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술 교수님을 추모하며... 

임현술 선생님께서 지난 6월에 돌아가신 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실감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역학조

사 현장에서 영광스럽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모의 글을 적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은 날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 야기하시곤 앞으로 병과 싸우는 투병이 아닌 잘 다스리는 치병을 하시겠다고 하신지 꼭 

1년 5일 만에 영면에 드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년퇴임식에서도 선생님 당신은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생각이기 때문에 정년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

다. 치병을 하는 와중에서도 빠짐없이 월간 ‘산업보건’에 투고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병상에 

계실 때에도 연구실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아 보시고 싶어 하셨을 것이 분명한데 결국 그렇게 

못해드린 송구함이 내내 마음 한편에 남아있습니다. 

선생님은 70년대 초반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을 당시 나가면 의사가 되어 사회적 약

자의 건강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후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일하는 데는 

환경오염 피해자, 근로자, 농업인 등을 지키는 일이 가장 보람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변함없

이 한 길만 걸어오셨습니다. 그 길은 결국 한국의 환경 및 산업보건의 역사였습니다. 

선생님과 소위 독대를 하면서 맥주를 마시는 일이 우리 제자들에겐 가장 곤욕스

러운(?) 일이었는데, 그 때마다 선생님은 매번 선생님의 걸어오신 이야기를 

해주셨고 몇 번을 들었는지가 우리 제자들 사이에선 회자되 었던 때가 있었

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너무 그립습니다. 

선생님께서 늘 우리 후학 및 제자들에게 독려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이 

생각납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버릴 용

기가 없으므로 열심히 학문을 위해 노력하자. 그리고 바라자. 내가 하는 

연구가 제발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빌고 또 빌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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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학교에는 선생님께서 예전 사용하시던 연구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좀 더 오래 두 

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새로운 추모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더 좋은 공간에서 원없

이 선생님 좋아하시는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시고, 저희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잘 다독 여주

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현술 교수님의 부고에 함께 마음을 아파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8. 8. 6.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  관 

임현술 교수 월간 '산업보건' 기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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