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재 아산생명

과학연구원장이지

난 2015년 1월 18

일 취임후약 1년

6개월이지났다. 

그동안아산생명

과학연구원은 논

문, 연구비, 특허

및기술이전부분

등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고있다.

김종재 원장은

“지난 1년 6개월간의 성과는 우리 캠퍼스의 모든 연구자 분들

이꾸준히노력해오신결과라고생각한다”며“아산생명과학연

구원은울산의대와함께단시간내에연구분야에서도비약적

인발전을하였다”고밝혔다. 

이에김종재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을만나아산생명과학연구

원의발전계획등을들어보았다.

빠른임상적용과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연구에역점

그동안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서는신약개발, 세포치료, 의료기

기, 빅데이터분야를 4대중점연구분야로정했고, 연구중심병

원사업과맞물려각분야의기술사업화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따라서 서울아산병원 R&D의 선순환 구조 구축과 연구개발

분야의글로벌리더가되기위해서는▲연구개발분야의선택

과집중▲임상에조속히적용할수있고▲부가가치창출을통

한 R&D 분야의재정적자립과선순환구조확립에역점을두

고발전시켜나간다는생각이다. 

김종재원장은“연구역량에있어서는이미우리보다역사가

깊은국내굴지의의과대학및병원들과도어깨를나란히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우리가 더욱 발전하여 연구개발 분야의

글로벌리더로거듭나야할것이다”고밝혔다.

글로벌바이오클러스터입지확보

이와관련하여우리는이미글로벌바이오클러스터입지를확

보하였다는분석이다. 

최근R&D의가장중요한화두중하나가‘개방형혁신(Open

Innovation)’이고, 바이오산업분야에서산-학-연-병분야의

유기적인협력이어느때보다도강조되고있다. 

국토크기가상대적으로작은우리나라는외국의경우들과비

교하면전국이하나의바이오클러스터의개념이될수도있다.

국내에서이런바이오클러스터를표방하는구조들이우후죽순

격으로많이생겨나기시작하였다.

하지만아산생명과학연구원은이미울산의대와한울타리안

에있으며, 열 개가넘는바이오회사들이입주해있어매우효

율적인미니바이오클러스터의구조를확보하고있다. 

또 최근수년간 KAIST(한국과학기술원), KIST(한국과학기술

연구원),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등 국내주요연구기관은

물론 다나-파버암연구소, 미네소타의대 줄기세포연구소, 오리

건보건과학대학, 동경여자의과대학등유수한국외연구기관및

여러글로벌제약사들과의협력R&D 체계도구축하고있다.

즉개방형혁신을주도할수있는글로벌바이오클러스터일원

으로서의입지를확보했다고볼수있다.

이와함께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서는의생명연구소에협동중

개연구센터와임상의학자 (M.D.)들과생명과학자 (Ph.D.)들이

참여하는융합의학과를신설함으로써중개연구활성화에도박

차를가하고있다.

김종재 원장은“중개연구는 기초연구성과를 임상에 적용하는

연결고리이기때문에중개연구활성화를위해서는임상의사들

과생명과학자들간의교류및소통이가장중요하다”며“우리는

이미이런유기적인시스템을잘확보, 운영하고있기때문에이

에따르는성과들에대한기대도높아지고있다”고설명하였다.

연구활성화위한연구재원확보다각적방안모색

연구활성화를위해서는연구의중요성을알고, 연구를좋아하

는사람들이풍납동캠퍼스에많아지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아산생명과학연구원의주요역할중하나는연구자들이효율

적으로연구를진행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는인적, 물적인

프라들을제공하는것이다.

그간의생명연구소의코어랩, 실험동물지원부등이중요한역

선택과집중통한연구개발분야글로벌리더목표

“울산의대생들이 미래 의료계의 기둥이 되길 기대”

인터뷰 | 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할을 해왔다. 또 임상의학연구소에서는 활발한 임상시험센터

활동과 더불어 영문논문의 작성과 학회발표를 지원하는

Scientific Publication Team(과학논문지원팀)을새로이구성

하였고, 의공학연구소 역시 최근 국가 R&D의 방향에 맞추어

기업연계의료기기개발센터 등에서 실용화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있다.

또 2015년에새로이조직된줄기세포센터에서는미네소타의

대, 오리건보건과학대 연구진들과 줄기세포 및 세포치료 분야

의실용화연구를진행하고있다.

김 원장은“연구 활성화 동력은 연구 재원 확보인데, 해마다

각종국가및민간연구비를유치하고확보하는것이아산생명

과학연구원이당면하고있는가장큰과제의하나이며, 다양한

방안을모색하고있다”고밝혔다.

우리의대, 세계적위상확보노력필요

우리의대학부는입학하는학생들의역량이나교육내용등

에있어서이미국내최고수준이라는것을모든사람들이알고

있으며, 앞으로도이러한추세는계속이어지겠지만세계적위

상을높이기위한노력은필요하다는생각도제시하였다. 

김 원장은“학생들과 교수진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지속적인국내외교류확대를통하여세계적인위상을높

여갔으면 하는 바램이다”며“의료와 의학의 밸런스를 잘 맞추

어훌륭한임상의사뿐아니라세계적인의과학자들이우리의

대에서많이배출되었으면좋겠다”고밝혔다.

이를 통해 미래에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생리의학상을 우리

의대졸업생이수상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과기대감도

나타냈다.

행정부와입법부등다양한분야진출고려

의대졸업후의사가아닌행정부와입법부등으로의진출도

고려할수있다는생각도제시하였다. 

현재도일부다른분야에진출해있는의사들이있지만, 앞으

로는더욱더많은의대생들이의료와밀접히연계되어있고영

향을미치는행정부와입법부등에진출해서큰틀에서의료계

의문제를조정하고해결하는데역할을해주었으면좋겠다는

것이다.

특히인공지능등이의료계에본격적으로도입되면, 의사들의

역할에도필연적으로많은변화를일으킬것으로예측되기때

문에이와관련된분야의진출도고려할수있다는것이다.

또바이오산업분야에서많은기업인들도배출되어, 의과대학과

병원들과R&D 분야의시너지가창출되기를바란다는생각이다.

