으로 마련으로 토론회에서 만났다. 이 토론회에서 송명근 교수는 2007

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동맥판막질환으로 카바를 받은 환자 399명,

관상동맥질환과 대동맥질환으로 카바를 받은 환자 33명의 환자를 짧게는 1

개월에서 길게는 4년 6개월 추적 관찰한 결과, 수술 직후 사망자는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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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6개월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사망률은 1.6%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

다. 이에 대하여 대한심장학회는 증상이 경미하여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

를 수술하거나 카바를 받고 난 뒤 사망률을 조작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

고, 카바를 하고도 기존의 대동맥판성형술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였

거나 복지부의 조건부 비급여 고시에 규정된 전향적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카바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토론회가 성사되기는

하였지만 대한심장학회 등 학회와 송명근 교수 사이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

지 않았다.169)

카바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기간이 6월초까지로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

에 도달할 무렵인 2012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카바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하고 그 동안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카

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료

계 전문가 4명, 정부 산하 기관 소속 2명, 보건복지부 소속 1명, 법조계 1

명, 소비자단체 1명, 언론계 인사 1명씩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자

문위원회에는 송명근 교수와 대한심장학회 등 관련 학회 등이 출석하여 직

접 의견을 말하는 기회도 주기로 하였다.170) 카바 자문위원회 명단은 다음

과 같다.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최보문 한국의료윤리학회

장, 임태환 신의료기술평가위원, 이태용 충남대의대 교수 등 의료계 및 윤

리계 위원과, 남기정 변호사,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총장, 채인택 중앙일

보 논설위원, 이선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

가위원, 장재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등 10명이었다.

하지만 원래 복지부 고시로서 조건부 비급여로 인정된 기한인 2012년 6

월 15일이 지나도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스스로 만든 정부

고시안을 정부가 어긴 셈이어서, 이후 의학계의 비판은 물론 국정감사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169) 고신정, “송명근 vs 심장학회 ‘맞짱 토론’ 무슨 얘기 오갔나”, 의협신문, 2012년4월21일

170) 이오현, “복지부, ‘카바수술 자문위원회’ 구성”, 코메디닷컴, 2012년5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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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고 적용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며 “송명근 교수는 그런 자

세가 없다.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생각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 학술대회

에는 건국대병원에서 해임되고 당시에는 고려대의대 구로병원에서 근무하

고 있었던 한성우 교수가 참석하여 카바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건국대병원에서 송명근 교수와 함께 일하고 있었던 신제균 건국대

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이런 비판들은) 카바 수술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

문에 나오는 비판”이라며 “이 와중에도 외국에서는 40명이 넘는 의사들이

배우고 갔지만 국내 의사는 배우고 가지도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다른 교

수들의 비판에 대하여 신제균 교수는 “너무 공격을 위한 이야기 아니냐”며

“송명근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학술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한심장학회 학술대회에 송명근 교

수를 초정하였으나, 송명근 교수는 이 학술대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이후 이번에는 송명근 교수가 카바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2012년 1월 5

일 제안하였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하기로 하였지만 이번에는 대

한심장학회가 참석하지 않았다.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 공식 참여를

요청하였지만, 이는 무시한 뒤 별도의 토론회를 마련하여 참석을 요청한

저의를 의심한다는 것이었다.

송명근 교수와 대한심장학회는 토론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

리는 비판을 하였다. 마침내 3개월 뒤인 2012년 4월 20일 대한심장학회와

송명근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가

공동으로 마련으로 토론회에서 만났다. 이 토론회에서 송명근 교수는 2007

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동맥판막질환으로 카바를 받은 환자 399명,

관상동맥질환과 대동맥질환으로 카바를 받은 환자 33명의 환자를 짧게는 1

개월에서 길게는 4년 6개월 추적 관찰한 결과, 수술 직후 사망자는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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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6개월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사망률은 1.6%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

다. 이에 대하여 대한심장학회는 증상이 경미하여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

를 수술하거나 카바를 받고 난 뒤 사망률을 조작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

고, 카바를 하고도 기존의 대동맥판성형술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였

거나 복지부의 조건부 비급여 고시에 규정된 전향적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카바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토론회가 성사되기는

하였지만 대한심장학회 등 학회와 송명근 교수 사이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

지 않았다.169)

카바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기간이 6월초까지로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

에 도달할 무렵인 2012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카바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하고 그 동안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카

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료

계 전문가 4명, 정부 산하 기관 소속 2명, 보건복지부 소속 1명, 법조계 1

명, 소비자단체 1명, 언론계 인사 1명씩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자

문위원회에는 송명근 교수와 대한심장학회 등 관련 학회 등이 출석하여 직

접 의견을 말하는 기회도 주기로 하였다.170) 카바 자문위원회 명단은 다음

과 같다.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최보문 한국의료윤리학회

장, 임태환 신의료기술평가위원, 이태용 충남대의대 교수 등 의료계 및 윤

리계 위원과, 남기정 변호사,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총장, 채인택 중앙일

보 논설위원, 이선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

가위원, 장재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등 10명이었다.

하지만 원래 복지부 고시로서 조건부 비급여로 인정된 기한인 2012년 6

월 15일이 지나도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스스로 만든 정부

고시안을 정부가 어긴 셈이어서, 이후 의학계의 비판은 물론 국정감사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169) 고신정, “송명근 vs 심장학회 ‘맞짱 토론’ 무슨 얘기 오갔나”, 의협신문, 2012년4월21일

170) 이오현, “복지부, ‘카바수술 자문위원회’ 구성”, 코메디닷컴, 2012년5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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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저한 준비 없이 조직한 카바자문위원회의 한계도 명확하였다.

이 위원회는 5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두달여 동안 수차례 회의를 열었

다. 하지만 송명근 교수는 카바의 중국 진출을 위하여 중국 출장을 가는

등 회의에 불참하면서, 논쟁의 양 극단에 있었던 대한심장학회 및 대한흉

부외과학회와 송명근 교수가 자문위원회에서 토론을 벌일 기회는 없었

다.171)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수술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와 심장학회, 흉부

외과학회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자문위원회에서도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였으며, 카바 옹호자들과 반대하는 측의 비판을

모두 받았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애초 심장수술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로

구성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태였다며 비판하였고, 송명근 교수

와 건국대병원도 카바를 가장 잘 아는 수술 개발자의 설명을 제대로 청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결정을 내

리지 않았고, 조건부 비급여 기한이 3개월 지난 9월 12일 예정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카바는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카바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전제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조

건부 비급여로 결정할 정도로 정부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나

아가 의료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의료기

술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거치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었으나 정부는 의료산

업화를 이룬다는 목표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였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외과 수술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였거나 본격적인 궤도에 올

려놓았기에 카바에 필요한 카바 링을 수출하려면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를 내놓아야 하였는데도, 이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

다. 또 정부가 수술의 지속 여부를 명확하게 결정할 행정력도 갖추지 못하

고 있었다. 결국 수술 개발자나 이의 부작용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한 전

문가들 양 쪽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준비 상태이었던 것이다.  

171) 김지환, “[초점] 길 잃은 카바 수술 논쟁, 결말은 있나?”, 코리아헬스로그, 2012년8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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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카바 관련 논쟁 관계자들의 재등장

보건복지부가 카바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기간이 2012년 6월 초로 끝났

지만,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카바 논란은 여

전히 진행되었다. 이 와중에 카바의 우수성을 강조하던 카바 개발자와 건

국대병원은 물론 카바의 안전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측도 카바 논란에

다시 개입하게 되었다. 여기에 언론과 정치권도 빠지지 않았다. 다만 이전

과는 달리 카바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향적인 연

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술이 불필요할 정도로 경증이었던 심

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이가 카바를 받다가 사망한 점 등이 크게 부각되면

서 카바를 지지하던 쪽은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오히려 정부가 결정

을 망설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하여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위원들이 다수 교체되었지만, 그해 10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 국정감사에서 카바에 대하여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점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문정림(선진통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보

건복지부가 카바를 비급여로 유지할 지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미루는 사이

에 건국대병원에서는 카바(와 유사하여 이 수술)의 범주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동맥판성형술이 계속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문 의원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6월 15일 카바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가 끝났지만, 그 이후부터 2012년 10월 초까지 카바를

실시하는 병원이 대동맥판막성형술로 급여를 청구한 건수는 최소 21건이

며, 이 가운데 카바 링(윤상성형용고리)를 쓴 경우는 20건이나 되었다. 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카바를 받은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면,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 그리고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

부는 (카바에 대한) 비급여 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른 시일 안에 밝혀

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카바 시술자와 관련 학회

의 서로 다른 견해와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안에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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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저한 준비 없이 조직한 카바자문위원회의 한계도 명확하였다.

이 위원회는 5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두달여 동안 수차례 회의를 열었

다. 하지만 송명근 교수는 카바의 중국 진출을 위하여 중국 출장을 가는

등 회의에 불참하면서, 논쟁의 양 극단에 있었던 대한심장학회 및 대한흉

부외과학회와 송명근 교수가 자문위원회에서 토론을 벌일 기회는 없었

다.171)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수술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와 심장학회, 흉부

외과학회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자문위원회에서도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였으며, 카바 옹호자들과 반대하는 측의 비판을

모두 받았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애초 심장수술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로

구성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태였다며 비판하였고, 송명근 교수

와 건국대병원도 카바를 가장 잘 아는 수술 개발자의 설명을 제대로 청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결정을 내

리지 않았고, 조건부 비급여 기한이 3개월 지난 9월 12일 예정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카바는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카바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전제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조

건부 비급여로 결정할 정도로 정부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나

아가 의료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의료기

술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거치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었으나 정부는 의료산

업화를 이룬다는 목표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였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외과 수술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였거나 본격적인 궤도에 올

려놓았기에 카바에 필요한 카바 링을 수출하려면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를 내놓아야 하였는데도, 이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

다. 또 정부가 수술의 지속 여부를 명확하게 결정할 행정력도 갖추지 못하

고 있었다. 결국 수술 개발자나 이의 부작용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한 전

문가들 양 쪽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준비 상태이었던 것이다.  

171) 김지환, “[초점] 길 잃은 카바 수술 논쟁, 결말은 있나?”, 코리아헬스로그, 2012년8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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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카바 관련 논쟁 관계자들의 재등장

보건복지부가 카바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기간이 2012년 6월 초로 끝났

지만,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카바 논란은 여

전히 진행되었다. 이 와중에 카바의 우수성을 강조하던 카바 개발자와 건

국대병원은 물론 카바의 안전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측도 카바 논란에

다시 개입하게 되었다. 여기에 언론과 정치권도 빠지지 않았다. 다만 이전

과는 달리 카바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향적인 연

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술이 불필요할 정도로 경증이었던 심

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이가 카바를 받다가 사망한 점 등이 크게 부각되면

서 카바를 지지하던 쪽은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오히려 정부가 결정

을 망설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하여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위원들이 다수 교체되었지만, 그해 10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 국정감사에서 카바에 대하여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점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문정림(선진통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보

건복지부가 카바를 비급여로 유지할 지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미루는 사이

에 건국대병원에서는 카바(와 유사하여 이 수술)의 범주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동맥판성형술이 계속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문 의원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6월 15일 카바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가 끝났지만, 그 이후부터 2012년 10월 초까지 카바를

실시하는 병원이 대동맥판막성형술로 급여를 청구한 건수는 최소 21건이

며, 이 가운데 카바 링(윤상성형용고리)를 쓴 경우는 20건이나 되었다. 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카바를 받은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면,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 그리고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

부는 (카바에 대한) 비급여 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른 시일 안에 밝혀

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카바 시술자와 관련 학회

의 서로 다른 견해와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안에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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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위원 : 카바(CARVAR)수술에 관한 건입니다. 카바수술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술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의료계 모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카바수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까지 총 여덟 차례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문 결과를 제시한 바로 알고 있지만 카바수술 고시 처리방안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거나 발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복지부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이에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가는 혹은 우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급히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부가 카바수술 비급여 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카바수술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논란이 되는 기존 카바수술 시술자에 의한 링을 사용한 대동맥판막 성형술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 예, 알고 있습니다.

