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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과거와 대화다. 역사는 오늘을 보는 미

래다. 지나간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현재의 우

리 위치를 다시 자리 매김하고 미래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수천 년의 역사를 배워 왔기에 30년은 극히 짧

은 기간이라고 생각했다. 금방 지나간 30년이

라고 생각했는데, 3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다. 과거의 논란과 판단을 현재의 시각으

로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다. 마치 30년 

전 사진 속의 내 모습이 생경한 것처럼. 그래

도 아직은 기억 한 편에 남아 있는 30년일 것

이라 생각했는데, 기억은 벌써 아른한 옛 일이 

됐다. 당시에는 역동적이었던 사실을 기록했

을 자료는 없다. 그 흔한 사진 한 장 구하기도 

힘들었다. 

30년이란 세월이 지나며 학회를 만들고 성장

시켰던 선배들은 대부분 퇴직하고 일부는 돌아

가셨다. 현재 학회를 이끄는 세대들은 30년전

에 의학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몇 주년 기념책자 하면 으레 두툼한 양장 표지 

속에 고급 아트지로 인쇄된, 색 바랜 사진과 복

잡한 연대기가 연상된다. 직업 환경과 의학을 

연결해서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직업

환경의학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격변하던 

초창기 설립과정, 이후 성장과정을 남기고 싶

었다. 일반 임상의학은 기술 발전의 역사이지

만, 직업환경의학은 사회 발전의 역사다. 직업

환경의학의 사회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되새긴

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미래에 대

한 고민은 사라진다.

학회를 책임졌던 임원들의 기억뿐만 아니라 모

든 회원들의 기억과 철학을 모으려고 했다. 소

수의 편집위원이 정리하는 역사를 지양하고 학

회원 전체가 참여하여 만드는 역사를 남기기 

위해 집필자를 정하지 않고 모든 회원에게 공

지하고 똑같이 원고를 부탁했다. 현재 학회 운

영을 책임진, 각 위원회의 위원장에게는 별도

의 부탁을 했다. 원로 교수부터 전공의까지 역

사를 만드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학회의 역사이므로 학회나 학회원과 관련된 이

야기를 주문했다. 학회와 전문 과목, 건강진단

과 직업병에 대한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어 어

느 것이 학회와 관련이 있는지 구분하기가 어

려웠다. 45편의 이야기를 모았지만 빠진 부분

이 허전하다. 빠진 역사, 내가 알고 있는 역사

는 다음 기회에 채워지길 기대한다.

직업환경의학회의 기념 책자이므로 직업환경

의학회 회원과 관련 된 이야기이다. 그러나 직

업환경의학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의 근간이다. 

그래서 근로자 건강 보호에 관계하는 누구나 

읽으면 고개를 끄덕이고 무릎을 치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

도 산업보건을 하는 전문가, 노동과 건강에 관

심이 있는 일반인, 누구나 읽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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