김원장은“사회는여러분야가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어서,

의료계의문제가의료계외부환경에의해서좌우되는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이런 측면에서 의대를 졸업했기 때문

에반드시진료하는의사가되어야한다는생각보다는보다거

시적인관점에서바라보는눈도필요하다”고밝혔다.

훌륭한의사가갖추어야할덕목‘전문성’과‘인성’

훌륭한 의사가 갖추어야하는 덕목으로는‘전문성’과‘인성’

을제시하였다.

→ [05페이지인터뷰계속]



서울아산병원이개원한이래우리나라진료와의학발전에끼

친긍정적효과는엄청나다. 타의료기관들의추종을불허하는

압도적인진료환자수와질적인우위를유지하며이를삼십년

이내의짧은기간내에이룬것은놀라운일이다. 

또한공신력있는기관에서논문의우수성을기준으로‘한국

을빛내는사람들’을발표하고있는데, 논문의편수를볼때울

산의대겸직교원으로서발표하는논문들이의약학분야에서독

보적인일등을차지하고있다. 

‘도전’과‘열정’으로 요약되는 창립멤버들의 헌신적인 노력

과아산재단의전폭적인지원이만들어낸쾌거임이분명하다. 

표면적세대교체…가치에대한대내외홍보고려필요

이제만30년을앞둔우리병원은세대교체라는피할수없는

시점에직면하고있다. 개원초기보다훨씬더많은젊은교수

와직원들이분주히일을하고있으므로표면적으로는세대교

체가이루어졌다고본다. 

하지만발전의초석이되셨던분들의정년퇴임식을준비하며,

우리병원이현재갖고있는우위를유지하고상승시킬수있는

모멘텀을찾아야하지않을까생각하게된다. 

풍납동에서일어나고있는바쁘고다양한우리들의일상활동

들에공통적으로있으며, 또한우리가지켜내어야할소중한가

치를찾아내어방문객을포함한외부고객뿐아니라내부직원

들에게적극적인홍보를고려하는것이도움이되리라본다.

아산재단의이념과가치제대로표현필요

…출발은표지석부터

이러한고민을하고있던차에누군가가수년전에전해준삼

성의료원표지석사진한장을보고큰충격을받았다. 이의료

원근처대로변에세워진표지석의크기도압도적이지만, 내용

도많은생각을하게만든다. 

재단이름과병원및의과대학을나타내는글씨체나크기도모

두달라함축적인뜻을시사하며, 환자진료의우수성뿐만아니

라교육과연구가그들이추구하는중요한가치들임을적절하

게표현하며홍보하고있다. 소위‘academic institution’임을

자처하는셈이다.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표지석의 크기도 작지만 담겨있는

내용도아산재단의로고와서울아산병원이나란히배열되어있

는것이전부이다. 

어찌 잘못 생각하면 우리 표지석은 서울아산병원이 마치

아산재단의 일개 사업체임을 전달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하

는셈이다.

하지만 우리 아산재단은 이미 지난 1970년대에 남들이 생각

도못하는사회복지의가치를내세우며가난과질병의악순환

을끝내려는담대한사회문화활동으로시작한이념과초대이

사장님이여기풍납동캠퍼스에병원과함께의과대학을품으

시며염두에두셨던가치가있다.

이미이런이념과가치는많은사회구성원들로부터선구자적

위치로인정받고있다. 

나는 분명히 초대이사장님이“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끊는

것을뛰어넘어교육과연구가함께하는초일류병원과대학의

터전을마련하시기위함이었다”고전해들었다. 

이제 이런 이념과 가치를 내부 및 외부 고객들에게 제대로

홍보 및 공유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그 출발점은 우리 병

원정문쪽에위치한표지석에서부터잘표현하여시작되어야

한다.

울산의대전임교원‘긍지’…활발한지향가치논의필요

의과대학과병원의긍정적이고유기적인공동체관계정립의

이점은우리나라의학사가잘증명하고있다. 

구한말과일제시대부터선교사들에의해제대로된서양의학

이우리나라에유입될때국립의료원, 전주예수병원, 세브란스

병원등은신기술로표방되는선진의료의산실이었다. 

하지만그기관들중에서의과대학과의협동관계를구축한세

서울아산병원의새로운도약을위한제안

기고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송재관 학장



안전을위한진료의전문성과우수성에국한되지않고, 차세대

를위한의학교육과연구도포함됨을홍보할수있는이득을얻

을수있으리라예상된다. 

더구나최근자동차를포함한공학중심의제조업이국부창출

이나소득증가원동력으로서의위치가위협받고그대신의생

명과학분야의연구를기반으로하는특허나사업화가선진국들

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자리를잡아가는즈음에우리도발빠

르게능동적으로대처하며, 이를위해변화하고있음을알리는

것은뛰어난인재들을의생명과학연구를위하여풍납동캠퍼스

로유인하는좋은수단이될것이다.

풍납동 캠퍼스 내에서 표지석 교체를 화두로 우리가 지키고

지향해야할가치가무엇인지에대한논의가활발해져모두가

공감할수있는결과를얻게되기를기원해본다.

브란스병원만이아직까지명성을유지하고있음은시사하는점

이크다.

“앞서 있는 우리에게 왜 홍보가 필요한가?”라고 묻는 분이

있다. 

또표지석내용에포함되어야하는울산대학교의과대학과서

울아산병원의브랜드파워차이를들어부정적인견해를표명

하는분들도있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은 공식적인 울산의대 교육협력병원이

며, 병원 보직자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전문의들이 전임교원직

책을갖고있고이를긍지로여기고있다. 

현재 서울아산병원의 위치가 견고하므로 울산의대의 브랜드

파워가상대적으로약한것이큰문제가되지않을것이다. 

또한의과대학을품는것만으로병원이추구하는가치가환자

환자의병을관리하는데는최신의전문지식을가진전문가로

서의역할이필요하고, 환자를보살피는데는환자의마음을이

해하고어려움을들어줄수있는인품을갖춘사람이되어야한

다는것이다. 

환자를무시하는수술만잘하는의사가되어도안되겠고, 엉

뚱한진단과치료를하는마음씨만좋은의사가되어도안된다

는것이다. 