◯ 문정림 위원 : 심평원이 저희 의원실에 국감 자료로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

여 완료시점인 6월 15일 이후에도 최근까지 심평원에 대동맥판막 성형술로 기존 카바수술의 시술

자가 급여 청구한 건수가 최소 21건이다, 그러니까 9월 25일까지 접수된 것으로 보면 최소 21건이

고 기존의 윤상 성형용 고리를 사용한 경우가 20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급여 정지를 시켜 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평원에서 카바수술로 의심해서 심사 보류 내지는 급여 중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서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사명으로 하는 복지부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또 자문위원회

결과를 종합하고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향후 고시 처리방향을 알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사이에 금일 모 의료전문지에 의하면 지난 9월 대동맥판

막륜과 이행부를 카바링으로 알려진 링으로 고정 시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4일 후 사망을 한 사

례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수술 후 사망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수술이

카바수술 때문에 사망원인이 되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고 또 수술이 카바수술이냐 아니면 단지

카바링으로 알려진 수술일 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그 결론을 밝힐 예정이라고 답하였

다.172)

[표 22] 2012년 10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발췌

172) 장윤형, “[2012 국감] 복지부 “카바수술 입장 곧 발표할 것””, 쿠키뉴스, 2012년10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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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어떻게든 카바수술에 대해서 의

학적인 논란 또 사회적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략>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 카바수술 문제는 사실상 정부에서 그동안의 과정을 다 검토하고 양쪽이

원하는 대로 공개적인 토론회 자리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충분히 절차적인 모든 것을 해서 정부

나름대로 자문위원회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현재 심장의학회 내부에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해서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마

는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건정심을 통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

니다.

환자단체는 송카사모보다는 카바를 받고 피해를 입은 쪽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2012년 9월 23일 카바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술

뒤 부작용으로 사망하였다는 의혹의 기사가 한 언론에 보도되었다.173) 심

장의 맥박이 불규칙한 증상을 보이는 부정맥의 한 종류인 심방세동을 앓던

70세 남성인 길모씨가 2012년 9월 송명근 교수로부터 카바를 받은 뒤 사망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길씨는 수술을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지는 않아서

운동 등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투여 받고 있었다.

길씨는 송명근 교수를 찾아 진료를 받은 뒤 카바를 받으면 와파린을 끊을

수 있다는 말에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길씨는 수술을 받고 3일 뒤부

터 복통을 겪기 시작하여 수술 7일 만에 숨지고 말았다.174) 이후 길씨 자

녀들은 11월 8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카바를 받은 뒤) 수술 합

병증으로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받은 수술이 그 동안 위험성 논란이 일었

던 카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른 시일 안에 (수술을 한) 송명근 교수

등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 혐의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

획이다”고 밝혔다.175)

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아닌 경증의 판막질환을 앓던 환자가 카바를 받고

173) 최승원, “[단독]‘카바수술이다, 아니다’ 논란 중 환자사망”, 의협신문, 2012년10월24일

174) 이영미, “‘카바수술’ 법정으로… 환자 유족 “송명근 교수 고소””, 국민일보, 2012년11월8일

175) 이오현, ““필요 없는 수술 왜 해서…” 피 끓는 절규”, 코메디닷컴, 2012년10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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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위원 : 카바(CARVAR)수술에 관한 건입니다. 카바수술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술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의료계 모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카바수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까지 총 여덟 차례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문 결과를 제시한 바로 알고 있지만 카바수술 고시 처리방안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거나 발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복지부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이에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가는 혹은 우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급히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부가 카바수술 비급여 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카바수술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논란이 되는 기존 카바수술 시술자에 의한 링을 사용한 대동맥판막 성형술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 예, 알고 있습니다.

◯ 문정림 위원 : 심평원이 저희 의원실에 국감 자료로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

여 완료시점인 6월 15일 이후에도 최근까지 심평원에 대동맥판막 성형술로 기존 카바수술의 시술

자가 급여 청구한 건수가 최소 21건이다, 그러니까 9월 25일까지 접수된 것으로 보면 최소 21건이

고 기존의 윤상 성형용 고리를 사용한 경우가 20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급여 정지를 시켜 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평원에서 카바수술로 의심해서 심사 보류 내지는 급여 중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서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사명으로 하는 복지부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또 자문위원회

결과를 종합하고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향후 고시 처리방향을 알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사이에 금일 모 의료전문지에 의하면 지난 9월 대동맥판

막륜과 이행부를 카바링으로 알려진 링으로 고정 시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4일 후 사망을 한 사

례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수술 후 사망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수술이

카바수술 때문에 사망원인이 되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고 또 수술이 카바수술이냐 아니면 단지

카바링으로 알려진 수술일 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그 결론을 밝힐 예정이라고 답하였

다.172)

[표 22] 2012년 10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발췌

172) 장윤형, “[2012 국감] 복지부 “카바수술 입장 곧 발표할 것””, 쿠키뉴스, 2012년10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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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어떻게든 카바수술에 대해서 의

학적인 논란 또 사회적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략>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 카바수술 문제는 사실상 정부에서 그동안의 과정을 다 검토하고 양쪽이

원하는 대로 공개적인 토론회 자리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충분히 절차적인 모든 것을 해서 정부

나름대로 자문위원회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현재 심장의학회 내부에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해서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마

는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건정심을 통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

니다.

환자단체는 송카사모보다는 카바를 받고 피해를 입은 쪽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2012년 9월 23일 카바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술

뒤 부작용으로 사망하였다는 의혹의 기사가 한 언론에 보도되었다.173) 심

장의 맥박이 불규칙한 증상을 보이는 부정맥의 한 종류인 심방세동을 앓던

70세 남성인 길모씨가 2012년 9월 송명근 교수로부터 카바를 받은 뒤 사망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길씨는 수술을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지는 않아서

운동 등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투여 받고 있었다.

길씨는 송명근 교수를 찾아 진료를 받은 뒤 카바를 받으면 와파린을 끊을

수 있다는 말에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길씨는 수술을 받고 3일 뒤부

터 복통을 겪기 시작하여 수술 7일 만에 숨지고 말았다.174) 이후 길씨 자

녀들은 11월 8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카바를 받은 뒤) 수술 합

병증으로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받은 수술이 그 동안 위험성 논란이 일었

던 카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른 시일 안에 (수술을 한) 송명근 교수

등을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 혐의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

획이다”고 밝혔다.175)

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아닌 경증의 판막질환을 앓던 환자가 카바를 받고

173) 최승원, “[단독]‘카바수술이다, 아니다’ 논란 중 환자사망”, 의협신문, 2012년10월24일

174) 이영미, “‘카바수술’ 법정으로… 환자 유족 “송명근 교수 고소””, 국민일보, 2012년11월8일

175) 이오현, ““필요 없는 수술 왜 해서…” 피 끓는 절규”, 코메디닷컴, 2012년10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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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이 사건에 대하여 국내 환자 단체도 개입하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

회는 2012년 12월 6일 서울 정도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환자들이 직

접 나와 의료기관을 찾아 의료 이용을 하면서 억울하였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 등을 고발하고 이에 대하여 의료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자

리인 환자샤우팅카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카바를 받은 뒤 사망한 길씨

의 딸이 나와서 아버지 사례를 발표하였다.176) 길씨의 딸의 증언에 따르면,

길씨는 심방세동을 앓고 있기는 하였지만 평소 체육회 사무국장을 맡아 하

루 2시간 이상씩 배드민턴을 즐길 정도로 건강한 편이었다. 다만 혈액 응

고를 막기 위하여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오랫동안 먹어서 피부 곳곳에 멍이

드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기는 하였다. 유족들은 송명근 교수가 카바를 받

으면 와파린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기에 길씨가 카바를

받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길씨는 수술 뒤에 사망하고 말았

다. 유족들은 길씨의 판막질환 상태에 대하여 다른 전문의들에게 문의한

결과에서는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으므로 수술을 받기에는 이르다는 설명

을 들었다. 길씨의 딸은 이 자리에서 “카바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두

고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카바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받지 않아도 되는 수술을 받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를 알리

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하였다. 이날 환자샤우팅카페에서 자문

단인 권용진 당시 서울의대 연구교수는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 논란

이 계속되고 있으면 (조건부 비급여) 고시가 끝난 6월 이후에는 (정부가)

일단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대한심장학회나 대

한흉부외과학회 등이 카바의 부작용 사례 등을 계속 제기하였고, 수술이

불필요한 경증 환자가 수술을 받아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도, 정부가 수술

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내리지 않고 정책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는 것이 문

제라는 지적이다. 환자단체 쪽에서도 정부가 안전성 논란이 있는 수술 자

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

176) 최은택, “환자가 바라본 카바수술..."위험성 주의보 발령해야"”, 데일리팜, 2012년11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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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회 대표는 이 자리에서 “카바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여전히 진행되는 상

황에서 (길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생긴 것이다. 환자단체는 카바 자문위원

회에 의견서를 내기도 하였는데,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술을 통

제하지 못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잘못이다”고 비판하였다.

길씨의 유가족들은 송명근 교수에게 카바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

였는데 2015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카바를 받은 뒤 일주

일 만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송명근 교수와 건국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

상 소송에서 유족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망한) 환자

가 수술을 받은 뒤 복통을 호소하였지만, 이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

지 못하고, 급성장간막동맥폐색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수술에서 섬유 링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카바와

공통점이 있지만 카바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177)

카바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일관되게 비판하였던 대

한심장학회는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주문하였다. 대한심장학회는 2012년

11월 16～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정남식 심장학회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카바는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전향적 연구를 통하여 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어겼다. 카바는

제대로 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의료행위이므로 이는 하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178) 전향적 연구를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전제로

건강보험 제도권에 포함시킨다는 결정이었는데, 송명근 교수 쪽이 더 이상

이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조건부 비급여는 철회되어

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대한심장학회는 2012년 11월 30일 당시 임채민 복

지부 장관을 면담하여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하였다.

