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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서>

(4)신생아 스크리닝 검사

각종 요증(尿症)나 혈증(血症)의 이

상 여부를 검사하고 조기발견 및 치료

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소아보건 관리

소아보건의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건강을 해롭게 하

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아보건에 취급되는 내용으로

는 성장, 발달, 적응, 영양, 감염증, 선천

이상. 사고, 장애아가 많아, 보건서비스, 

물리굛화학적 환경 및 환경사회학적 환

경 등이 있다.

(1)소아질환의의 특징

- 출생 전에 원인이 있는 질환의 증

상은 대부분 신생아기 및 영아기에 나

타나며, 성인이 된 후에 나타나는 것은 

드물다. 따라서 유전자병, 염색체이상, 

재태(在胎)중의 물리 굛화학적 인자의 

영향, 태내감염에 의한 질환. 기형 등은 

소아기에 많다.

- 주산기이상과 사망이 많다. 자궁내 

환경에서 체외생활로 이전하는 이 기간

에는 적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

하는 이상이 신생아 사인의 많은 부불

을 차지한다.

- 감염증의 대부분은 소아기에 나타

난다.

- 사고가 다발한다

- 질병의 증상경과가 급격하다.

- 신체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정, 식욕. 객

관적 이학소견. 검사소견 등에 의해서 

질병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

다.

- 소아는 계속 성장. 발달하는 까닭에 

진단굛치료굛간호 과정에서 연령과 발달

단계에 상응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2)소아기 감염증 예방

옛부터 감염증은 소아기의 중요한 질

병이다. 소아감염증의 예방이라는 관점

에서 감염증감시사업과 예방접종을 살

펴본다.

(1)감염증 감시사업

종래에 비하면 급성전염병에 의한 사

망수나 이환수는 급격하게 감소했으

나 경증일지라도 매년 유행하는 질병

에 대한 대책은 언제나 행정상 과제가 

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증의 전

국적 발생상황을 주 또는 월 단위로 수

집, 집계, 분석하여 적절한 유행방지대

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염증감시사업

(surveyllance)을 하고 있다.

② 예방접종

소아감염증 예방을 위한 적극적 방책

의 하나가 예방접종이다. 당해 질병의 

예방에 유효하다고 확인되어 있는 백신

(면역원)을 주사 또는 경구투여로 인체 

내에 접종함으로써 개제에 면역을 주는 

것이다. 예방접종에는 정기 접종과 임

의접종이 있

다.

③ 소아기

의 사고

소 아 기 는 

일생 중 가장 

사고가 발생

하기 쉬운 연

령이고 실제로 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유아기에서 학령

전기에 이르는 동안의 사망자의 약 40%

가 사고사라는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 

공통되어 있다. 소아사고는 운동기능, 

사회성, 정서 등의 발달과 관련되어 발

생하는데, 연령적 특징도 있다.

5. 모자보건행정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

방단체가 모성과 영굛유아의 건강을 유

지,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판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

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모성은 임신, 분만. 수유 등에 

있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

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 관리에 노

력해야 하고 영굛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기타 영굛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는 육

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 굛 

유아의 건강의 유지, 증진에 적극적으

로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모

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

요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복지부 내에 

모자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왔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

건사업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을 관

장하기 위해 모자보건기구를 설치, 운

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모

자보건사업기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한 보건소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

다.

- 임산부의 산전굛산후굛분만 관리와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영굛유아의 건강 관리 및 예방접종

에 관한 사항

- 피임시술에 관한 사항

- 부인과 질병 및 그에 관련된 질병

의 예방에 관한 사항

-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 및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 연구, 홍보 

및 통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산부, 영굛

유아 미숙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

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

보건 요원으로 하여금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 관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개

정 1999. 2. 8)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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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택 임대차 보호법

마.소액 임차인

(4)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

건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첫째 :주택의 인도및 주민등록 전입신

고 즉, 대항요건을 경매개시 결정 등 기전

까지 갖추어야 하며 경매가 진행중일 경

우 이 대항요건을 최종매 각 결정기일 까

지 유지해야 한다.

둘째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의해 매각되어 배당을 받을때 에

만 인정 받는다.(일반매매시 해당안됨)

셋째 :임차 주택에 소액 임차인이 2명이

상인 경우 만약2명이상에 대한 보 증금의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게 

되면 그주택 가액의 2분에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만을 배당받게 된다.