김원장은환자를진료하는임상의사에게가장중요한덕목으로

는‘어려운사람과사회적약자들에대한이해’라고제시하였다.

김원장은“굳이봉사라는거창한단어를쓰지않더라도아프

고어려운사람들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고, 아픈심신을보살

펴주는데최선을다할수있는사람들이의료계에더필요하다

고생각한다”며“이것은좋은기계들로대체될수있는부분도

아니다”고설명하였다.

→ [03페이지인터뷰계속] 또“약간은불편한이야기가될수도있겠지만, 그동안의대

에진학해서의사로활동하는사람들은좋은환경에서많은지

원을받은사람들이상대적으로많고, 또 의대생, 의사라는자

부심으로일생을지내게되기때문에어려운환자들의이야기

를잘듣고성심을다해해결하려노력하는사람이되기는쉽지

만은않다”고덧붙였다. 

병들면심신이약해질뿐만아니라경제적으로도피폐해지는

경우들이많다. 가장좋은의사가되는길가운데하나는환자

가되어보는것이라는이야기들을한다.

하지만이것은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기때문에결국역지사

지 (易地思之)의의미를학생들개개인이마음속으로라도깊이

새기도록노력해야한다는것이다. 

김 원장은“우리 의대생들이 재학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

고, 어려운환경에있는사람들많이도와주는경험들도충분히

쌓아서미래우리나라의료계의큰기둥들이되어주면좋겠다”

고강조하였다. 



우리 의대가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대상으로

진행한심리적교육환경조사결과의과대학중 1위를기록한

것으로나타났다. 

이번연구는한국의학교육학회주관으로지난 2013년 11월

부터 2014년 3월까지 전국 의대 및 의전원 학생들을 대상으

로‘DREEM(Dundee Ready Education Environment

Measure)’지표를이용한설문조사진행결과확인되었다. 

이번 연구는 각 의대 학장 또는 의전원 원장에게 연구목적

과 설문시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요청

을통해총 41개 대학중 40개 대학, 총 1만 2,035명의 학생

중 회수된 9,096부(회수율 75.6%)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나타난것이다. 

총 점수…114점(전체) vs 121점(우리의대)

DREEM의 우리나라 총 점수는 200점 만점에 114점(100

점 만점 환산 시 57점)이며, 우리의대의 경우 121.4점을 기

록하였다. 

학생 배움 중심적 교육을 잘 한다고 알려진 외국 의대 중

스코틀랜드는 132점, 호주 137점인 반면 학생 배움 중심적

교육이 부족하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나라인 인도는 107점으

로조사되어있다.

의학교육학교실 박주현 교수는“우리나라의 경우 우수 의

학교육을 위한 노력을 통해 형식이나 내용면에 있어서 국제

적 수준이라고 자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와 비교해 실망

스러운점수가나왔다”며“앞으로의학교육이문화와환경을

중심으로변화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설명하였다. 

또“우리 의대도 국내 총 점수보다는 높지만 학생 배움 중

심적 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며“이를 위한 추가적

인노력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

분야별 점수 및 여학생 만족도 높아

우리 의대는 각 분야별 점수도 우리나라 전체 점수보다는

모두높게나타났다. 

실제 교수(Teacher)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62.8점(전체 점수 60.3점), 사회생활(Social Life) 62.6점

(56.3점), 학업성취도(Academic achievement) 62.0점

(58.8점), 분위기(Atmosphere) 59.0점(55.2점), 학습

(Learning) 57.7점(54.4점)으로조사되었다. 

“교수님들은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다”vs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 최고점은“교수님들은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다”로 우리 의대의 경우 5점 만점에 3.70점(전체 3.27점)

을기록하였다.

또“나는 올해 진급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가 3.23점

으로 2위(전체 2.98점)를 기록하였고“나는 학교에 친한 친

구들이 있다”는 항목이 3.21로 3위(전체 3.5점)로 나타났

다.

반면“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항목이 1.23점(전체 1.41점)으로최저를기록하였다. 

우리의대심리적교육환경평가의대중최고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 전수조사결과

기획기사

▶분야별점수

분야 울산의대환산점수(전체)

Learning 57.754.4

Teacher 62.860.3

Academic Achievement 62.058.8

Atmosphere 59.055.2

Social Life 62.656.3

5개 세부분야 모두 우리 의대가 높게 나타났다.



또“교수님들은 학생을 존중한다”(우리의대 1.58점, 전체

1.59점), “스트레스 받는 학생을 위한 지원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우리의대 1.70점, 전체 1.43점) 등이점수가낮은항목

으로조사되었다.

이는 여전히 의대교육이 교수 중심적이며, 단순암기를 강

조하는환경에놓여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는분석이다. 

박주현 교수는“이번 조사결과 우리 의대에서 높은 항목으

로 조사된 것은 대부분 예상했던 부분이었다”며“반면 최저

를 기록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여 변화

를위한참고자료로활용해야할것이다”고설명하였다.

교수진들 새 교육법과 교육환경

적극적 관심과 참여 필요

이외에도“나의 의대/의전에서의 생활(동료관계)은 원만하

다”가 3.04점(전체 2.86점), “나의 학교 편의시설(기숙사

등)은 쾌적하고 좋다”가 2.95점(전체 2.02점), “내가 학습해

온 내용들은 의사직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가 2.93

점(전체 2.80점), “나는 편안하게 수업을 즐기고 있다”(우리

의대 1.75점, 전체 1.85점) 등으로조사되었다. 

박 교수는“이번 조사결과 학생들이 학습과 관련하여 여전

히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가진 문제들을 그

대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며“이는의학교육에

서 학생의 배움이 중심이 되는 질적 변화와 내실화에 더 많

은노력을기울여야한다는측면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고

설명하였다. 

또“교수진은 학생들의 심리적 환경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

하고, 새로운 교육법과 교육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

과참여가필요하다”며“학생들이궁극적으로최종목표치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인식전

환등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

우리 의대 최대 특징…여학생 만족도 높아

이번 조사결과 우리 의대는 전국 의과대학 및 의전원 전체

40개중 5위, 의과대학중에서는 1위를기록하였다.