대한심장학회는 또 송명근 교수의 심장학회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

177) 이영수, “건대병원-송명근 교수, 카바수술 사망자에 5000만원 배상 판결”, 쿠키뉴스, 

2015년1월19일

178) 문성호, “심장학회 “카바 안전성 입증 실패” vs 건대병원 “카바, 판막치환술보다 안전””, 

닥터스뉴스, 2012년1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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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이 사건에 대하여 국내 환자 단체도 개입하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

회는 2012년 12월 6일 서울 정도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환자들이 직

접 나와 의료기관을 찾아 의료 이용을 하면서 억울하였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 등을 고발하고 이에 대하여 의료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자

리인 환자샤우팅카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카바를 받은 뒤 사망한 길씨

의 딸이 나와서 아버지 사례를 발표하였다.176) 길씨의 딸의 증언에 따르면,

길씨는 심방세동을 앓고 있기는 하였지만 평소 체육회 사무국장을 맡아 하

루 2시간 이상씩 배드민턴을 즐길 정도로 건강한 편이었다. 다만 혈액 응

고를 막기 위하여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오랫동안 먹어서 피부 곳곳에 멍이

드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기는 하였다. 유족들은 송명근 교수가 카바를 받

으면 와파린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기에 길씨가 카바를

받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길씨는 수술 뒤에 사망하고 말았

다. 유족들은 길씨의 판막질환 상태에 대하여 다른 전문의들에게 문의한

결과에서는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으므로 수술을 받기에는 이르다는 설명

을 들었다. 길씨의 딸은 이 자리에서 “카바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두

고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카바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받지 않아도 되는 수술을 받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를 알리

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하였다. 이날 환자샤우팅카페에서 자문

단인 권용진 당시 서울의대 연구교수는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 논란

이 계속되고 있으면 (조건부 비급여) 고시가 끝난 6월 이후에는 (정부가)

일단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대한심장학회나 대

한흉부외과학회 등이 카바의 부작용 사례 등을 계속 제기하였고, 수술이

불필요한 경증 환자가 수술을 받아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도, 정부가 수술

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내리지 않고 정책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는 것이 문

제라는 지적이다. 환자단체 쪽에서도 정부가 안전성 논란이 있는 수술 자

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

176) 최은택, “환자가 바라본 카바수술..."위험성 주의보 발령해야"”, 데일리팜, 2012년11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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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회 대표는 이 자리에서 “카바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여전히 진행되는 상

황에서 (길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생긴 것이다. 환자단체는 카바 자문위원

회에 의견서를 내기도 하였는데,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술을 통

제하지 못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잘못이다”고 비판하였다.

길씨의 유가족들은 송명근 교수에게 카바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

였는데 2015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카바를 받은 뒤 일주

일 만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송명근 교수와 건국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

상 소송에서 유족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망한) 환자

가 수술을 받은 뒤 복통을 호소하였지만, 이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

지 못하고, 급성장간막동맥폐색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수술에서 섬유 링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카바와

공통점이 있지만 카바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177)

카바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일관되게 비판하였던 대

한심장학회는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주문하였다. 대한심장학회는 2012년

11월 16～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정남식 심장학회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카바는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전향적 연구를 통하여 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어겼다. 카바는

제대로 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의료행위이므로 이는 하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178) 전향적 연구를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전제로

건강보험 제도권에 포함시킨다는 결정이었는데, 송명근 교수 쪽이 더 이상

이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조건부 비급여는 철회되어

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대한심장학회는 2012년 11월 30일 당시 임채민 복

지부 장관을 면담하여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하였다.

대한심장학회는 또 송명근 교수의 심장학회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

177) 이영수, “건대병원-송명근 교수, 카바수술 사망자에 5000만원 배상 판결”, 쿠키뉴스, 

2015년1월19일

178) 문성호, “심장학회 “카바 안전성 입증 실패” vs 건대병원 “카바, 판막치환술보다 안전””, 

닥터스뉴스, 2012년1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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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였고, 대한흉부외과학회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였다.179) 한국의 의

사 단체의 대표 격인 대한의사협회도 협회장 개인 자격으로 입장을 내었는

데, 카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180) 흉부외과 전문의인 노환규 의사협

회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바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뒤, 사흘 뒤인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대한심장학회와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이미 카바에 대하여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정부가 카바에 대하여 계속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

는데, 카바 논란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정부가 권한

을 행사하겠다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비판에 대하여 송명근 교수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

에 카바를 소개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이미 2012년 6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송명근 교수는 중국 닝시아 회족자치구의 인촨시와 무단장(목단강)병

원에 카바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181) 카바센터의 명명도 송명근

교수의 이름을 따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클리닉’으로 붙이기로 하였고,

3개월 동안 보수하여 2013년 5월부터 수술을 할 예정으로 합의하였다. 인

촨시는 인구 200만 정도이며, 무단장병원의 진료권에 포함되는 인구는 약

2500만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처럼 중국으로 가서 카바를 계속 하는 데

에는, 국내에서는 더 이상 카바를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

인다.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국내 학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을 무렵인 11월 3일 송명근 교수는 건국대병원에서 카

바를 시행하면서 이 장면을 일본에서 열리는 심장혈관학회에 생중계하는

시연을 가졌다.182) 송명근 교수가 카바를 건국대병원에서 4시간 동안 시행

179) 김지환, “‘카바수술’ 논란 내달 초에는 결론 내려질까?”, 코메디닷컴, 2012년11월6일

180) 김진성, “노환규 의협회장, “카바수술 반대” 재차 밝혀”, 코메디닷컴, 2012년11월22일

181) 음상준, “중국 병원 2곳에 ‘송명근표 카바센터’ 설립”, 데일리메디, 2012년7월10일

182) 심재억, “日교수 “카바수술 日전역 전파할 것” 송명근 교수 수술 日CCT학회 생중계”, 서울

신문, 2012년11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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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면이 일본 CCT학회에 생중계되었으며, 카바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

였던 김용인 서울백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현장에서 카바에 대하여 소개하

였고, 송명근 교수는 수술 도중 일본의 관련 전문의들과 화상으로 질문을

받고 응답을 하기도 하였다. 또 11월 29일에는 송명근 교수는 건국대병원

이 초청한 중국 닝시아 회족자치주 인촨시 쉬광궈 당서기 등과 인촨시 제1

인민병원에 카바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183) 당시 한설희 건국

대병원장도 카바의 중국 진출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

였다.

송명근 교수 대신에 카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옹호한 쪽은 건국대병원

이었다. 카바의 부작용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한 심장내과 교수 2명을 해

임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카바와 송명근 교수를 옹호하였던 건국대병원은

카바를 받은 뒤 사망한 길아무개씨 사건에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

다. 건국대병원은 2012년 11월 12일 공식입장을 내어 “(길아무개씨의) 사망

원인은 (송명근 교수의) 심장수술과 관계없이 기존 질병의 합병증 때문”이

라며 “환자는 (이 때문에) 여러 수술들이 포함된 심장 수술을 받아 (수술

의) 합병증을 예측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난제가 있었다”고 발표하였

다.184) 또 길아무개씨의 경우 수술이 필요없는 경증 환자이었다는 유족 측

과 환자단체의 비판에 대하여 건국대병원은 “(길아무개씨의 경우) 수술 적

응증에 명확하게 해당하는 상황이었다”며 “특정 한명의 사례를 확인도 없

이 부작용으로 호도하는 일부 의사들의 주장은 매우 악의적이고 비열한 행

위이며 불합리하다”고 비판하였다. 건국대병원은 또 11월 19일에는 대한심

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나온 정남식 이사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하여

도 보도자를 내어 비판하였다. 요지는 카바가 기존의 대동맥판막 수술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었으며, 전향적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건국대병원은 “지난 5년 동안

183) 정명진,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 카바수술, 중국에서 시행”, 파이낸셜뉴스, 2012년11월29일  

184) 이은빈, “건국대병원 “사망사건, 수술 아닌 합병증 때문””, 닥터스뉴스, 2012년11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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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였고, 대한흉부외과학회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였다.179) 한국의 의

사 단체의 대표 격인 대한의사협회도 협회장 개인 자격으로 입장을 내었는

데, 카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180) 흉부외과 전문의인 노환규 의사협

회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바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뒤, 사흘 뒤인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대한심장학회와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이미 카바에 대하여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정부가 카바에 대하여 계속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

는데, 카바 논란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정부가 권한

을 행사하겠다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비판에 대하여 송명근 교수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

에 카바를 소개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이미 2012년 6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송명근 교수는 중국 닝시아 회족자치구의 인촨시와 무단장(목단강)병

원에 카바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181) 카바센터의 명명도 송명근

교수의 이름을 따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클리닉’으로 붙이기로 하였고,

3개월 동안 보수하여 2013년 5월부터 수술을 할 예정으로 합의하였다. 인

촨시는 인구 200만 정도이며, 무단장병원의 진료권에 포함되는 인구는 약

2500만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처럼 중국으로 가서 카바를 계속 하는 데

에는, 국내에서는 더 이상 카바를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

인다.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국내 학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을 무렵인 11월 3일 송명근 교수는 건국대병원에서 카

바를 시행하면서 이 장면을 일본에서 열리는 심장혈관학회에 생중계하는

시연을 가졌다.182) 송명근 교수가 카바를 건국대병원에서 4시간 동안 시행

179) 김지환, “‘카바수술’ 논란 내달 초에는 결론 내려질까?”, 코메디닷컴, 2012년11월6일

180) 김진성, “노환규 의협회장, “카바수술 반대” 재차 밝혀”, 코메디닷컴, 2012년11월22일

181) 음상준, “중국 병원 2곳에 ‘송명근표 카바센터’ 설립”, 데일리메디, 2012년7월10일

182) 심재억, “日교수 “카바수술 日전역 전파할 것” 송명근 교수 수술 日CCT학회 생중계”, 서울

신문, 2012년11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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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면이 일본 CCT학회에 생중계되었으며, 카바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

였던 김용인 서울백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현장에서 카바에 대하여 소개하

였고, 송명근 교수는 수술 도중 일본의 관련 전문의들과 화상으로 질문을

받고 응답을 하기도 하였다. 또 11월 29일에는 송명근 교수는 건국대병원

이 초청한 중국 닝시아 회족자치주 인촨시 쉬광궈 당서기 등과 인촨시 제1

인민병원에 카바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183) 당시 한설희 건국

대병원장도 카바의 중국 진출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

였다.

송명근 교수 대신에 카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옹호한 쪽은 건국대병원

이었다. 카바의 부작용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한 심장내과 교수 2명을 해

임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카바와 송명근 교수를 옹호하였던 건국대병원은

카바를 받은 뒤 사망한 길아무개씨 사건에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

다. 건국대병원은 2012년 11월 12일 공식입장을 내어 “(길아무개씨의) 사망

원인은 (송명근 교수의) 심장수술과 관계없이 기존 질병의 합병증 때문”이

라며 “환자는 (이 때문에) 여러 수술들이 포함된 심장 수술을 받아 (수술

의) 합병증을 예측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난제가 있었다”고 발표하였

다.184) 또 길아무개씨의 경우 수술이 필요없는 경증 환자이었다는 유족 측

과 환자단체의 비판에 대하여 건국대병원은 “(길아무개씨의 경우) 수술 적

응증에 명확하게 해당하는 상황이었다”며 “특정 한명의 사례를 확인도 없

이 부작용으로 호도하는 일부 의사들의 주장은 매우 악의적이고 비열한 행

위이며 불합리하다”고 비판하였다. 건국대병원은 또 11월 19일에는 대한심

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나온 정남식 이사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하여

도 보도자를 내어 비판하였다. 요지는 카바가 기존의 대동맥판막 수술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었으며, 전향적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건국대병원은 “지난 5년 동안

183) 정명진,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 카바수술, 중국에서 시행”, 파이낸셜뉴스, 2012년11월29일  

184) 이은빈, “건국대병원 “사망사건, 수술 아닌 합병증 때문””, 닥터스뉴스, 2012년11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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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를 받은 442명 가운데 수술 뒤 30일 안에 사망한 환자는 단 1명으로

수술 사망률은 0.2%에 불과하다”며 “기존에 인공판막 등을 사용한 인공판

막치환술의 수술 사망률인 4～7%에 비하여 1/20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

였다. 건국대병원은 또 “카바에 대하여 2007년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

였는데, 지난 6년 동안 (이를 평가해야 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카바실

무위원회는 전향적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단지 2010년 조작된 자료

를 바탕으로 (카바에 대하여) 후향적인 연구를 한 것으로 카바의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이후 비급여 조건부 유지 결정을 한 뒤) 카바의 연구 적응증

을 크게 줄이면서 전향적인 연구 자체를 막았다”고 덧붙였다.185)

카바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조건부 비급여로 설정한 기한인 2012년 6월

까지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면서, 새로운 수술도

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학계의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기 시

작하였다.