넷째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

지 않으면 우선 

변제 를 받을수 

없다, 그러나 배

당을 못받더라

도 최선순위 담

보물건 (말소기 

준권리)보다 우

선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낙찰자인 매

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임차

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즉 낙찰자

인 매수인에게는 대항할수 있다.

다섯째:당초에는 소액임차인이 아니었

지만 임치보증금을 소액으로 줄인경 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그 당시에 임차한 주택

에대해 경매개시 결정등 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향후 경매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소액임차인 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수

있다.

(5)대지에 관한 저당권 실행의 경우 (건

물소액임차인)

이 경우 건물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

대금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 제 받을

수 있다고 할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

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당 시에 이미 그 지

상건물이 존재 하는경우에만 적용될수 있

는것이고 저당권 설정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사방법이 불안전한 소액임

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

권자가 예측할수없는 손해를 입게되는 범 

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

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수없다고 

보아야한다.

(6)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청구의 절

차와 방법

임차 주택이 경매개시되었을 경우 법

원은 소액임차인의 유무 및 그우선변제

권 행사를 확실하게 하기위하여 우선,집

행관으로 하여금 임차인 현황을 조사하도

록 하는 임대차 조사보고 명령을 하고,위 

조사보고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입주자들에 대

해 배당요구 통지서를 송부하여 배당요

구의 절차와 방법등을 알려주며 소액임차

인은 경매절차상의 이해 관계인으로 보아 

경매기일 통지등을 해주고있다. 이와 같

이 법원통지를 받거나 아니면 그와같은 

통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에 해

당하는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자신이 경매목적물에 소

액보증금으로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사

실을 증명할 문서로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등을 첨부하여 배당요구 종

기일 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야한다.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

당요구 종기일 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

으면 배당 받을수 없고 그로 인해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도 불가능 

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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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晩悔의 反駁(卷6, 5前面, 4行)

潛冶의 文義와 義理와 事說의 解釋으로 

因해서 이번에는 文法間題로 發展이 되어 

있고 格物굛物格 此喩說明에 대한 批判이 

加해졌으며 나아가서 認識主體와 對象사

이의 關係에 대한 깊이 있는 意見이 반박

피력되었다.

格物을 룏格於物룑로, 物格을 룏於物格룑으

로 생각하는 潛冶에게 마찬가지로 룏貪肉

은 食於肉룑으로 룏肉食은 肉於食之룑로 이

해하느냐는 反 問을 던진다.

格物은 룏格夫物룑로, 物格은 룏物之而我

所格룑으로 생각하는 晩悔에게는 食肉(格

物)은 食於肉 일 수 없고 食夫肉(格夫物)

이며 肉食은 룏於肉食之룑가 아니라 肉之爲

我所食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

서 朱子가 格物을 格於物이라고 하지 않

고 어째서 格夫物이라고 했느냐의 質問을 

提起한다.

나아가서 潛冶가 格其物이라고 한 경우

를 끄집어 物에 其字를 부치는 것도 잘못

임을 깨달았다고 附言한다. 乎字의 뜻이 

또한 於字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약간은 

다른 데가 있어서 朱字는 이 於, 其, 乎字

를 피하고 夫字를 使用하여 格夫物이라고 

한 眞意를 터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룏道路之遠處, 無所不到룑와 룏遐

方之異味, 無不食룑의 경우 그 意味가 룏彼

其道路之遠處者, 我無所不到룑며 룏選方之

異味者, 我無不食룑이므로 우리나라의 懸

吐法에 依하면 룏道路之遠處를 無所不到룑 

룏遐方之異味를 無不食룑이라고 해야지 룏道

路之遠處에 無所不到룑, 룏遐方之異味에 無

不食룑으로 한다면 文章에 於字를 加해서 

於道路上遠處에 無所不到 룏於遐方之異味

에 無不食룑이라고 해야 옳다고 주장하여 

論爭이 文法方向으로 飛火가 되었다.

이어서 認識이 觀念的인 것인가 또는 

自覺的인 것인가 아니면 物理的인 것인

가 하는 重要한 部分에 부딪치게 된다. 格

物致知와 物格知至의 關係理解는 事實上 

그 点쳤을 左右하는 자리라고 생각된다. 

潛冶가 格物굛物格이 初程工夫라는데 意

義가 제기된다. 晩悔에 있어서 初程工夫

는 格物致知는 格物物格이 아니다. 萬一

에 潛冶와 같이 格物而日物格, 致知而日

知至, 誠意而日意誠… 式으로 생각한다면 

格物과 致知는 兩件事가 되어서 認識主體

와 認識되는 對象이 斷絶兩立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物格知至의 떨어

질 수 없는 關係說明에 힘을 기울인다.