우리 의대의 경우 여학생에서, 종교 및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보다긍정적인식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우리 의대의 경우 여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최

대 특징이다. 실제 여학생의 전체 총점이 112.7점인데 반해

우리의대의 경우 125.3점을 기록하였다. 남학생도 119.6점

(전체 114.4점)을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은 것으

로조사되었다. 

학년별 점수는 의학과 1학년이 12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학년이 117점으로가장낮았다. 

박 교수는“전국 조사결과 남학생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대학원생일 경우 만족도가 높았지만 우리 의대는 대학원도

아니고 나이도 많지 않지만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물론

여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 외에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 교육환경들이 작용한 것으로 우리 의대의 변화 및 발

전가능성을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하

였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의학전문대학

원, 남학생, 종교, 동아리활동의유무가긍정적인인식을나

타낸 반면 비수도권, 사립대학, 의과대학 체제일 때 부정적

인식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DREEM이란?

‘DREEM(Dundee Ready Education Environment Measure)’지

표는 영국 던디대학이 개발한 평가방법이다. 해외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평가 방법이지만 국내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DREEM은 ▲학습(Learning) ▲교수(Teacher) ▲학업성취도

(Academic achievement) ▲분위기(Atmosphere) ▲사회생활

(Social Life) 등 5가지 분야에 50개 문항 2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항목으로는 △수업에 참여하도록 격려 받고 있는지 △교수들은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교수들은 학생들을 존중하는지 △학습

방법이 공부에 효과적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 교수는“DREEM은 단순한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아니라 학생 배움

중심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지표로 교육환경변화측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이를 기반으로 학생 배움 중심적 환경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의대주요일정



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받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하였다는점이다.

또 전체 수업의 반 이상을 TBL(팀기반학습) 수업으로 구성

하였다는점도특징이다.

기존과정과가장큰차이는평가부분이다.

실제 지식평가 중심의 1차 평가와 응용력 평가 중심의 2차

평가가 있고, 각각의 평가 후에는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서

학생들과문제를함께풀어보는시간을갖게된다. 

1, 2차 평가에서만족할만한성과를보이지않은학생들에

게는 재시험을 치르게 하고, 재시험은 구두평가로 치르게

된다. 

이윤선 교수는“학생들에게 점수 위주의 상대평가보다는

향후 pass/fail을 적용해보기 위해 코스가 정한 수준 이상의

성과를 보인 학생들에게는 일정 수준이상의 성적을 주고자

한다”고설명하였다. 

또“수업이 교과서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간혹

study material(교육 자료)이 부족하다고 힘들어하는 학생

들이 있다”며“각 수업에서 제공된 교육 자료들을 최대한 활

용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강의하신 교수님들께 언제

든 자유롭게 요청해서 제공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

였다. 

올해‘응급과중증치료’가신설되었다.

이 과정은 전통적으로 지식의 전달에 치우치고, 강의에 의

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평

가하며, 팀 학습을 많이 하는 형태의 혁신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관심이모아지고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

실이다. 이에 이번 교과탐방에서는 의사라면 기본적으로 알

아야하는‘응급과중증치료’에대해알아본다. 

기본적인 1차 진료에 초점

‘응급과중증치료’과정은학생들에게응급상황과중환자를

인지하고, 일차 진료 수준의 초기 치료와 의료인들 간의 의

사소통, 환자나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전달을목표로하고있다. 

이에따라‘응급과중증치료’과정은중환자치료등의전문

분야를 다루기보다는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의

중증도를 분류하여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고 ▲심정지 환자에게 전문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

으며▲일차진료의들이흔히접할수있는동상, 열사병, 열

탈진, 이산화탄소중독, 독초또는독버섯중독등에대해초

기치료가가능하도록교육한다. 

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접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들

과 어떤 환자들에게 중환자 치료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함

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통해 교과서적 의학지식을 넘어 실제

의료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미리 경험해볼

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이윤선과정책임교수는“의과대학교육목표는일차진료가

가능한의료인양성에있다”며“‘응급과중증치료’과정은학

생들에게 좀 더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1차

진료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중요하다”고설명하였다.

‘응급과 중증치료’특징

‘응급과 중증치료’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

교과서적의학지식넘어현실적문제들경험…

1차진료에초점

능동적 수업참여, 팀워크 강조, 평가방식 등 기존 방식 탈피 새 변화 추진

교과탐방 | 신설‘응급과 중증치료’

수업구성



구성되어 있다”며“심폐소생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

윤리적 이슈, 환자와의 소통 등은 어느 분야의 전문의가 되

든지매우필요한부분이다”고밝혔다.

또“올해 과정 이후 학생들의 여러 건의 사항들을 반영하여

내년에더욱내실있는과정이되도록노력할생각이다”며“어

느 과정마다 그 과정이 목표로 하는 것이 있을 텐데 학생들이

그목표에맞게노력해주었으면좋겠다”고강조하였다.

‘팀워크 강조

‘응급과 중증치료’과정에서 많은 수업이 TBL로 구성이

되므로팀워크가중요하다. 

개방된 자세로 타인의 의견을 듣고, 본인이 맡은 부분에 대

해성실히준비하는자세가중요하다는것이다. 

이 교수는‘응급과중증치료’과정운영을하면서아쉬웠던

점으로“학생들이 토론 수업에서조차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

는점이었다”고밝혔다.

또“의료현장에서는정답이없는경우가많다”며“수업시간에

접하는상황들에대해각자의생각을공유하고가장바람직한해

법을찾아가려는노력을갖는것이좋을것같다”고덧붙였다.

환자의 아픔 공유, 마음의 전달이 가장 중요

이 교수는 일반인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공감을 제

시하였다.

일반인들은 이미 많은 매체들을 통해 전문적 의학지식 습

득이가능한상황이다. 

특히만성질환을갖고있는환자들의경우수련과정의의사

들보다때로는더많은의학지식을갖고있는경우도있다. 

이런 환자들과의 소통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환자의

아픔을 공유하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의

전달이환자와의관계형성에가장중요하다는것이다. 

이 교수는“‘응급과 중증치료’과정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

사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1차 진료 위주의 내용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울산대학교의과대학에기부및후원창구가개설되었습니다.