5.3. 정부, 건강보험에서 카바 퇴출

2012년 11월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카바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를 12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제 카바는

비급여 고시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환자에게 수술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수술 재료인 카바 링도 수술에 사용할 수 없고 환자에게

링의 재료비 역시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186) 보건복지부는 카바에 대하여

제도권 차원의 검증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서 카바에 쓰이는 140만원 상당의 카바 링은 수술에

쓰일 수는 있지만 환자에게 이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하지만 송명근 교수는 카바를 일부 변형하여 ‘대동맥판막성형술’로 환자

185) 문성호, “심장학회 “카바 안전성 입증 실패” vs 건대병원 “카바, 판막치환술보다 안전””, 

닥터스뉴스, 2012년11월19일

186) 이지현, “‘카바’ 수술 사실상 ‘금지’했지만... 변형수술은 ‘가능’”, 머니투데이, 2012년11월30일

- 148 -

및 건강보험에 수술비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카바는 조금 변형된 상태에

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은 있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

정에 대하여 2012년 12월 5일 송명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카바라는 이름으로 조건부 비급여 수

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카바 자체가 퇴출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

니다”고 밝혔다. 송명근 교수는 또 지난 15년간 합법적으로 시행하여 오던

대동맥판막성형술의 일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앞으로도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통하여 언제든지 독창적인 신기술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

하였다.187) 카바 링의 사용에 대하여 송명근 교수는 “(카바에 대한) 정부의

고시가 폐지되어 (카바 링에 대한) 비용 산정이 어려워져 병원이 환자로부

터 카바 링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카바 링은 사용이 가

능하며, 카바 링(의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송명근 교수는 또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의료기기를 카바에 대

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가 환자와 의사, 의료기기 개발자, 의료기기 회사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2012년 12월 11일 대한심장학회가 카바수술 고시를 폐지한 보건복지부

발표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공식 성명을 내었다. 고시 폐지와는 별도로 (카

바) 수술을 계속 하겠다고 한 송명근 교수에 대하여는 “카바를 세상에 둘

도 없던 ‘신의료기술’이라고 선전한 장본인으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일말의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유사한 재료

를 이용하여 대동맥판막성형술을 하겠다고 한 송명근 교수의 태도는 우리

모두를 아연 실색케 하고 있다. (송명근 교수는) 더 이상 환자의 생명을 책

임지는 입장이 아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188) 또 건국대병원과 건국

대 재단, 건국대 의과대학은 그동안 송명근 교수를 비호한 것과 관련하여

187) 김진성, “송명근 “고시 폐지가 카바수술 퇴출 아니다””, 코메디닷컴, 2012년12월5일

188) 이은빈, “송 교수는 비윤리적…더 이상 전문가 아니다”, 의협신문, 2012년12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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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를 받은 442명 가운데 수술 뒤 30일 안에 사망한 환자는 단 1명으로

수술 사망률은 0.2%에 불과하다”며 “기존에 인공판막 등을 사용한 인공판

막치환술의 수술 사망률인 4～7%에 비하여 1/20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

였다. 건국대병원은 또 “카바에 대하여 2007년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

였는데, 지난 6년 동안 (이를 평가해야 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카바실

무위원회는 전향적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단지 2010년 조작된 자료

를 바탕으로 (카바에 대하여) 후향적인 연구를 한 것으로 카바의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이후 비급여 조건부 유지 결정을 한 뒤) 카바의 연구 적응증

을 크게 줄이면서 전향적인 연구 자체를 막았다”고 덧붙였다.185)

카바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조건부 비급여로 설정한 기한인 2012년 6월

까지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면서, 새로운 수술도

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학계의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기 시

작하였다.

5.3. 정부, 건강보험에서 카바 퇴출

2012년 11월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카바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를 12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제 카바는

비급여 고시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환자에게 수술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수술 재료인 카바 링도 수술에 사용할 수 없고 환자에게

링의 재료비 역시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186) 보건복지부는 카바에 대하여

제도권 차원의 검증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서 카바에 쓰이는 140만원 상당의 카바 링은 수술에

쓰일 수는 있지만 환자에게 이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하지만 송명근 교수는 카바를 일부 변형하여 ‘대동맥판막성형술’로 환자

185) 문성호, “심장학회 “카바 안전성 입증 실패” vs 건대병원 “카바, 판막치환술보다 안전””, 

닥터스뉴스, 2012년11월19일

186) 이지현, “‘카바’ 수술 사실상 ‘금지’했지만... 변형수술은 ‘가능’”, 머니투데이, 2012년11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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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건강보험에 수술비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카바는 조금 변형된 상태에

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은 있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

정에 대하여 2012년 12월 5일 송명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카바라는 이름으로 조건부 비급여 수

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카바 자체가 퇴출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

니다”고 밝혔다. 송명근 교수는 또 지난 15년간 합법적으로 시행하여 오던

대동맥판막성형술의 일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앞으로도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통하여 언제든지 독창적인 신기술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

하였다.187) 카바 링의 사용에 대하여 송명근 교수는 “(카바에 대한) 정부의

고시가 폐지되어 (카바 링에 대한) 비용 산정이 어려워져 병원이 환자로부

터 카바 링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카바 링은 사용이 가

능하며, 카바 링(의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송명근 교수는 또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의료기기를 카바에 대

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가 환자와 의사, 의료기기 개발자, 의료기기 회사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2012년 12월 11일 대한심장학회가 카바수술 고시를 폐지한 보건복지부

발표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공식 성명을 내었다. 고시 폐지와는 별도로 (카

바) 수술을 계속 하겠다고 한 송명근 교수에 대하여는 “카바를 세상에 둘

도 없던 ‘신의료기술’이라고 선전한 장본인으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일말의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유사한 재료

를 이용하여 대동맥판막성형술을 하겠다고 한 송명근 교수의 태도는 우리

모두를 아연 실색케 하고 있다. (송명근 교수는) 더 이상 환자의 생명을 책

임지는 입장이 아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188) 또 건국대병원과 건국

대 재단, 건국대 의과대학은 그동안 송명근 교수를 비호한 것과 관련하여

187) 김진성, “송명근 “고시 폐지가 카바수술 퇴출 아니다””, 코메디닷컴, 2012년12월5일

188) 이은빈, “송 교수는 비윤리적…더 이상 전문가 아니다”, 의협신문, 2012년12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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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인 책임감에 입각하여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하였

다.

대한심장학회는 또 송명근 교수를 심장학회 회원에서 제명하였다. 2013

년 12월 9일 대한심장학회는 제169차 이사회를 열어 송명근 교수를 심장학

회 회원에서 제명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12월 10일에는 학회 홈페이지에

결정 내용을 발표하였다.189) 대한심장학회가 회원 제명을 추진한 것은 송

명근 교수 사례가 처음이었다. 송명근 교수는 2013년 6월 심장학회에 회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심장학회의 윤리위원회는 회원 탈퇴 신청 전에 학회

자율징계 조항에 따라 징계 심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건국대병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송명근 교수가 (소속된) 대한심장학회와 계속 갈등을 겪

어 올해 초 (스스로) 탈퇴하겠다는 뜻을 표하였음에도 심장학회는 탈퇴가

아니라 제명을 하였다. 송명근 교수가 정상적인 학술 활동을 펼쳐 카바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과정인데 심장학회가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서 2007년 3월 송명근 교수가 신의료기술로 인정하여 달라고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한 지 5년 만에, 2009년 4월 조건부 비급여로 결정된

지 3년 6개월이 넘어 카바는 건강보험 제도권에서 최종 퇴출 결정이 내려

졌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의료를 산업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

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는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

팀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논문 조작으로 드러나 무산되고, 의

료기기 산업 분야에서는 송명근 교수가 카바에 필요한 수술 재료인 카바

링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에서 의료기술 평가기관과 갈등을 벌이다

가 결국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카바의 경우 2009년 조

건부 비급여로 결정될 때 평가 기간을 3년으로 결정하였지만, 유럽연합이

나 미국 등에서 카바 링에 대하여 특허나 인증을 받아 신의료기술로 인정

될 경우 세계로 수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면서, 카바 개발자가

카바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서 평가기관과 갈등을 벌였고 조건부

189) 이은빈, “심장학회, 송명근 교수 제명 "의사 윤리 위배했다"”, 의협신문, 2013년12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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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고시가 철회되기까지는 6개월이 더 소요되었다. 특히 조건부 비급

여 결정 기한이 끝난 2012년 6월에서 3개월이 지난 뒤인 9월에 길아무개씨

가 카바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길씨의 경우 대동맥판

막질환의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아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카바

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유족 측의 증언도 나왔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의료산업을 육성하려면 새로운 기술이 환자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 환자의 질병을 기존의 기술보다 더 잘 치료하며 건강

을 증진시킨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전의 기술보다 더 비용이 적

게 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런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단계에서 카바의

조건부 비급여 적용과 평가는 지지부진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조건부 비급

여 고시에 대한 철회 결정을 내렸다는 데에는 환자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 내부의 주장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4. 카바 개발자, 중국으로

2014년 5월 송명근 교수는 건국대병원 교수직을 사임하고 중국으로 떠났

는데, 송명근 교수는 이전부터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할 꿈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5월 8일 송명근 교수는 건국대병원을 그만 두고 중국으로 진출하기로

하였다고 건국대병원이 발표하였다. 건국대병원은 “송명근 교수는 5월 15

일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중국의 닝샤회족 자치구인 인촨시에 있는 인민제

일병원의 국제카바센터에서 수술을 계속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190)

일주일쯤 지난 5월 15일 송명근 교수는 건국대병원에서 고별 강연을 하였

다. 이날 강연에서 송명근 교수는 "카바는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이나 (대

동맥) 협착에 관계없이 심장질환자들의 99%에 적용할 수 있는 수술이다.

