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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요내용

26년 음악 하는 사람으로 산 가수 이승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TV 스타’라는 편안한 길을 버리고 공연 위주의 길을 

선택한 이승환. 직접 음반을 제작하고 번 돈을 남김없이 다시 음악에 

투자하는, 수익이 보장되지도 않는 음악 인생을 마치 ‘독짓는 늙은이’

처럼 고집스럽게 살아낸다.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내서 얻은 별명 

‘공연의 신!’ 그가 어느 순간 ‘가수이기 이전에 이 사회의 한 개인’임

을 느낀다. 그리고 그 느낌을 그가 늘 서왔던 무 에서 음악인으로 

표현한다. 2009년 용산 참사 유가족을 위한 콘서트에서, 2012년 

방송 3사 공동파업 집회 공연에서, 그리고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공연장에서... “어릴 때부터 배워온 사람의 도리, 가수의 도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다.”던 그는 “음악하는 사람은 세상과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라고 한다.

  교육적 함의

전문직업성에 한 논의는 의과 학에서 중요한 교육 중 하나이

다. 강의로 풀어내기도 힘든 문제이다. 짧은 시간 학생들의 마음속에 

작은 소용돌이 하나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묻는다. ‘어떤 의사의 삶을 살고 싶냐?’고, 

‘좋은 의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생들과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한 토론을 하다 보면 간과하는 

문제가 생긴다. 가장 큰 문제는 의사이기 이전에 의사도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을 어떻게 잘 

수행하고,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갖추어야 할 좋은 품성들에 

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올바른 사회인의 역할에 해서는 

소홀해지는 것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인으로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라는 전문인으로서 사회에 할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토론하는 것으로 문제를 확장시켜보는 것도 

‘음악하는 사람, 이승환’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과 같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적인 문제에 해서 

‘의사직을 수행하는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역할에 

한 토론을 해봐도 좋을 듯하다. 학생들과 다양한 논의를 펼쳐나가

는 데, 그리고 학생들의 의료인문학적 깊이를 더하는 과정에 도움

이 되길 바란다.

다음 내용을 주제로 한 토론수업에 사용하면 좋을 교육자료로 

생각되어 소개드린다.

“전문직업성, 의사는 어떤 사람인가?”

“사회인으로서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