즉 格物이란 룏理는 物에 있으되 知는 

我에 있다. 我의 知로서 物의 理를 窮究함

이나 格物은 즉 吾의 知識을 推極하는 바

이다룑라고 主張한다. 物과 知는 窮究하는 

過程에서 分立도리 수 없는 사이며 그러

므로 七條目에는 先後를 가려서 말했으니 

致知와 格物에는 欲致其知인데 先格基物

이라고 아니하며致知在格物라고 在字로 

묶게 된 것이다. 따라서 八條目이란 各目

이 事實은 七條目이라는 것이다.

格物이란 룏나의 知를 가지고 物의 理를 

窮究해서 物理의 當然과 所以然이 班公한

데 이르는 것룑이라고 주장했다. 知와 物이 

當然과 所以然의 班轉者로 完成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物格知至는 格物致知의 功效일 따름이

며 格物致知가 一事인 것처럼 이것도 또

한 一事라고 한다.

여기 一事라고 한데 意味가 深重하다

고 생각된다. 物이 對象이요 我가 認識主

體를 뜻한다고 할 때 知의 遍重 해서 觀念

化 된다거나 物에 遍到해서 實在에 埋沒

되거나 하는 危險을 避하려는 態度를 볼 

수 있다. 工夫에 있어서도 格物致知이라

는 一事를 가지고서 日 日 거듭거듭하여 

가는 동안에 物格致知라는 一事로 끝난다

는 所信처럼 보인다.

表現이나 語調로 보아서 合意가 좀처럼 

어려운 것으로 짐잘한 듯이 後日의 哲人

을 기다린다는 뜻을 添言하고 있다.

룏富錄兩家之說, 以待池日, 或俟後哲於

無窮耳룑

룏富記兩家之說, 以待池日룑

룏倂記之以俟來哲룑

룏倂記之以俟具眠룑

등등의 語句는 潛冶의 神經을 몹시 자

극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道山學叢書

十七世紀의 政治社會的 狀況과 

晩悔굛炭翁의 歷史的 位相

李 佑 成  (성균관대명예교수)

17세기 정치사회적 상황

만회 탄옹 역사적 위상

권영수 사장(54, 서울,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은 지난 3분기 실적발표 후 열

린 기자간담회에서 룕타임투 마켓 전략

을 통해 대면적 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반드시 리딩기업

으로 도약할 것룖이라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가 국내 유기발광다이

오드(AMOLED) 장비업체, 차세대 (주)

야스에 100억원을 지분투자했다. 차세대 

동력사업인 TV용 AMOLED 사업의 조

기 양산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 차원으로 

풀이된다. LG디스플레이는 국내 아몰레

드 증착장비업체인 야스에 100억원을 투

자해 20%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28일 밝

혔다. 

야스는 지난 2002년 설립된 반도체 디

스플레이 관

련 장비기업으

로, 지난해 11

월 지식경제부

가 주관하는 

AMOLED(아

몰레드 )  패

널 양산을 위

한  5 . 5 세대

(1320X1500㎜) 유기 증착장비를 개발 중

이다. 유기 증착장비는 아몰레드 발광소

자인 유기물을 유리기판에 균일하게 증

착시키는 핵심 장비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유기물을 균일한 

두께로 증착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

술력이 요구된다.

한편 권영수 사장은 서울大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79년 LG전자(주) 입사해, LG CFO 

총괄사장, LG필립스굛LCD 대표이사굛사

장, LG필립스 LCD CEO 대표이사, 사장, 

LG 디스플레이사장(現)으로 크게 두각

을 나타내며 활동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10. 11. 29. 성연광 기

자 인용굛권오복 편집위원>

LG 디스플레이 (주)권영수 사장

TV용 아몰레드 투자

암(癌) 및 성기능장애굛혈액순환장애 치료 전문한의원

종친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룕큐오엘 한의원룖이 되겠습니다.

진료원장 권순관  대체의학연구원장 권혁운 올림

암(癌) 성장억제·면역치료·자연치유

- 말기암 치료

- 전이재발암 치료

- 재발방지 치료

성기능·혈액순환장애 치료

- 발기부전 치료제 정기환~큐!

- 조루증 치료제 정기환~알!

- 혈액순환치료제 쾌혈~환!

무료 080-000-7579

전화 02-6927-5000http://www.qol-clinic.com

연세드신 분은 젊은이에게 뿌리의식을 찾아주도록 종보

구독을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보구독 배가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