이미 세계적인 논문집에 다수의 논문이 실렸다"고 강조하면서 카바의 우수

성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었다.191) 송명근 교수는 또 "이미 2012년 6

190) 오수진, “‘카바수술 논란’ 송명근교수 건대병원 사직”, 연합뉴스, 2014년5월8일

191) 이은빈, “한국 떠나는 송명근 교수 “심장수술 역사될 것””, 의협신문, 2014년5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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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인 책임감에 입각하여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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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건국대병원이 발표하였다. 건국대병원은 “송명근 교수는 5월 15

일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중국의 닝샤회족 자치구인 인촨시에 있는 인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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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쯤 지난 5월 15일 송명근 교수는 건국대병원에서 고별 강연을 하였

다. 이날 강연에서 송명근 교수는 "카바는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이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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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계적인 논문집에 다수의 논문이 실렸다"고 강조하면서 카바의 우수

성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었다.191) 송명근 교수는 또 "이미 2012년 6

190) 오수진, “‘카바수술 논란’ 송명근교수 건대병원 사직”, 연합뉴스, 2014년5월8일

191) 이은빈, “한국 떠나는 송명근 교수 “심장수술 역사될 것””, 의협신문, 2014년5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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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중국에서 카바를 하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게

되어 행복하다. 3년 뒤에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정부에서도 도와줄 것이

라 믿는다. 체력이나 여력이 된다면 한국에 돌아와 카바를 뿌리내리게 하

고 싶다"고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2014년 5월 31일 송명근 교수는 마침내

한국을 벗어나 중국으로 이전하였다.192)

송명근 교수는 중국으로 떠나기 이전부터 카바 논란이 있는 동안에도 중

국과 일본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2012년 10월 22일 보도를

보면 건국대병원은 11월 3～4일에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일본

CCT(Complex Cardiovascular Therapeutics 2012)에서 카바를 실시간 생중

계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이 한 언론에 보도되었다.193) 먼저 김용인 서울백

병원 교수가 일본 현지 학회에서 카바의 개념과 수술법에 대한 강의를 한

뒤, 송명근 교수는 국내에서 카바를 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로 하였다. 이

와 함께 건국대병원은 카바의 중국 진출도 도모하고 있었다. 이미 10월 8

일부터 중국 인추안과 목단강 지역에서 온 8명의 카바 연수단에게 12주에

걸친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12주마다 새로운 연수 의료진이

건국대병원을 방문할 계획을 짜 놓았다. 이밖에도 2012년 11월 4～9일 중

국 상하이 지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국대병원을 찾아 연수를 받는 중국

의사들을 상대로 일주일 동안의 카바 아카데미를 하기로 하였다. 송명근

교수는 의약계 전문지인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카바를 2013년 3월

부터 중국에 본격적으로 보급하여 앞으로 5년에 걸쳐 중국 전역으로 확대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에서 와 이번에 교육을 받는 의사들은

카바를 중국에 보급하는 핵심 멤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등지에서

카바에 대해 시연을 하기도 하였는데, 2013년 2월 26일과 27일에는 송명근

교수는 중국 흑룡강성 무단장 심장혈관병원에서 2명의 심장판막질환자에게

카바를 적용하였다.194) 이 수술에는 건국대병원을 찾아 3개월 동안 카바에

192) 이용권, “카바수술 논란 때문 아니라 세계진출 위해 중국行”, 문화일보, 2014년5월16일 

193) 이혜경, “송명근 교수, ‘카바’ 일본·중국 진출 구체화”, 데일리팜, 2012년10월22일

194) 이영수, “송명근 건국대병원 교수, 외국 의사에 새 심장수술법 교육… 병원 해외진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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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연수를 받은 무단장 심장혈관병원의 의료진 등이 참여하였다. 이미

2012년 7월부터 송명근 교수의 무단장 진출 프로젝트는 출발하였으며,

2013년 12월에는 무단장 심장전문병원에 ‘카바 센터’를 세우기로 합의가 되

어 있었다. 송명근 교수는 또 그동안 중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이슬람 국가

들에 카바를 보급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 해 왔다. 2012년 7월에는 중국 인

촨에서 환자 5명을 수술하였으며, 한달 뒤인 8월에도 이란 심장센터에서

카바 시범을 요청받아 찾은 바 있다.

2013년 9월 27일에는 우르반 고르얀츠(21·슬로베니아 국가대표 농구선수)

가 송명근 교수에게 심장 수술을 받았다. 건국대병원은 수술 뒤 10일이 경

과한 10월 7일 고르얀츠 선수가 수술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였으며, 7

일 기준 고르얀츠 선수는 순조롭게 건강을 회복중이라고 밝혔다. 고르얀츠

선수는 선천성 질환인 마르판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며, 키가 213cm로 농구

선수는 10년 가까이 하고 있었다. 송명근 교수는 <파이낸셜 뉴스> 등 언

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르얀츠 선수에게는 대동맥 판막과 판막이 붙어 있는

대동맥 근부를 제거하지 않고 확장된 부분을 정상 크기로 줄여 대동맥 근

부와 판막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수술을 하였다. 고르얀츠 선수는

대동맥 판막 이외에 다른 부분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가량

재활 치료 등을 받고 나면 농구 선수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195)

송명근 교수는 국내에서 카바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중국으로 진출하여 수술을 하였다. 중국에서는 카바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거나 어떤 의료 제도 안에서 시행되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범 사례”, 쿠키뉴스, 2013년9월2일

195) 정명진, “건국대학교병원, 슬로베니아 국가대표 농구선수 심장판막수술 받아”, 파이낸셜뉴

스, 2013년10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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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중국에서 카바를 하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게

되어 행복하다. 3년 뒤에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정부에서도 도와줄 것이

라 믿는다. 체력이나 여력이 된다면 한국에 돌아와 카바를 뿌리내리게 하

고 싶다"고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2014년 5월 31일 송명근 교수는 마침내

한국을 벗어나 중국으로 이전하였다.192)

송명근 교수는 중국으로 떠나기 이전부터 카바 논란이 있는 동안에도 중

국과 일본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2012년 10월 22일 보도를

보면 건국대병원은 11월 3～4일에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일본

CCT(Complex Cardiovascular Therapeutics 2012)에서 카바를 실시간 생중

계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이 한 언론에 보도되었다.193) 먼저 김용인 서울백

병원 교수가 일본 현지 학회에서 카바의 개념과 수술법에 대한 강의를 한

뒤, 송명근 교수는 국내에서 카바를 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로 하였다. 이

와 함께 건국대병원은 카바의 중국 진출도 도모하고 있었다. 이미 10월 8

일부터 중국 인추안과 목단강 지역에서 온 8명의 카바 연수단에게 12주에

걸친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12주마다 새로운 연수 의료진이

건국대병원을 방문할 계획을 짜 놓았다. 이밖에도 2012년 11월 4～9일 중

국 상하이 지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국대병원을 찾아 연수를 받는 중국

의사들을 상대로 일주일 동안의 카바 아카데미를 하기로 하였다. 송명근

교수는 의약계 전문지인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카바를 2013년 3월

부터 중국에 본격적으로 보급하여 앞으로 5년에 걸쳐 중국 전역으로 확대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에서 와 이번에 교육을 받는 의사들은

카바를 중국에 보급하는 핵심 멤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등지에서

카바에 대해 시연을 하기도 하였는데, 2013년 2월 26일과 27일에는 송명근

교수는 중국 흑룡강성 무단장 심장혈관병원에서 2명의 심장판막질환자에게

카바를 적용하였다.194) 이 수술에는 건국대병원을 찾아 3개월 동안 카바에

192) 이용권, “카바수술 논란 때문 아니라 세계진출 위해 중국行”, 문화일보, 2014년5월16일 

193) 이혜경, “송명근 교수, ‘카바’ 일본·중국 진출 구체화”, 데일리팜, 2012년10월22일

194) 이영수, “송명근 건국대병원 교수, 외국 의사에 새 심장수술법 교육… 병원 해외진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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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연수를 받은 무단장 심장혈관병원의 의료진 등이 참여하였다. 이미

2012년 7월부터 송명근 교수의 무단장 진출 프로젝트는 출발하였으며,

2013년 12월에는 무단장 심장전문병원에 ‘카바 센터’를 세우기로 합의가 되

어 있었다. 송명근 교수는 또 그동안 중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이슬람 국가

들에 카바를 보급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 해 왔다. 2012년 7월에는 중국 인

촨에서 환자 5명을 수술하였으며, 한달 뒤인 8월에도 이란 심장센터에서

카바 시범을 요청받아 찾은 바 있다.

2013년 9월 27일에는 우르반 고르얀츠(21·슬로베니아 국가대표 농구선수)

가 송명근 교수에게 심장 수술을 받았다. 건국대병원은 수술 뒤 10일이 경

과한 10월 7일 고르얀츠 선수가 수술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였으며, 7

일 기준 고르얀츠 선수는 순조롭게 건강을 회복중이라고 밝혔다. 고르얀츠

선수는 선천성 질환인 마르판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며, 키가 213cm로 농구

선수는 10년 가까이 하고 있었다. 송명근 교수는 <파이낸셜 뉴스> 등 언

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르얀츠 선수에게는 대동맥 판막과 판막이 붙어 있는

대동맥 근부를 제거하지 않고 확장된 부분을 정상 크기로 줄여 대동맥 근

부와 판막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수술을 하였다. 고르얀츠 선수는

대동맥 판막 이외에 다른 부분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가량

재활 치료 등을 받고 나면 농구 선수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195)

송명근 교수는 국내에서 카바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중국으로 진출하여 수술을 하였다. 중국에서는 카바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거나 어떤 의료 제도 안에서 시행되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범 사례”, 쿠키뉴스, 2013년9월2일

195) 정명진, “건국대학교병원, 슬로베니아 국가대표 농구선수 심장판막수술 받아”, 파이낸셜뉴

스, 2013년10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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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간략한 내용

2003.10.17 카바 언론에 소개, 74명 환자에게 시술, 98% 성공률

2004.4.13 카바 재료인 링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임상시험계획 신청

2004.11.22 식약청, 송명근 교수의 임상시험계획서 승인(2004.11～2005.12)

2005.12.30 카바 다룬 논문 <대한순환기학회지> 심사완료, 2006년1월호에 게재

2006.1.1 카바 다룬 논문 <유럽흉부외과학지> 심사완료, 2006년1월호에 게재

2006.8.19 송명근 교수, 카바 링에 대한 심사의뢰서, 식약청에 신청

2006.11.21 식약청, 카바 링에 대한 품목 허가

2007.3.22 송명근 교수, 카바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 신청

2007.10. 송명근 교수, 서울아산병원에서 건국대병원으로 이직

2008년 초 한성우 유규형 건국대 심장내과 교수, 카바 부작용 문제 병원에 제기

2008.6 심사평가원, 대한흉부외과학회에 카바에 신의료기술 적용 문의

2008.7.28 흉부외과학회, 심평원에 카바에 대한 학회 의견 회신

2008.10 한성우 교수팀, 카바 부작용사례 논문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제출

2008.10.22 유럽흉부외과학회, 한성우 교수팀의 논문 게재 승인

2008.10.31 송명근 교수, 한성우 교수팀의 논문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인터뷰

2008.11.6 흉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카바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 나옴

2008.11.19 송명근 교수, 추계학술대회에서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 기자회견 개최

2008.11.19 흉부외과학회 이사장, ‘회원에게 올리는 글’ 홈페이지에 게재

2008.11.26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카바에 대한 재심의 의결

2008.11.27 송명근 교수, 한성우 교수팀의 논문에 대해 병원 및 유럽학회에 문제 제기

2008.12 한성우 교수팀, 카바 부작용 사례 27건, 식약청에 보고

2009.1.5 송명근 교수, 유럽흉부외과학회에 한성우 교수팀 논문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메일보냄