울산의대는길지않은역사속에서이미대한민국대표의대로써

자리매김을해가고있으며, 학생중심의교육프로그램으로호평을

받고있습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국내 최고의

실력과인성을갖춘의료인을배출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교육과 연구, 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분들의관심과참여가필요한상황입니다.

보내주신후원기금은의과대학의교육, 연구와봉사활동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모든내용은투명하게공개해후원자분들의

기부에가치를더욱높여드릴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울산의대와 함께 하는 기부는 소액부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문의 : 의과대학기획총무팀박미경

02-3010-4212, pmk225@ulsan.ac.kr 

기부및후원안내



겉보기엔 같은 질병처럼 보이더라도

발생 원인이나 치료법이 다를 수 있는

데, 유전체빅데이터분석을통해이러

한질병의세부특성을구분해낼수있

는알고리즘이개발됐다.

이를통해질병특성에따른소분류를

구분해전체질병의세부지도를그려내

고, 각각의소분류를겨냥한맞춤형치료

법을개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융합의학과한범교수는하버드의대연구진과함께유전체빅

데이터분석을통해여러질병의원인으로작용할수있는유전

자를찾고, 이를활용해생물학적기전, 치료법등세부특성에

따라질병을소분류로구분해주는의학통계알고리즘‘붐박스’

(BUHMBOX)를최근개발했다.

‘붐박스’는 특정 질병‘A’에 걸린 환자군 유전자에 또 다른

질병‘B’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가 얼마나 있는지

검증해주는알고리즘이다. 이를통해특정질병을앓고있는환

자군의유전체빅데이터분석을통해문제의질병이어떤소분

류로구분되는지알아낼수있다.

또이러한소분류구분과정에서질병과질병사이의유전적유

사성을찾아냄으로써기존에사용되고있는치료약을다른질병

의치료제로사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수있게된것이다.

실제로한범교수팀은알고리즘을활용해류마티스관절염의

소분류의하나인 CCP(Cyclic Citrullinated Peptide) 음성류

마티스관절염환자2,406명의유전체정보를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전적으로는 이들 중 30%가 오히려 CCP 양성

류마티스관절염에가까운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유전체분석을통해 CCP 음성류마

티스관절염환자에대한새로운치료패러다임을제시할수있

을것으로보인다.

이번국제공동연구를주도한한범교수는“현재질병사이에

같은유전자를공유하는현상, 즉다면발현(pleiotropy)이유전

체연구의큰화두이다. 이 다면발현을해석하는것이현재유

전체연구의도전과제인데, 이는다면발현이전체환자군의질

병 특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숨겨진 소분류에 의한 것인지

알기 힘들었기 때문이다”며“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이러한

융합의학과
한범 교수

질병세부특성구분알고리즘개발…

환자맞춤형치료앞당겨

융합의학과한범교수팀, 유전체빅데이터분석…질병소분류구분해주는‘붐박스’개발

이달의 우수연구

앞으로임상선생님들과의공동연구를통해이러한과제들

을해결해나가고자한다.

Q. 좋은 논문작성노하우?

국제공동연구를통해서이번네이처제네틱스게재를준

비하면서 느낀 점은 공동연구자들이 그림 하나 하나, 분석

의해석하나하나도학술지의수준에맞추기위해노력한

다는것이었다. 

물론 학술지에서어떤 그림을내야한다고요구하는것은

없지만그학술지에실리는일반적인논문들을살펴보면일

반적으로맞추고있는표준이있다. 이런작은부분을최선을

다해서맞추는것이의외로상당히중요하다는것을배웠다. 

Q. 실용화를위한과제는?

붐박스알고리즘이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충분한

숫자의환자유전체정보(약 2,000명)가필요하다. 현재이

정도의숫자를모은연구팀이많지않기때문에당장모든

질병에대해서적용하는데에는무리가있다.

하지만미래에유전체연구가더활성화됨에따라향후다

양한질병의소분류를판별할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

또한질병의소분류를찾아낸다해도정확한구분법을개

발하고임상에적용하기까지많은도전과제들이있을것으

로보인다. 

미니인터뷰ㅣ융합의학과 한범 교수



그동안 국내 대

부분의 실험실에

서는 시설이나 기

술 부족, 특허 등

으로인해같은종

류의 실험동물을

생산할수없어대

부분의 유전자변

형 쥐를 미국이나

일본에서수입해서사용하고있었다.

이런 가운데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이상욱ㆍ성영훈 교수팀이

지난 해 말 발견된 최신 4세대 유전자가위인‘씨피에프

1(Cpf1)’을 이용해유전자를자유자재로자르고편집, 암과면

역부전생쥐를생산하는데처음으로성공했다.

특히‘Cpf1’를 통한 유전자편집의 활성 효과가 70% 이상으

로 매우 높아, Cpf1 기술이 유전자변형 쥐를 생산하는데 효율

적인방법이될수있음을증명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개념만 알려져 있던‘Cpf1’을 처음으로 활용

해유전자변형쥐를생산했고, 그동안수년간쌓아온이교수

팀의2세대와3세대유전자가위의경험을통해생산기간을획

기적으로줄였다는데의미가크다.

즉기존배아줄기세포를이용했을때최장2년까지걸리던생

산기간을4세대유전자가위를이용해6개월이내로줄여유전

자변형쥐의생산을획기적으로향상시켜향후생체내유전자

의기능연구나질환동물모델의개발로이어져질병의심층적

연구와신약개발에새로운가능성을제시하였다.

또이번연구성과는한마리에수십만원부터수백만원에이

르는연구용유전자변형쥐를앞으로국내기술로자체생산할

수있는길을열어외화낭비를줄일수있게되었다는점과기

초연구성과가산업으로연결되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유전자가위는 유전자 염기서열을 인식하여 절단하는 효소로

유전자가위에의해절단된DNA는세포내에서재빨리수리되

는데, 이때다양한기술을적용하여DNA의염기서열을원하는

대로편집할수있게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유전자가위가 유전자치료제로써 중요한

역할을하고있으며, 전세계적으로연구와개발이활발하게이

루어지고있다.

