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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차차 흐려져 한두
차례 비가 오겠다. 아침 최
저 기온 12~18도, 낮 최고 18~28도. 바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2~5ｍ로 매우 높게
일다가 서해상으로부터 점차 낮아지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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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醫協, 17일 휴진강행

오늘날씨

해뜸 05:58
해짐 19:07

사회

제25286호

정부의 파업금지 명령 어겨 파장클 듯

기후 온난화, 황
사 등으로 어수선한
때, 다시 봄철 독감
이 유행이란다. 인
플루엔자에 감염되
면, 1~3일의 잠복기
를 거쳐 열, 두통, 근육통, 마른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문제는 인플루엔
자가 계속 변형되기 때문에, 한번 걸린 뒤
에 또 걸리는‘불상사’
도 가능하다는 것.
특히 영·유아나 노인에게는 치명적이다.
/崔元碩기자 ws-choi@chosun.com

의사협회의 방침에 따라 전국 2만
1000여개 의원 가운데 70% 이상이 오
는 17일 하루 휴진키로 해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의협이 휴진을 강행
할 경우, 정부의‘파업 금지 명령’
을
어기는 것이어서 향후 지도부 사법처
리 등의 갈등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
다. 주수호(朱秀虎) 의협 공보이사
는 14일“정부가 의약분업 재검토와
의정(醫政)협의회 구성 등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아 예정대로 총
파업(휴진)을 하기로 했다”며“2만
1000여개 의원 중 최소 70~80%가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휴진 당일 오전에는 시도별 집회를
갖고, 오후에는 달동네 등에서 무료
진료나 학교에서 무료 건강검진 등
을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이번 휴진에는 병
원협회와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불참
키로 결정해 응급환자들은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
다. 보건복지부는 의원의 휴진에 대

비,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전
화1339번)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진
료기관 안내와 응급처치 상담 등을
해주고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종합병원과 국
공립의료기관, 보건소 진료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된
다. /金東燮기자 dskim@chosun.com

어제 강릉 30도
전국 초여름 날씨
14일 강릉지방의 수은주가 섭씨
30도를 나타내 올들어 전국 최고 기
온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초여
름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은 이날 강
릉 30도를 비롯, 대구 27.6도, 춘천
27.3도, 대전 26.5도, 서울 23.5도, 광
주 23.4도, 제주 22.9도, 인천 22.5도
등 전국적으로 예년에 비해 6~12도
정도 높은 기온을 보였다고 밝혔다.
/崔元碩기자 ws-choi@chosun.com

삼척~영덕~포항 171㎞
‘동해 중부선’ 2005년 착공

인터넷 날씨정보 http://www.chosun.com/weather

기상안내 : 국번없이 131

삼척부터 포항까지 바다를 낀 171㎞ 구간의‘동
해중부선’이 깔린다. 이 단선(單線) 철도를 따라
임원·울진·평해·영덕·청하·흥해 등 6개 역이 들
어선다.〈그림〉올해 이미 설계에 착수했다. 실제
착공은 2005년, 완공은 2014년으로 예정됐다. 철
도청은 그 뒤 필요하면 근덕·죽변·후포·강구 등
12개 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해중부선은 기존의 동해남부선(부산~포항)
과 영동선(삼척~강릉)을 연결한다. 또 최근 남북
이 추진키로 협의한 동해북부선(강릉~북한 온정
리)과도 이어질 전망이다.
/李忠一기자 cilee@chosun.com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 본관 앞에 모인 유병화 총장(가운데)과 동아시아 각국에서 온 학생들.
/全基炳기자 gibong@chosun.com

아시아 秀才 키우는 ‘산속 로스쿨’
경기도 고양 ‘국제법률경영대학원’
구파발에서 문산 방향으로 20분
쯤 차로 달렸을까,‘국제법률경영
대학원대학’이란 안내판이 있다.
샛길을 따라 5분쯤 가니 산 중턱에
앉은 새 건물이 보인다.
1층 강의실. 계약법을 강의하고
있다.‘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과
없는 계약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
판례가 거론되며, 재미 변호사 출
신인 스티븐 최 교수와 남녀 학생
들이 묻고 답한다. 미국 로스쿨에
서 보는, 이른바‘소크라테스식 수
업’. 모두들 영어가 유창하다. 최
(37)교수는“눈이 반짝거릴 정도
로 열의도 대단하다”고 말했다.
석사과정 전문대학(대학원대학)
으로 작년 9월 문을 연 이 학교 학
생은 한국인이 아니다. 첫 입학생
40명 가운데 한국인은 2명뿐이고,
38명이 아시아 각국에서 왔다. 중
국 북경대와 정법대, 베트남 하노
이대, 필리핀 아테네오 데 마닐라
로스쿨, 인도네시아대, 미얀마 양
곤대 등 명문대 법대를 상위 5%

이내로 졸업한 수재(秀才)들이다.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며 동
아시아·미국·유럽의 법률과 국제
법, 국제기구에 관해 배우고 있다.
교육비와 기숙사비는 전액 무료.
캠퍼스에선 철저하게 영어만 쓴다.
하버드대, 예일대 로스쿨을 나온

中·印尼출신 등 38명
전액 무료로 가르쳐
美변호사 경력 교수들
영어로 토론식 수업
변호사 출신들이 강의를 맡았다.
북경대 법대를 졸업한 링후 친(24)
씨는“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을 가
진 사람들이 함께 공부해 배울 점
이 많다”고 했다. 하노이대 법대를
나와 강사로 일하다 온 구엔 디프
(27)씨는“국회에서 지역협력 분
야 일을 하고 싶은데, 이 곳 프로

그램이 아주 도움될 것”이라고 말
했다.
이 대학을 세운 이는 외교관 출
신으로 고려대 법대 교수와 학장
을 지낸 유병화(柳炳華·56) 총장.
그는“아시아의 지도자를 키워
통합된 유럽처럼 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96년 전재산 30억
원을 털어 4만평 부지를 샀다. 하
지만 군사보호구역이어서 건물 인
·허가와 진입로 개설 문제로 시청
과 구청을 뛰어다녀야 했다. 신축
자금은 더 막막했다. 하지만 어느
날, 행운이 찾아왔다. 학습보조제
품을 만드는 ㈜대양이앤씨가 그의
뜻에 감동했다며 후원자로 나섰
다. 한 해 2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
는 최고위과정 운영, 기업 연수와
초·중·고생 영어캠프 유치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내후년엔 미국 워
싱턴DC 근교에 로스쿨을 건립해
연계교육에도 나설 계획. 오는 9월
에 입학할 2기생도 이미 선발됐다.
20명을 뽑는 중국에서는 우수 학생
이 100명 넘게 몰렸다고 한다.
/梁根晩기자 yangkm@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