2009.1.7
한성우 교수팀, 유럽흉부외과학회에 송명근 교수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 내용 이메일
보냄

2009.1.16 대한흉부외과학회 상임이사회, 카바 논의하는 심평원 회의 불참 결정

2009.1.22
건국대병원 윤리위원회 개최, 한성우 교수팀 논문에 문제 있다고 결론 못내, 하지만
외국 학회나 식약청에 병원과 상의없이 알린 것에 대해 건국대에 징계 요청

2009.2.11
이홍기 건국대병원장, 한성우 교수팀 징계 위해 건국대에 징계위 소집 요구하는 서안
보내

2009.2
건국대병원 윤리위원회, 한성우 교수 등이 조직의 화합을 깨는 행위를 해 징계를
건국대에 정식 요청

2009.2.21 유럽흉부외과학회에서 한성우 교수팀 논문 게재 최종 결정

2009.3.25
식약청, 카바의 부작용이 카바 링 때문이라고 판단하기에 객관성 부족, 장기적인 관찰
필요하다고 발표

2009.3.25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원

[표 23] 카바논란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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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간략한 내용

2009.4.24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카바에 대해 조건부 비급여 결정

2009.5.8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카바에 대해 3년 동안 조건부 비급여 결정

2009.5.29 카바에 대한 보건의료연구원 실무위원회, 심평원에 설치

2009.5.31 유럽흉부외과학회, 한성우 교수팀 논문을 6월호에 게재하기로 결정

2009.7 한성우 교수,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분과장에서 해임

2009.8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카바에 대해 검증하기로 결정

2009.11.17 건국대 징계위원회 열림, 한성우 교수 등은 절차상 문제 제기

2010.1.5 대한심장학회 한성우 유규형 교수의 징계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2010.1.15 건국대병원, 유규형 한성우 교수에게 해임 통보

2010.1.19 대한심장학회, 유규형 교수 등을 해임 통보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2010.1.20 송명근 교수, 카바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 돌연 취소

2010.1 대한고혈압학회, 유규형 교수 등이 해임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 발표

2010.2.11
대한심장학회 상임이사회, 건국대 해임 결정에 유감 재확인, 해임 취소 재요구하기로
결정

2010.2.1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실무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카바 위원회 개최, 127사례 조사한
결과 카바 일시 중지 결정 및 복지부에 권고안 제출

2010.2.23
송명근 교수, 1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결정을 문제 삼는 기자회견 개최, 임의로 환자
사례 선택이라고 문제 제기 및 스스로 분석한 카바 성적 공개

2010.3.9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 검증 실무위원회의 실무위원 교체에 대해
흉부외과학회장의 추천 없었다는 의혹 제기

2010.3.25 건국대병원, 대한심장학회가 낸 유규형 교수 해임 철회 성명서에 대해 문제 제기

2010.3.25
식약청, 2004～2009년 카바 링의 부작용 건수가 20건으로 집계돼,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 사례 가운데 3위라고 발표

2010.3.30
대한심장학회, 카바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기자회견 발표 예정이었으나,
과학기자협회의 문제 제기로 취소

2010.3.31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건국대가 유규형 교수 등을 해임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2010.4.1
대한심장학회 카바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발표, 송명근 교수의 카바 논문은 중복투고,
이중게재, 허위사실 기재 등 출판 윤리 문제 있고, 자료 조작도 의심된다고 발표,
건국대 IRB 통과 없이 카바도 문제, 카바는 중단돼야 한다고 결론

2010.4.1
송명근 교수, 대장심장학회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 열어 반박, 카바 논문은
문제 없고, 유규형 교수 해임은 학교 쪽의 결정이며, 오히려 한성우 교수 등이 카바
받은 환자의 자료 빼내어 논문 작성한 것이 연구 부정 행위라고 발표

2010.4.2
식약청, 대한심장학회가 카바 링이 부적절하게 허가됐다는 지적에 대해, 카바 링은
적법한 절차 거쳐서 인허가됐다고 반박

2010.4.3
송명근 교수와 카바를 지지하는 환자단체인 송카사모,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개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심장학회 발표 내용이 공정하지 않아 재조사 필요하다고
주장

2010.4.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유규형 교수 등이 건국대의 해임 처분에 취소 소청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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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7 카바 언론에 소개, 74명 환자에게 시술, 98% 성공률

2004.4.13 카바 재료인 링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임상시험계획 신청

2004.11.22 식약청, 송명근 교수의 임상시험계획서 승인(2004.11～2005.12)

2005.12.30 카바 다룬 논문 <대한순환기학회지> 심사완료, 2006년1월호에 게재

2006.1.1 카바 다룬 논문 <유럽흉부외과학지> 심사완료, 2006년1월호에 게재

2006.8.19 송명근 교수, 카바 링에 대한 심사의뢰서, 식약청에 신청

2006.11.21 식약청, 카바 링에 대한 품목 허가

2007.3.22 송명근 교수, 카바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 신청

2007.10. 송명근 교수, 서울아산병원에서 건국대병원으로 이직

2008년 초 한성우 유규형 건국대 심장내과 교수, 카바 부작용 문제 병원에 제기

2008.6 심사평가원, 대한흉부외과학회에 카바에 신의료기술 적용 문의

2008.7.28 흉부외과학회, 심평원에 카바에 대한 학회 의견 회신

2008.10 한성우 교수팀, 카바 부작용사례 논문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제출

2008.10.22 유럽흉부외과학회, 한성우 교수팀의 논문 게재 승인

2008.10.31 송명근 교수, 한성우 교수팀의 논문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인터뷰

2008.11.6 흉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카바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 나옴

2008.11.19 송명근 교수, 추계학술대회에서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 기자회견 개최

2008.11.19 흉부외과학회 이사장, ‘회원에게 올리는 글’ 홈페이지에 게재

2008.11.26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카바에 대한 재심의 의결

2008.11.27 송명근 교수, 한성우 교수팀의 논문에 대해 병원 및 유럽학회에 문제 제기

2008.12 한성우 교수팀, 카바 부작용 사례 27건, 식약청에 보고

2009.1.5 송명근 교수, 유럽흉부외과학회에 한성우 교수팀 논문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메일보냄

2009.1.7
한성우 교수팀, 유럽흉부외과학회에 송명근 교수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 내용 이메일
보냄

2009.1.16 대한흉부외과학회 상임이사회, 카바 논의하는 심평원 회의 불참 결정

2009.1.22
건국대병원 윤리위원회 개최, 한성우 교수팀 논문에 문제 있다고 결론 못내, 하지만
외국 학회나 식약청에 병원과 상의없이 알린 것에 대해 건국대에 징계 요청

2009.2.11
이홍기 건국대병원장, 한성우 교수팀 징계 위해 건국대에 징계위 소집 요구하는 서안
보내

2009.2
건국대병원 윤리위원회, 한성우 교수 등이 조직의 화합을 깨는 행위를 해 징계를
건국대에 정식 요청

2009.2.21 유럽흉부외과학회에서 한성우 교수팀 논문 게재 최종 결정

2009.3.25
식약청, 카바의 부작용이 카바 링 때문이라고 판단하기에 객관성 부족, 장기적인 관찰
필요하다고 발표

2009.3.25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원

[표 23] 카바논란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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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24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카바에 대해 조건부 비급여 결정

2009.5.8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카바에 대해 3년 동안 조건부 비급여 결정

2009.5.29 카바에 대한 보건의료연구원 실무위원회, 심평원에 설치

2009.5.31 유럽흉부외과학회, 한성우 교수팀 논문을 6월호에 게재하기로 결정

2009.7 한성우 교수,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분과장에서 해임

2009.8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카바에 대해 검증하기로 결정

2009.11.17 건국대 징계위원회 열림, 한성우 교수 등은 절차상 문제 제기

2010.1.5 대한심장학회 한성우 유규형 교수의 징계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2010.1.15 건국대병원, 유규형 한성우 교수에게 해임 통보

2010.1.19 대한심장학회, 유규형 교수 등을 해임 통보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2010.1.20 송명근 교수, 카바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 돌연 취소

2010.1 대한고혈압학회, 유규형 교수 등이 해임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 발표

2010.2.11
대한심장학회 상임이사회, 건국대 해임 결정에 유감 재확인, 해임 취소 재요구하기로
결정

2010.2.1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실무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카바 위원회 개최, 127사례 조사한
결과 카바 일시 중지 결정 및 복지부에 권고안 제출

2010.2.23
송명근 교수, 1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결정을 문제 삼는 기자회견 개최, 임의로 환자
사례 선택이라고 문제 제기 및 스스로 분석한 카바 성적 공개

2010.3.9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 검증 실무위원회의 실무위원 교체에 대해
흉부외과학회장의 추천 없었다는 의혹 제기

2010.3.25 건국대병원, 대한심장학회가 낸 유규형 교수 해임 철회 성명서에 대해 문제 제기

2010.3.25
식약청, 2004～2009년 카바 링의 부작용 건수가 20건으로 집계돼,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 사례 가운데 3위라고 발표

2010.3.30
대한심장학회, 카바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기자회견 발표 예정이었으나,
과학기자협회의 문제 제기로 취소

2010.3.31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건국대가 유규형 교수 등을 해임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2010.4.1
대한심장학회 카바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발표, 송명근 교수의 카바 논문은 중복투고,
이중게재, 허위사실 기재 등 출판 윤리 문제 있고, 자료 조작도 의심된다고 발표,
건국대 IRB 통과 없이 카바도 문제, 카바는 중단돼야 한다고 결론

2010.4.1
송명근 교수, 대장심장학회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 열어 반박, 카바 논문은
문제 없고, 유규형 교수 해임은 학교 쪽의 결정이며, 오히려 한성우 교수 등이 카바
받은 환자의 자료 빼내어 논문 작성한 것이 연구 부정 행위라고 발표

2010.4.2
식약청, 대한심장학회가 카바 링이 부적절하게 허가됐다는 지적에 대해, 카바 링은
적법한 절차 거쳐서 인허가됐다고 반박

2010.4.3
송명근 교수와 카바를 지지하는 환자단체인 송카사모,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개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심장학회 발표 내용이 공정하지 않아 재조사 필요하다고
주장

2010.4.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유규형 교수 등이 건국대의 해임 처분에 취소 소청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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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결과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

2010.4.13
대한심초음파학회, 카바 부작용 문제 제기 및 유규형 교수 등의 해임에도 문제있다며
조속한 복직 요구

2010.5.24 건국대병원, 카바 링이 유럽의료기기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마크 획득했다고 발표

2010.6 건국대, 유규형, 한성우 교수 또 다시 해임

2010.7.3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후향적 수술성적 평가
연구> 보고서 완성

2010.910
<코메디닷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07년3월～2009년11월 카바를 받은 397명의
자료 분석한 결과 15명이 사망했다는 조사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보도

2010.9.15 <의협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 최종보고서 입수해 보도

2010.9.25
송명근 교수, 카바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제안

2010.1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바 논란에 대한 의원들 지적 나왔음.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에 문제 있다고 지적

2010.10.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종면 보건의료연구원 실장의 언론 인터뷰에서의
발언 지적 및 사과 요구