방사선종양학교실 이상욱(아산생명과학연구원 질환중심동물

자원센터장) 교수는“그동안서울아산병원실험동물연구실이2

세대와 3세대 유전자 가위 기법을 활용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생산기간도단축해지난해에만국내최대규모인30종의유전

자변형 동물을 생산했다”며,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

로4세대유전자가위를이용한유전자변형쥐의생산연구에서

도좋은성과를얻을수있었다”고밝혔다.

또“이번연구는새로운유전자가위로마우스를최초로만들

었다는데 의의가 있고, 매우 기초적인 연구성과이다”며“특히

이번연구성과로생산된질환모델동물을통한국제적연구경

쟁력구축을기대하고있으며, 생명과학분야의연구자들이사

용하는연구비가운데적지않은비율을차지하는동물모델수

입비용으로인한외화낭비를줄이고기초의학분야의연구가

산업으로연결될수있다는의의를갖고있다”고덧붙였다.

이번연구결과는지난 6월 7일생명공학분야에서가장권위

있는학술지이며, 임상저널을제외한기초생명공학분야에서

가장 인용지수가 높은‘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수입의존‘유전자변형쥐’

국내기술로자체생산·산업화길열려

아산생명과학연구원이상욱교수팀, 최신4세대유전자가위로암ㆍ면역부전쥐생산성공

방사선종양학교실
이상욱 교수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성영훈 박사

상황들을구분할수있는알고리즘으로다면발현현상을해석

하고질병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는단초를제공했다는의미

가있다”고설명하였다. 

또“유전체 빅데이터를 활용해 질병 특성별 소분류를 구분해

낼수있는알고리즘을개발한만큼, 지금까지베일에싸여있던

질병의세부지형도를확인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며“나

아가이를바탕으로질병특성에맞는치료법을개발해진정한

의미의환자맞춤형치료가가능해지길희망한다”고덧붙였다.

이번연구는최근유전학분야최고권위지인‘네이처제네틱

스(Nature Genetics, 인용지수29.352)’에게재되었다.

→ [10페이지에서계속]



Biotechnology, 인용지수41.514 )’온라인판에게재되었다.

한편이센터장은좋은논문을쓰기위한노하우에대하여자

연현상에대한관찰을인식하고보편성을획득하는과정이과

학을하는것이고, 이런일련의과정속에서자신에게스스로의

의문점을해결해나가다보면좋은논문을쓰기도하는것같다

고제시하였다. 

이 센터장은“지구에는여러민족들이존재했지만과학이앞

선 민족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민족은 사라졌다”며“의과대

학의우수성은졸업자의수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고얼마

나 과학적으로 교육된 의학자들이 많은가에 의해 의과대학의

순위나명성이결정될것인만큼사이언스를하는많은의과대

학학생들이배출되기를기원한다”고강조하였다.

제2형 면역반응

을 유도하는 사이

토카인으로 알려

진IL-33이제2형

선천성 림프구를

통해 항암면역 작

용을 매개하는 기

작이규명되었다. 

제2형 면역반응

에관여하는인자들도때로는항암면역반응에관여하는사실은

오래동안알려져왔지만그기작에대한명확한규명과제2형

선천성림프구가항암면역반응에관여하는지여부는거의알려

진바가없다.

울산대학교생명과학부권병석, 외과학교실(울산대병원) 조홍래

교수팀은이번에연구를통하여IL-33을과발현하는암세포를피

하에접종하면종양이형성되지않는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IL-33은 종양에서제2형선천성림프구의증식을유도하고,

이세포로부터다량의CXCR2 키모카인생산을유도한다. 

또종양에서비정상적인혈관형성을유도하여종양의산소공급

을차단시킨다. 저산소상태에서암세포는CXCR2를발현한다.  

그결과제2형선천성림프구에의해분비되는CXCR2 키모카

인은암세포의CXCR2에결합하여강력한세포사멸을유도한다. 

CXCR2 키모카인은 암세포에서 CXCR2 발현을 증가시키는

작용을하기때문에CXCR2 키모카인을종양에발현시켜도강

력한항암효과를보여준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결과는 IL-33과 CXCR2 키모카인이 항

암치료제로사용될가능성도제시하였다. 

특히종양내에IL-33과CXCR2 키모카인을발현시키는전달

시스템을개발하면수술로제거하기힘든종양이나항암제저항

성을가진암의치료제로적용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다. 

또다른항암면역요법과결합한병용치료법을개발하면발표

한논문에서개발한항암치료법을임상에적용할수있을가능

성이존재하며, 현재이에대한연구도진행중이다.

이번연구결과는지난3월1일JOURNAL OF IMMUNOLOGY

(IF=4.922)에‘Intratumorally Establishing Type 2 Innate

Lymphoid Cells Blocks Tumor Growth’라는제목으로게재

되었다. 

한편최근연구에서 IL-33이세포독성림프구와선천성살해

세포를통해항암효과를보인다는사실이규명되었다. 특히백

신보조제로 IL-33의항암효과와종양내에서 IL-33을과발현

시킬때IL-33의항암효과가뛰어나다. 

하지만생리적인조건에서 IL-33의항암작용에대해서는알

려진바가없다.

→ [14페이지에서계속]

‘IL-33’제2형선천성림프구통한항암면역작용
<제2형사이토카인>

매개기작규명

IL-33과CXCR2 키모카인…항암치료제사용가능성제시

면역반응은 제1형 면역반응과 제2형 면역반응으로 나누어진

다. 제1형 면역반응은 병원균, 암세포, 조직손상 등에 반응하

여 강력한 염증반응을 수반한다. 제2형 면역반응은 알레르기

반응, 기생충 제거반응, 조직손상 복구 등을 포함한다. 

외과학교실(울산대병원)
조홍래 교수

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
권병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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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커다란크기의혹을달고평생을살았던아주머니까지.

내과, 외과, 신경외과, 소아과로구성된봉사단의진료팀은수

술실과진료실을오가며이러한환자들을최선을다해진료했다. 

그 중에서도가장많은환자는근육과관절에통증을호소하

는환자들이었다. 농촌마을이다보니일이고되어그런듯했다.

혹시 몰라서 가지고 간 수백 개의 파스가 3일 내내 큰 도움이

되었다.

