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불임 및 치료 [유산 예방 방지]

옛 문헌에 혹전혹후(或前或后)라는 말

이 있는데, 생리가 일정치 않은데 기혈란

(氣血亂) 즉, 기와 혈의 건강 밸런스가 맞

지 않아 자궁내부에 변화가 일으킴에 비

한 것이다. 자궁염이나 갑상선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은 여성질환에서 흔히 나타

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거의 같은 맥락

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한의학적 용어에 7상이라는 말이 있다. 

일곱가지 감정을 말함이다. 

기쁨, 노여움, 슬픔, 근심, 두려움, 놀램, 

공포 이것을 칠정(七情)이라고 한다. 심

신 즉, 신경소모가 지나칠 때 생리적인 기

능에 이상이 초래되어 대사기능까지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임신이 잘되기 위하

여는 임신에 필요한 호르몬, 영양분 진가

(眞價)즉, 혈분 

등이 충분하여

여 하는데 그렇

지 못할 때가 있

다. 외인성 즉, 

상처로 인한 난

소, 난관의 이상

으로도 원인이 

발생 할 수도 있

다. 또 자궁이 냉

한 하복통 월경

불순 등 건강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유산증세도 나타나게 마련이다.

한방에서는 온궁(溫宮) 지제를 꽐용하

여 수족냉증, 하복냉증, 생리불순, 배란장

애까지 개선하여 임신이 되도록 또 착상

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유산증세는 전조

증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유산의 원인을 살펴볼 때- 신경소모가 

지나치게 많을 때- 무리한 운동을 할 때- 

차를 자주 이용하며 활동이 많을 때- 많

은 업무에 시달릴 때 등이다.

유산의 전조증은 태반기능이 약해서도 

발생하지만 체질적으로도 나타난다. 복부

통증 즉, 배가 아프며 몸이 불편하고 괴롭

다가 하혈 증세를보인다. 하혈이 점점 심

해지면 유산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런현

상이 자주 발생하면 습관성 유산으로 아

이 출산이 늦거나 출산이 어렵게 될 수가 

있다. 한방에서 소애안태지제를 활용할 

때 1 -2日이면 하혈이 딱 멈추며 아프던 

배가 편안해지고 컨디션이 좋아져 10개월 

만기로 출산을 하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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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연맹보건기구

<지난호에 이어서>

4)룗WHO헌장룘

1946년 7월 22일 61개국 대표가 서

명한 룗WHO헌장룘은 그 서문에서 모

든 사람들의 행복과 조화된 관계

(harmonious relations), 안전(secuntv)

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은 9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건강은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의 상태를 말하며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의 부재를 말하

는 것이 아니다(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t disease or infirmity).

(2) 가능한 최고의 건강수준에 도달

하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 신념, 경제굛

사회적 조건과 관계없이 세계의 모든 

사람의 기본권리이다(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is one of the fundamenta1 

rights of every human being without 

distinction of race, religion, ploitical 

belief, economic or social condition).

(3) 모든 사람의 건강은 평화와 안

전 달성의 기본이며 개인과 국가의 

가장 풍만한 협력에 달려 있다(The 

health of all peoples is fundamental to 

the attainment of peace and security 

and is dependent uponthe fullest co-

operation of individuaIs and States).

(4) 건강증진과 보호성취는 어느 나

라에서나 가치 있는 일이다

(The achievement of any State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ealth 

is of value to all)

(5) 건강증진과 질병. 특히 전염병 관

리가 여러 나라에서 불평등하게 진행

되는 것은 공통적 위험이다(Unequal 

development in different countries in 

the promotion of health and control 

of disease, especially communicable 

disease, is a common danger).

(6)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은 기본적

으로 중표한 것이다.

변화하는 전체 환경 속에서 조화롭

게 생활하는 능력이 이러한 발육에 필

수적이다(Healthy development of the 

child is of basic importance, the ability 

to live harmoniously in a changing 

total environment is essential to such 

development).

(7)의학적. 심리학적 및 관련되는 

지식의 이익을 모든 사람에게 확충하

는 일은 가장 풍만하게 건강을 달성하

는 데 필수적이다(The extension to 

all peoples of the benefits ot medical, 

psychological and related knowledge 

is essential to the fullest attainment of 

health).