2010.10.8
건국대병원, 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장이 흉부외과학회 보낸 이메일 공개, 이메일에는
보건연의 연구 결과 신뢰한다는 성명서를 흉부외과학회가 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
들어 있었음

2010.10.8
대한심장학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결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입장 발표,
대한심장학회의 카바 2차 보고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로 대체한다고
발표

2010.10.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카바수술실무위원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카바의 유효성 평가할 수 없었으며, 부작용 사례 많아, 안전성 측면에서 추적 조사
필요하다고 의견 종합

2010.1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 지적

2011.1.12 대한심장학회, 카바 중단 요구하는 5차 성명서 발표

2011.1.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 2012년 6월까지 카바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 실시 결정, 대신 카바 대상자는 (송명근 교수가 아닌) 전문가
자문단이 결정하기로 함

2011.1.23
송명근 교수, 의료행위전문평가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 발표, 동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카바에 대한 비판 언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2011.1.25
대한흉부외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결정에 반박하는 성명
발표

2011.1.31
대한심장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
발표, 카바는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 재확인

2011.2.24
한국의료윤리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
발표, 이해상충의 문제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료윤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

2011.3.3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카바 논란에 이행상충의 문제 있다고 문제 제기

2011.3.1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카바의 적응증이 되는 환자에게만 전향적
연구하는 경우에 한정해 환자들에게 비급여 수술비 받도록 결정, 환자들에게는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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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간략한 내용

받아야 한다고 결정

2011.5.18 카바에 필요한 의료기기인 카바 링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 통과

2011.5.23
건국대병원, 2007년10월～2011년3월 카바 받은 586명 성적 발표, 기존의
대동맥판막치환술, 외국의 성적과 비교해 획기적인 성적이라고 주장

2011.5.30
보건복지부, 카바에 대해 전향적 연구 실시하는 환자들에게만 비급여 수술비 받도록
고시 개정, 고시는 6월 7일부터 시행

2011.7.19 송명근 교수, 카바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 철회하기로 결정

2011.9.2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 민주당 쪽에서 카바는
내시경점막하박리술에 비교해 차별 대우 받고 있다고 지적

2011.10.13 서울행정법원, 건국대병원의 유규형, 한성우 교수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

2011.11.3 송카사모, 보건복지부 앞에서 카바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하는 집회 개최

2011.12.2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카바에 대해 다시 논의

2012,1,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하는 카바 토론회 열림,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는
불참

2012.4.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등과 공동으로 카바 토론회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송명근 교수도 참여

2012.5.24 보건복지부, 카바수술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첫 회의 개최

2012.7.10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 중국 2개 병원에 카바센터 설립한다고 보도자료로 발표

2012.9.23 카바 받고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례가 한 언론에 실림

2010.10.22 카바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가 일본 또는 중국으로 진출한다는 보도 나옴

2012.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여당 쪽인 한나라당에서 카바에
대한 정부 입장 빨리 결정할 것을 주문함

2012.11.3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카바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를 12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

2012.12.5 송명근 교수, 언론 인터뷰 통해 조건부 비급여 폐지해도 카바 계속 하겠다는 입장 발표

2012.12.11 대한심장학회, 카바 고시 폐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 발표

2013.2 카바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가 중국과 러시아, 이슬람권 진출 기사 나옴

2013.11.24 중국 은천 카바심장센터 개소식 열림

2013.12.9 대한심장학회, 송명근 교수를 대한심장학회 회원에서 제명

2014.2 송명근 교수의 카바 효과 다룬 논문이 미국흉부외과학회지 심사 통과

2014.5.31 송명근 교수 5월 15일 건국대병원 사직 뒤 중국으로 진출

2015.1 서울중앙지방법원, 송명근 교수-건국대병원, 카바 사망자에 5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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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간략한 내용

검토한 결과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

2010.4.13
대한심초음파학회, 카바 부작용 문제 제기 및 유규형 교수 등의 해임에도 문제있다며
조속한 복직 요구

2010.5.24 건국대병원, 카바 링이 유럽의료기기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마크 획득했다고 발표

2010.6 건국대, 유규형, 한성우 교수 또 다시 해임

2010.7.3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성형술의 후향적 수술성적 평가
연구> 보고서 완성

2010.910
<코메디닷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07년3월～2009년11월 카바를 받은 397명의
자료 분석한 결과 15명이 사망했다는 조사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보도

2010.9.15 <의협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 최종보고서 입수해 보도

2010.9.25
송명근 교수, 카바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제안

2010.1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바 논란에 대한 의원들 지적 나왔음.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에 문제 있다고 지적

2010.10.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종면 보건의료연구원 실장의 언론 인터뷰에서의
발언 지적 및 사과 요구

2010.10.8
건국대병원, 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장이 흉부외과학회 보낸 이메일 공개, 이메일에는
보건연의 연구 결과 신뢰한다는 성명서를 흉부외과학회가 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
들어 있었음

2010.10.8
대한심장학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결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입장 발표,
대한심장학회의 카바 2차 보고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로 대체한다고
발표

2010.10.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카바수술실무위원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카바의 유효성 평가할 수 없었으며, 부작용 사례 많아, 안전성 측면에서 추적 조사
필요하다고 의견 종합

2010.1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 지적

2011.1.12 대한심장학회, 카바 중단 요구하는 5차 성명서 발표

2011.1.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 2012년 6월까지 카바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 실시 결정, 대신 카바 대상자는 (송명근 교수가 아닌) 전문가
자문단이 결정하기로 함

2011.1.23
송명근 교수, 의료행위전문평가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 발표, 동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카바에 대한 비판 언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2011.1.25
대한흉부외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결정에 반박하는 성명
발표

2011.1.31
대한심장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
발표, 카바는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 재확인

2011.2.24
한국의료윤리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
발표, 이해상충의 문제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료윤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

2011.3.3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카바 논란에 이행상충의 문제 있다고 문제 제기

2011.3.1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카바의 적응증이 되는 환자에게만 전향적
연구하는 경우에 한정해 환자들에게 비급여 수술비 받도록 결정, 환자들에게는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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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간략한 내용

받아야 한다고 결정

2011.5.18 카바에 필요한 의료기기인 카바 링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 통과

2011.5.23
건국대병원, 2007년10월～2011년3월 카바 받은 586명 성적 발표, 기존의
대동맥판막치환술, 외국의 성적과 비교해 획기적인 성적이라고 주장

2011.5.30
보건복지부, 카바에 대해 전향적 연구 실시하는 환자들에게만 비급여 수술비 받도록
고시 개정, 고시는 6월 7일부터 시행

2011.7.19 송명근 교수, 카바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 철회하기로 결정

2011.9.2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 민주당 쪽에서 카바는
내시경점막하박리술에 비교해 차별 대우 받고 있다고 지적

2011.10.13 서울행정법원, 건국대병원의 유규형, 한성우 교수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

2011.11.3 송카사모, 보건복지부 앞에서 카바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하는 집회 개최

2011.12.2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카바에 대해 다시 논의

2012,1,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하는 카바 토론회 열림,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는
불참

2012.4.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등과 공동으로 카바 토론회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송명근 교수도 참여

2012.5.24 보건복지부, 카바수술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첫 회의 개최

2012.7.10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 중국 2개 병원에 카바센터 설립한다고 보도자료로 발표

2012.9.23 카바 받고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례가 한 언론에 실림

2010.10.22 카바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가 일본 또는 중국으로 진출한다는 보도 나옴

2012.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여당 쪽인 한나라당에서 카바에
대한 정부 입장 빨리 결정할 것을 주문함

2012.11.3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카바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를 12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

2012.12.5 송명근 교수, 언론 인터뷰 통해 조건부 비급여 폐지해도 카바 계속 하겠다는 입장 발표

2012.12.11 대한심장학회, 카바 고시 폐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 발표

2013.2 카바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가 중국과 러시아, 이슬람권 진출 기사 나옴

2013.11.24 중국 은천 카바심장센터 개소식 열림

2013.12.9 대한심장학회, 송명근 교수를 대한심장학회 회원에서 제명

2014.2 송명근 교수의 카바 효과 다룬 논문이 미국흉부외과학회지 심사 통과

2014.5.31 송명근 교수 5월 15일 건국대병원 사직 뒤 중국으로 진출

2015.1 서울중앙지방법원, 송명근 교수-건국대병원, 카바 사망자에 5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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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고찰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압축 성장’이다. 일제 강

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친 뒤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성장 과정을 거쳐 왔

다. 이 과정에서 양적인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기본적인 윤리나 형평성 등

질적인 측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비판은 많았다. 이는 의학계에도 마찬가

지로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병상 수를 늘

리거나 각종 새로운 검사장비 등 의료기기 도입을 통하여 성장을 꾀하였

고, 의원급 역시 진료 환자 수 증가에 역점을 두어 왔다.

카바 논란은 의료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던 사회

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다만 양적인 성장이 가능하려면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와 기술 개발 과정에 적합한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 전반에는 물론 의학계에도 널리 인식되지 않아 논란이 생긴 것

으로 볼 수 있다. 수술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는 카바의 개발 과정에 대하

여 설명할 때 “(카바의) 최종 모형을 결정한 것은 꿈에서 영감을 얻은 후

였다”며 “(카바에서) 위쪽이 늘어나는 비율을 63퍼센트, 아래쪽이 늘어나는

비율을 28%로 정하였더니 혁명이 일어났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 들

었다”고 밝혔다.196) 카바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꿈에서 본 것을 통하여 기

술을 개발하였다는 것은 의학적인 근거를 창출하려는 전문가의 태도는 아

니라는 지적이다. 의학적인 근거는 제대로 설계된 연구계획서에 따른 동물

실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통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후 카바에 대하여

조건부 비급여가 결정되었을 때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계획서를 만들고 이에 따라 전향적인 연구를

하자고 하였을 때 수술 개발자와 그가 속한 건국대병원은 공동 연구를 진

행하여야 할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갈등을 일으켰다. 결국 카바 논란은 당

196) 송명근, 꿈은 박동한다, 웅진씽크빅, 2010, 3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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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새로운 수술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통하여 해당 수술을 환

자에게 적용하여도 적절한 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

회에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만약 카바 개발자가 건국대 심장내과 교수나 대한심장학회, 한국보건의

료연구원 등에서 신의료기술의 평가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할 때 이를 받

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카바가 치료 성적이 좋은 수술로 판명되었다

고 가정하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부

의 제도적 지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환자들의 고통을 덜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산

업을 육성하는데 매우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을 지도 모른다. 하지

만 결과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카바 논란이 생길 당시 우리 사회에서 새로

운 외과 수술과 이에 필요한 수술재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

도가 아직 수립되지 않았거나 미흡하였을 때, 수술 개발자는 카바의 안전

성 등에 문제 제기를 하였던 주변 동료들의 평가나 지적에 갈등을 일으켰

다.