진료를보는데어려움이없었던것도아니다. 날씨가무더워

수술실에서는학생한명이어지럼증으로쓰러지기도했고, 약

국건물안의봉사단원들이땀을비오듯흘리기도하였다.

또혈당을체크하는기기가잠시동안말을듣지않아한동안

환자들의 혈당 체크를 못하였고, 수술실의 도구들을 무균적으

로씻어내느라학생들이큰어려움을겪기도하였다.

하지만그많은어려움들을이겨낼수있도록해준것은환자

들의미소였다. 아픈몸을이끌고와서긴대기줄을기다리는

동안에도환자들은우리를볼때마다미소를지어주었다. 

약국구석에서가루약을조제하고있던나에게까지찾아와서

두손을모으며감사하다고하시는할아버지도있었으니, 실제

의료봉사준비에한창인캄보디아의이른아침, 바쁜 우리들

사이로 할머니 한 분이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띤 채 돌아다니신

다. 진료실, 대기실, 약국을천천히둘러보며봉사단구성원들

한명한명에게미소를보여주시는할머니에게문득궁금해진

우리는물었다.

“할머니, 무슨기분좋은일이있으셔서그렇게웃으세요?”

할머니는다시한번얼굴에미소를담은채통역을통해대답

했다.

“한평생살면서의사를직접보는게처음이라신기하고좋아

서그래요.”

의료진의손길이닿지않았던‘쭘끼리마을’

캄보디아의캄폿주에위치한쭘끼리마을은작은농촌마을

이다. 수도인프놈펜에서 3시간 가량떨어진이곳은캄보디아

내전당시크메르루즈군의마지막저항지중하나로내전의피

해가많이남아있는곳이다.

그래서였을까? 쭘끼리마을은아직의료진의손길이닿지않

은채남아있다. 우리봉사팀이이곳을선택한것도그러한이

유에서였다. 

그리고봉사준비에한창인우리한명한명을향한할머니의

미소는우리의선택이틀리지않았음을보여주며봉사팀전체

에열정과따스함을심어주었다.

3일간 850명 진료…어려움속환자들의미소‘피로회복’

3일동안 850명. 의료봉사팀이왔다는소식을듣고환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다양

했다. 

가벼운감기부터시작하여, 나무에서떨어져마비가온청년,

캄보디아쭘끼리의미소를담다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다녀오며

학생코너

우리의대는수시로해외오지의료봉사활동을진행하고있다.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도캄보디아쭘끼리마을에의료봉사를다녀왔다. 

이번봉사에는의대소식지조성윤(본과 4학년) 학생기자도동참하여현지의료및문화봉사에직접참여하였다. 

이번 봉사를진행한쭘끼리마을은수도인프놈펜에서약 3시간거리에위치해있으며, 캄보디아의캄폿주에위치한작은농촌

마을이다.

다음은조성준학생기자가이번봉사에서느낀내용들을수기형태로작성한내용이다.



환자와마주한봉사단원들이얼마나많은미소를보고얼마나

많은감사를듣고얼마나많은보람을느꼈을지알만하다.

의료봉사에서문화봉사까지

37명으로구성된아산의료봉사단은단순히진료를보는것에

만그치지않았다. 우리와함께한사진작가분은사진봉사를준

비하여가족사진을찍어액자에담아주었으며, 전도사분은어

린이사역을준비하여쭘끼리마을의어린이들에게웃음과믿

음을전파하였다. 

치위생학과학생도봉사팀에참여하여어린이들에게올바른칫

솔질을가르쳤으며, 우리의대생들은문화교류팀을꾸려대기하

고있는환자들에게공연을하며문화교류의시간도만들었다.

봉사를떠나기전두달간, 7번이나모여회의를진행하며계

획하고준비한봉사단원들의열정이없었다면이모든것들을

해내기는어려웠을것이다. 

봉사를더욱풍부하고값지게만들자는일념 하에, 구성원들

모두가회의때마다열띤토론을하였고, 진료팀을세분화하고

업무를나누어봉사를준비하였다.

덕분에우리는성공적으로봉사를마무리할수있었고, 구성

원모두가한국으로무사히귀국한후이글을통해우리의봉사

를마무리짓고있다. 

문득우리봉사팀을이끈신경외과나영신교수님이봉사마

지막날자신에대해“성공을위해앞만보고달려오다가주변

사람들을잘대해주지못하고모질게굴었던자신이, 봉사를하

며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 말이

떠오른다. 

쭘끼리마을의아침, 우리를바라보며미소지었던할머니의

모습과그할머니와마주미소지으며진료하셨던교수분들의

모습이머릿속에서겹치며아련하다.

나와마주보는사람이미소짓게하여, 아픈마음을먼저공감

하고치료해주는것. 의료봉사를통해몸을치료해주는것보다

도어찌보면더값진일아닐까. 

쭘끼리마을의미소를마음속한구석담아오며, 우리가그들

에게봉사한것보다더값진것들을받아온듯함을느낀다. 그

마을의미소가우리봉사단원과주변사람, 그리고이글을읽

은사람들의마음한구석에도자리잡기를살며시기대해본다.

함축적으로정리하고연구의목적을기술해야한다. 

연구결과는 논리적이면서 간결하게 서술해야한다. 토의

부문에서는 연구결과의 의미를 자유스럽지만 다른 연구자

의연구결과와통합적인관점에서논의해야한다. 

논문을작성할때저자는자기연구는자기가가장잘알고

있다는마음가짐을가질필요가있다. 또자기가그분야의

전문가라는자신감을가지고논문을작성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대개 영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영어로

논문쓰는법을숙달해야한다. 

하지만영어실력보다먼저논리적일필요가있고관련분

야에대한해박한지식을습득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좋은논문작성을위한 Tip

우선좋은논문은좋은연구결과가있어야가능하다. 좋은

연구를 위해 정확한 문제제기,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

향의 가설설정, 가설검정을 위한 창의적인 연구방법 고안,

연구결과의정확한해석이요구된다. 

좋은논문작성을위해서는연구결과를어느정도범위에서제

시하는것이합리적인지결정하고논문제목을결정해야한다. 