(8) 공중보건 분야의 알려진 여론

과 적극적 협력은 사람들의 건강증진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Informed 

opinion and active co-operation on the 

part of the public are of the utmost 

importance 

i n  t h e 

improvement 

of the health 

of the people).

9)정부는 국

민의 건강에 책

임이 있는데 

이 책임은 적절한 보건 및 사회적 기

준을 마련함으로써만 충족될 수 있다

(Governments have a responsibility 

for the health of their peoples which 

can be fulfilled only by the provision of 

adequate health and social measures)

5. WHO 본부

1) WHO 본부와 역대 사무총장

WHO 본부의 주요 기구로는 총회

(World Health Assembly), 집행이사회

(Executive Board),사무국(Secretariat)

이 있다. 총회는 주요 정책의 결정기관

으로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이사회는 

32명의 보건전문가로 구성되며 3년마다 

새로 선출된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가

입한 이후 세 차례 이사국으로 진출한 

바 있으며 2001년 5월 제54차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활동중이다. 사무

국은 사무총장과 기술요원 및 행정요원

으로 구성되며 각종위원회와 회의가 있

다.

이종욱(李鍾郁) 사무총장은 7월 21일 

정식으로 WHO 사무총장에 취임하면서 

올바른 일을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한다는 3대 업무원칙을 천명

하고 A1DS 퇴치에 있어 가시적 결과를 

얻기 위해 집중과 조직적 전략을 추구

할 방침이며. WHO의 관료주지를 타파

하고 인도적 자원에서 대북 지원을 강

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 세계보건총회

1948년 4월 7인 룏WHO헌장룑이 발

효되었으며, 4월 7일이 세계보건의 날

(World Health Day)로 지정되어 오늘

날까지 기념행사가 계속되어 오고 있

다. 1948년 6월 24일 제네바에서 최초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의제가 토의되었다:말라리아굛모

자보건 굛 결핵 굛 성병굛영양 굛환경위생. 

공중보건행정, 기생충질환, 바이러스질

환, 정신보건, 기타.

제1회 세계보건총회는 새 기구를 UN 

전문기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비중앙집

권적 구조로 하기로 했고 아프리카, 미

주, 동부지중해,유럽, 남동아시아, 서태

평양 등 6개 지역에는 회원국 대표로 구

성되는 관리기관(이사회)과 사무처를 

두도록 하였다.

6. WHO 서태평양지역

1) 회원국

서태평양지역(Western Pacific 

Region)은 원래 극동(Far East) 지역룑

이라고 불렸지만 총회 사무총장이던 치

숄름(Brock Chisholm) 박사의 통찰력 

있는 중재로 개칭되었다.

대한민국은 서태평양지역 창설국의 

하나로 1949년 8월 17일 로마총회에서 

WHO에 가입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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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불임 임상치료 선구자

권 영 훈 원장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핵심요소

첫째 :임대차 존속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

차인은 최대 5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둘째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건물소유주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

할 수 있다.

셋째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준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전세

권 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아 경매 또는 공매 시 후순위 채권

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

넷째 :임대료인상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다.

임대료는 년12%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다.

차. 경매를 통해 상가구입시의 기본자세

상가는 시세가 형성되는 방식부터가 주택과는 다른 특성을 보

인다.

주택의 경우는 그 시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상가는 인근지

역이라도 그 상가의 특성에 따라 시세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시

장조사나 시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권리분석에도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구 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 용
범 위

◆보증금이 일정규모이하인 상가건물의 임대차 ◆주거용건물의 임대차 (규모의 제한없음)

대항력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신청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발생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발생

우선
변제권

◆대상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자
◆경매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음

최우선
변제권

◆예)서울: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1,500만원 한도로 보상(보호대상 
보증금30%)
◆임대차건물가액⅓범위 내 배당

◆예)서울 :보증금7,500만원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2,500만원을 한도로 보상(보호대상보증금의40%)
◆임대건물가액½범위 내 배당

