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이야기

록펠러의 가장 성공한 자선사업…의학연구소
글 이재담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석유왕 록펠러의 사회적 평
판은 좋지 않았다. (한 달에 약

병원을 연구소에 설립할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걸고
연구소장을 수락했다.

5만 건에 달하는 기부 요청을

37세에 소장에 취임한 플렉스너에게는 인재를 발견

일일이 들어줄 수 없기도 했지

해내는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 그는 우수한 능력을 지녔

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

으면서도 자리를 잡지 못한 인간, 성격이 모난 독불장군,

심 많은 자본가로 비춰졌고 언

좀 이상하다고 알려진 괴짜들을 전 세계에서 모아왔다.

론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았다.

이런 이들에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창조적인

시카고대학 설립 등 다양한 사업에 이미 많은 기부를 했

일을 해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매독약 살발산을

던 그가 새로운 의학연구소를 세운 데는 이런 분위기와

만든 독일의 파울 에를리히, 매독균 연구의 권위자이던

자선사업에서 그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프레데릭 게이츠

일본의 노구치 히데오, 미국 최초의 노벨의학생리학상을

목사의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1897년 윌리엄 오슬로 박

받게 되는 프랑스의 알렉시스 캐럴 등이 그들이었다.

사의 <내과학> 책을 여름휴가 동안 의학사전을 찾아가며

록펠러는 연구소 기금 관리를 과학자 본인들에게 맡

통독한 뒤 대부분의 질병이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

겼는데 이는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위대한 두

다는 사실을 깨달은 게이츠가 파리의 파스퇴르연구소나

뇌들을 잡일에서 해방시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베를린의 코흐연구소와 비슷한 시설을 만들어 의학에 투

자유롭게 연구에 몰두하도록 한다는 것이 연구소의 암묵

자하는 것이 장차 가장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록펠러

적인 약속이었다. 그는 심지어 연구소를 방문조차 하지

에게 건의했다).

않았다(“다른 사람들도 견학 오니 한번 들르시라”는 관계

록펠러가 의학연구소 계획을 실천에 옮긴 것은 1900
년이었다. 그는 향후 10년 동안 매년 20만 달러씩의 기부

자들의 권유를 “그렇다면 나까지 가서 그들의 시간을 빼
앗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라며 번번이 거절했다).

를 약속하며 이 사업의 책임자로 존스홉킨스대학의 초대

1910년 뉴욕에서 뇌척수막염이 유행했을 때 연구소

학장이던 윌리엄 웰치 박사를 초빙했다. 웰치는 미국에

는 시민들에게 대량의 항혈청을 무료로 제공해 명성을

독일식 의학을 도입한 인물로 독일 유학 당시 가스탄저

떨쳤고, 1912년에는 캐럴의 노벨상으로 미국을 선도하

균을 발견한 우수한 연구자였다. 웰치는 제자이자 미국

는 의학연구소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록펠러는 평생

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병리학자 사이먼 플렉스너를 연

6,100만 달러를 연구소에 기부했는데 현재 가치로는 6억

구소장으로 지명했다. 플렉스너는 펜실베이니아대학의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1965

종신교수 직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년 록펠러대학으로 바뀐 의학연구소는 1970년대까지 16

지 수개월을 고민하다 ‘연구원 초빙 때 능력에 맞는 높은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여 록펠러의 가장 성공한

보수를 지불할 것, 임상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작은 부속

자선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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