송명근 교수가 대한심장학회 등의 비판이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병원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다. 또 이보다 더 크게는 의료산업을 육성하여 국부

를 창출하고자 한 정부와 정치권도 있었다. 당시에는 건국대병원뿐만 아니

라 다른 대학병원들도 이른바 ‘박리다매’로 보다 많은 건강보험 환자를 진

료하여야 하였고, 원가와 비교하여 수익이 건강보험 진료보다 더 많이 생

기는 비급여 진료를 통하여 병원의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

서 건국대병원은 이른바 ‘명의’인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카바의 부작용 등

을 문제 제기한 심장내과 교수 2명을 해임하였다. 정치권 역시 새로운 의

료기술의 평가의 중요성과 그 원칙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기에 평가

를 담당한 연구팀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10월 국

회 국정감사에서 카바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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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고찰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압축 성장’이다. 일제 강

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친 뒤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성장 과정을 거쳐 왔

다. 이 과정에서 양적인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기본적인 윤리나 형평성 등

질적인 측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비판은 많았다. 이는 의학계에도 마찬가

지로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병상 수를 늘

리거나 각종 새로운 검사장비 등 의료기기 도입을 통하여 성장을 꾀하였

고, 의원급 역시 진료 환자 수 증가에 역점을 두어 왔다.

카바 논란은 의료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던 사회

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다만 양적인 성장이 가능하려면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와 기술 개발 과정에 적합한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 전반에는 물론 의학계에도 널리 인식되지 않아 논란이 생긴 것

으로 볼 수 있다. 수술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는 카바의 개발 과정에 대하

여 설명할 때 “(카바의) 최종 모형을 결정한 것은 꿈에서 영감을 얻은 후

였다”며 “(카바에서) 위쪽이 늘어나는 비율을 63퍼센트, 아래쪽이 늘어나는

비율을 28%로 정하였더니 혁명이 일어났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 들

었다”고 밝혔다.196) 카바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꿈에서 본 것을 통하여 기

술을 개발하였다는 것은 의학적인 근거를 창출하려는 전문가의 태도는 아

니라는 지적이다. 의학적인 근거는 제대로 설계된 연구계획서에 따른 동물

실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통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후 카바에 대하여

조건부 비급여가 결정되었을 때 카바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계획서를 만들고 이에 따라 전향적인 연구를

하자고 하였을 때 수술 개발자와 그가 속한 건국대병원은 공동 연구를 진

행하여야 할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갈등을 일으켰다. 결국 카바 논란은 당

196) 송명근, 꿈은 박동한다, 웅진씽크빅, 2010, 3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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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새로운 수술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통하여 해당 수술을 환

자에게 적용하여도 적절한 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

회에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만약 카바 개발자가 건국대 심장내과 교수나 대한심장학회, 한국보건의

료연구원 등에서 신의료기술의 평가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할 때 이를 받

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카바가 치료 성적이 좋은 수술로 판명되었다

고 가정하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부

의 제도적 지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환자들의 고통을 덜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산

업을 육성하는데 매우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을 지도 모른다. 하지

만 결과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카바 논란이 생길 당시 우리 사회에서 새로

운 외과 수술과 이에 필요한 수술재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

도가 아직 수립되지 않았거나 미흡하였을 때, 수술 개발자는 카바의 안전

성 등에 문제 제기를 하였던 주변 동료들의 평가나 지적에 갈등을 일으켰

다.

송명근 교수가 대한심장학회 등의 비판이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병원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다. 또 이보다 더 크게는 의료산업을 육성하여 국부

를 창출하고자 한 정부와 정치권도 있었다. 당시에는 건국대병원뿐만 아니

라 다른 대학병원들도 이른바 ‘박리다매’로 보다 많은 건강보험 환자를 진

료하여야 하였고, 원가와 비교하여 수익이 건강보험 진료보다 더 많이 생

기는 비급여 진료를 통하여 병원의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

서 건국대병원은 이른바 ‘명의’인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카바의 부작용 등

을 문제 제기한 심장내과 교수 2명을 해임하였다. 정치권 역시 새로운 의

료기술의 평가의 중요성과 그 원칙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기에 평가

를 담당한 연구팀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10월 국

회 국정감사에서 카바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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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종면 임상성과분석실장을 사과하게 한 사건이다. 이러다보니 카바 및

카바 링의 개발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 즉 의료산업의 육성이 환자의

안전 및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 경영이나 의료기기를 만드

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추구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평가하도록 한

국보건의료연구원을 만드는 데까지는 제대로 추진하였으나, 정작 적용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힘을 실어 주지 못한 것이다.

카바 논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

기 위하여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나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였다는 점이다. 또 한국의료윤

리학회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역시 체계적인 검증을 충분히 거치고 않고

카바가 환자에게 적용되거나 시술자가 수술의 재료가 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이해상충 등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

다. 이로서 새로운 약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외과 수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임상시험을 통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

다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카바 논란에서 새로운 수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법과 제도는 카바 및

카바 링의 탄생보다 뒤늦었다. 송명근 교수는 1997년 카바를 고안하였고

새로운 의료기기의 허가 신청은 2002년에 하였지만, 의료기기에 대한 법은

2004년 5월 그리고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구인 한국보건의료연구

원은 2009년 3월에야 문을 열었다. 이처럼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이 발전하

는 속도가 매우 빨라져 이에 대한 윤리적인 논쟁보다 앞서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외과 수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환자 안

전을 지키려면 전문가 윤리를 통한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

도 지나치지 않는다.197) 외과 윤리 논쟁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학자인 프

197) 강명신, 박재현, 외과적 혁신의 윤리 쟁점과 윤리적 규제의 필요성,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11년6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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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시스 무어는 ‘새로운 외과 수술에 특별히 요구되는 윤리 조건’을 세 가지

로 나누어 설명하였다.198) 첫째는 수술자의 경험과 직관에 따라 의존하지

않도록 사전연구, 배경지식, 근거가 충분해야 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관 측면의 이해상충은 물론 의료진의 능력,

수술 시설 등과 같은 측면에서 혁신적인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는 동료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외과 수술을 제대로 평가함

으로서 이 치료기술이 도입되더라도 환자는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

을 수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외과 수술이 부작용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

켰을 때 이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수술 개발자가 혼자만 지지 않고 동료

평가를 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나누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199)

결론적으로 외과 의사는 물론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 중 그리고 이미 의

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전문가의 자율규제의 중요성과

규제의 원칙 및 임상적용의 윤리적 절차 등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꼭 필

요한 일이다. 특히 수술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최근 벌어진 논란을 보

면 이른바 ‘신해철 수술 사건’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이전에 자율규제를 가

져야 한다는 의료 전문가 윤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수 신해철이 받은 수술은 비만을 수술로서 치료하는 것인데, 위벽을 일

부 잘라 내어 섭취한 음식물의 흡수를 줄이는 수술이다. 신씨를 수술하였

던 의사는 기존의 위장축소술과는 다른 방식으로 위벽을 잘라내어 봉합하

는 수술을 하였는데, 문제는 신씨의 경우 보통 위밴드 수술을 하는 고도비

만에 해당되지도 않아 수술의 적응증이 되지도 않은데다가 다른 비만 치료

법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부터 권장하였다는 문제가 있었

다. 결국 해당 의사가 수익을 위하여 수술부터 권장하고 적응증이 되지도

않았는데 수술을 하였다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또 위장축소술은 건강보

험 적용이 되지 않아 새로운 기술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받을 필요가

198) 위 논문에서 재인용

199) 강명신 등, 새로운 의료시술의 도입과 임상적용 시의 윤리절차, 한국의료윤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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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종면 임상성과분석실장을 사과하게 한 사건이다. 이러다보니 카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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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는 문제도 있었다. 비록 새로운 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제도

부터 관련 기관까지 갖추어져 있지만, 수많은 성형외과 수술이나 비만 수

술처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술은 안구미백술과 같은 예외를 빼고

는 이런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술하는 의사의 전문가로서

의 의료윤리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보다 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보여

준다.

아울러 2016년 밝혀진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대리 수술이나

2015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병원에서의 대리 수술도 의료 전문가의 기

본 윤리를 해쳐 의사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수술에 대한 상담이나 이와 관련된 진료를 한 의사가 수술

을 하지 않고 환자도 모르게 또는 환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다른 의사

가 수술을 하였다는 것은 특히 환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새로운

외과 수술의 평가를 떠나서 의료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린 일

이라 할 수 있고 의사 양성 과정에서 전문가 윤리에 대하여 제대로 교육하

여야 함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끝으로 이번 연구는 카바 논란의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이러한 논란

이 생기게 된 우리 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여 기록한 연구이다. 그

과정에서 환자 안전 및 건강을 위하여 외과 수술의 근거 창출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사립대병원, 언론,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어떻

게 관여하였는지 논의하면서 한국의료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다. 앞으

로 카바 논란을 통하여 드러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좀 더 깊

이 있고 다각도로 분석하는 추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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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elfare. Some professors of cardiology at Konkuk University

Hospital, who reported the side effects of this surgery to the

society and reported it to the related organizations, was dismissed

for the inconvenience of 'breaking organizational unity'. Konkuk

University Hospital, which had planned to invite Professor Song to

a new hospital with a lot of hospital beds in order to raise the

reputation of the hospital and to attract patients, has argued with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about the

effect of CARVAR. In this controversy, political parties were

intervened, and in the 2010 ~ 2012 National Assembly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udi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difference of

position on the CARVAR was divided between other parties. And

the patient groups that approve or opposed the operation

participated in the controversy.

It is hard to find any other case of such a controversy over a new

operation in Korea. The recording of this CARVAR controversy and

analyzing these medical and social backgrounds of this controversy

will also help find ways for developing new medical technologies

to contribute to people's health.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literature on the CARVAR

controversy and interviewed related people. Professor Song has

been developing new medical devices before the Law of medical

devices was not established in Korea. In the end, he has developed

a new surgical technique using materials called 'CARVAR Ring'.

CARVAR Ring was registered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Professor Song applied for surgery using this material

as a new medical technology to Health Insurance Review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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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Service. However, there was a controversy in evaluating

the efficacy and safety of new medical devices or surgical

procedures. Also, there was a controversy about 'Conflict of

Interest' in applying CARVAR as a researcher or physician because

he had a stock in the company making the CARVAR Ring.

Although efficacy and safety assessments for new medicines had

taken place at that time, many people did not know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the evaluation of new surgeries. Of course,

patients' groups and politicians also did not recognize the necessity

of evaluating new medical technology.

As the other social sectors showed a lot of problems while they

were growing very quickly just after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and the Korean War, this phenomenon was same in the

medical sector dealing with people's lives. In other words, the

intention of growing medical industry was very strong, but the

evalu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the medical ethics was not

established.

Through CARVAR controversy, our society became aware of the

necessity of evaluation of new technologies in order that new

surgery could be helpful to patients' disease treatment and public

health. In the process of training the physician, the need for such

evaluation should be fully educated. In addition, as has been

shown in the case of the CARVAR controversy, since new

technologies often appear before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s are

created, doctors who develop new medical technologies should be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basic ethics, self-regulation, and

peer review. In the recent Korean society, so-called 'Shin Hae-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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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ry', which is an operation to solve obesity, was not applied

for the evaluation of new medical technology. Eventually it was

performed at the clinical site without sufficient evaluation. A 'ghost

surgery' which means some doctor do surgery on behalf of another

doctor also performed in very large hospitals like as Samsung

Medical Center. These examples still show that we can not

overemphasize and educate the basic professional ethics as a doctor

in our society.

Key words: CARVAR, Evidence, Ethics of Medical Professionals,

Surgical Ethics, new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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