임대차
기간

◆계약기간은 최소1년
◆5년 범위 내 계약갱신 요구가능

◆계약기간 최소2년

차임
보증금
증감

◆사정변동 시 당사자 간 증감청구, 증액의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12%)내에서 가능
◆증액 청구는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못함

◆사정변동 시 당사자 간 증감 청구, 증액의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5%)내에서 가능

열람
제공

◆제공내용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사항, 확정일자 등
◆제공대상 :건물임대차 이해관계인

 없 음

9.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해설)

아. 상가건물 임대차와 주택임대차 보호법 비교

전화 : 010-2280-9267 권 혁 백 

<지난호에 이어>

論道山之學

그는 더 나아가 군왕이 만일 룏公道룑에서 출발한다면 

바로 룕以公存心而主 宰不忒 룕以公察理而權衡不差룖할 수 

있게 된다고 여겼다. 만일 룕靜時之思惟在於至公, 勳時之

所應無不出於至公룖할 수 있게 된다면 바로 룕此心之所存, 

此身之所行, 粹然一出於正, 而天下服其公矣룖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同上)

이렇게 해서 룕則上行下效, 風草斯偃, 而公道之行處於

影響矣룖(同上)하게 되는 것이다. 곧 룏公道룑를 살펴 일을 

행하면 군왕은 능히 치국평천하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

하는 것이다.

권득기는 더욱 분명하게 당시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하고 당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戰禍로 인한 파괴에 있다는 사실 외에도 문제는 

바로 룕公道之不行久矣룖라는 내재적인 원인에서 나왔음

을 지적해 냈다 그래서 그는 룕公道者 國家之元氣也. 明則

治, 晦則亂, 古今之常理也룖이기 때문에 룕公道行則賢愚得

所而政治明, 公道晦則邪正倒置而功緖壞룖(同上)임을 강

조하였다.

이렇게 그는 天地爲公, 萬物一體의 理學관점에서 출발

하여, 군왕이 인정덕치를 내용으로 하는 왕도정치를 행

함에 있어 그 철학적 근거를 제공했고 또한 왕도 정치를 

행해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이론상의 분명한 

논술을 하였다.

두 번째는 룕王覇(伯)之辨룖을 명백히 하였다. 권득기굛

권시 부자는, 만일 왕토정치를 행하려 한다면 또한 룕王

覇之辨룖을 밝혀 왕도와 패도의 是非 소재를 가려야 하며 

룕王覇之分, 雖匹夫必明辨, 然後心術正, 況帝王家不可不

辨룖이라 여겼다(룏炭翁集룑 卷4 룏江大學衍義룑). 이로 인해 

그들은 公道觀을 이론 근거로 삼아 王覇의 是非구분을 

날카롭게 지적해 냈다. 권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지적했

다. 그 첫 번째 룏왕도룑와 룏패도룑의 근본적인 구분

은 바로 룏왕도룑는 公道에 근원하여 룕公天下而爲

仁룖임에 반하여 룏패도룑는 私利에서 나와 룕私一己

以爲利룖이라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公과 私 양자는 근본적으로 王굛覇之辨의 본질을 

개괄하고 있다. 두 번째 룏公道룑로부터 출발하면 자

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룕修己以安百姓룖의 

왕도정치를 행할 수 있으나 다만 자신의 사리사욕

만을 도모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천하의 재물을 

탐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覇道之事를 행하게 된다

는 것이다.

세 번째 룏公道룑를 근본으로 삼으면 필연적으로 

公天下를 마음에 새겨 룕成己而成物룖하고 룕己欲立

而立人,己欲達而達人룖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룏王룑

이라 함은 단지 그 자신과 집안만을 이롭게 해서

는 감히 안 되고, 천하백성을 근심하고 그 나라를

이롭게 함으로써 군주의 직무를 다하고 왕도정치

를 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王굛覇之辨이 炭翁 權諰에게 특

히 중시된 이유는 그것이 군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의 문제에 직접 연계되어 있고 국가

흥망, 천하우환의 대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대 

왕조에 있어서 위로는 군주로부터 아래로는 필부

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마땅히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야 할 辨-이라는 데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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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山學叢書

☎ 02-417-4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