또 연구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초록을 작성해야 한

다. 논문의 도입부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배경을

→[12페이지에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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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지원이유

어릴 때 제 꿈은 변호사였습니다. 하

지만 법대가 사라지면서 다른 꿈을 찾

게 되었고, 중학생 때 제 눈에 새롭게

들어온직업이의사였습니다. 

다른직업과는달리고귀한생명을직

접적으로다루는직업이라는이유하나

만으로도의사는굉장히특별하고가치

있는직업같았습니다. 그때부터제장

래희망은 의사였고, 저는 고3때까지 이 꿈을 이루겠다는 생각

으로공부했습니다. 

고3 시절과목별공부방법

저는수시논술전형으로울산대학교의과대학에합격했지만,

수시공부와정시공부가크게다르지않다고생각하기에고3때

제가어떻게공부했는가에대해이야기하겠습니다.

국어의경우EBS가매우중요부분중하나입니다. EBS에서나

오는문학작품의경우반복적인학습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시의 경우각각의작품에서화자의정서,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주제는반복적인학습을통해익숙해져야합니다. 시에서

화자의정서, 작품의주제를확실히알고자하면대다수의문제

는어려움없이해결할수있습니다. 

소설의경우각각의작품에대한인물간의관계, 소설의주제,

소설의구성을알고있으면됩니다. 

시와 달리소설의경우, 수능에서동일한작품이 나오더라도

다른부분이발췌되어나오는경우가대다수이기때문에 EBS

에수록된부분을파고드는것은실제로도움이되지않습니다. 

문법의경우EBS에있는문제와관련된문법내용들은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하며, 전반적인 문법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도시간을투자하는것이필요합니다. 

고3의경우최근 6~7년의평가원국어기출문제들을풀어보

는것이도움이됩니다. 

국어의경우평가원시험에서의문제구성및형식에대해알

고 있는 것은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 것인가에

대한계획을세우는데도움이됩니다. 

또한수능에서나오는국어의신유형문항들이실제로몇년전

의평가원에서나왔던유형들이많다는점도간과할수없습니다. 

고1, 고2 학생들의경우다양한지문을살펴보며위에서말했

던시, 소설에서알아야할점들을정리해놓는것이고3 수험생

시많은도움이됩니다.

수학의경우개념에대해완전히숙지하고있어야함은기본입

니다. 

또한각개념중에서실제로문제풀이에자주쓰이고많은도

움이되는공식의경우정리해놓는것이큰도움이됩니다. 

그리고다양한문제를풀며공식들을사용하는과정에서, 문

제를보고필요한공식을알아내는센스와문제에대한다양한

접근을할수있는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꾸준한노력이필요

합니다. 

또수학의경우오답노트가꼭필요한두과목중하나입니다.

오답노트에는단순한문제의풀이와답이아니라, 이문제를풀

기위해서는어떤접근법이필요하고, 이에사용되는개념은무

엇인가에대한메모가필요합니다. 

오답노트는 수능이 가까워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효력을발휘할것입니다. 

그리고흔히상위권학생들이자주하는실수중하나는수능

이다가오고다른과목의공부할것이많다고생각되어수학을

소홀히하는것입니다. 수능이다가오더라도꾸준히하루에수

학모의고사한개정도는푸는것이중요합니다. 

저는수학논술학원을잠시다녔지만대학교논술전형에도

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리논술의 경우 수능준

비과정과크게벗어나지않습니다. 

수리논술을준비하는가장좋은방법은어떤문제든지그풀

이과정을자세히서술하는습관을가지는것입니다. 또한, 수학

문제들을 풀 때‘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시도하는 습관을 통해 논술을 준비

할수있습니다.

영어의경우EBS가가장중요한부분입니다. 

영어는다른과목들에비해모의고사와수능에서연계가가장

두드러져보입니다. 영어의경우EBS 지문들을꾸준히반복적

으로읽고공부하는것이도움이됩니다. 

“의사는고귀한생명을직접다루는굉장히특별하고
가치있는직업”

합격수기 | 합격수기공모우수작(수시부문)

예과1학년
백지훈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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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BS에수록된단어들을모아놓은단어집을통해단어

공부를소홀히하지않으며, 꾸준히영어모의고사를풀어보는

것을통해수능을준비할수있습니다.

과학은요즘수능에서가장큰변별력을가지는과목인만큼가

장중요합니다. EBS에수록된과학개념만큼은완벽하게알수있

어야하며, EBS에수록된그림을살펴보는것이도움이됩니다. 

실제 평가원이나 수능 시험에서 EBS에 수록된 그림 자료를

제시하는경우가많습니다. 수능에서과학이가장큰변별력을

가지는이유는신유형의문제들이꾸준히나오고있으며촉박

한시간때문입니다. 

따라서과학은자신이선택한과학과목의내용을반복적으로

학습하여완전히숙지하는것뿐만아니라지속적인문제풀이

를 통해 신유형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반복된 연습을 통해

시간을단축할수있어야합니다. 

과학은오답노트가필수입니다. 과학문제의경우오답노트를

통해 자신의 문제풀이방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이

어떤잘못된개념을가지고있었는지확인할수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고3 1년만큼은계획을세워가며공부하기

를추천합니다. 고3의경우지금까지와는달리수능이라는D-

day가있습니다. 

제한된기간안에필요한공부를빠짐없이하기위해서는계

획을세우고그계획에따라공부하는것이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울때흔히하는실수중하나는계획된공부를다못했을때

그공부를할수있는여유시간을고려하지않는것입니다. 

계획을세울때일주일에하루정도는계획안에하지못했던

것을할시간을정해놓는것이좋습니다. 

제가생각하는고3에서중요한것은‘어떤과목을어떻게공

부할것인가’가아니라어떻게자신의스트레스를해소하며자

신의페이스에맞게꾸준히공부할것인가입니다. 

제 주변에는 계속된 공부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공부를하지않으면안될것같다는불안감때문에억지로책

상에앉아책을들여다보는친구들이있었습니다. 

이런경우제대로공부를할수없을뿐더러지속된스트레스

는이후의공부에도악영향을끼칩니다. 

각자 자신의 페이스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 저같은경우는1주일에한번은

자습실 주변의 동전노래방에 갔고, 30분 동안 노래를 부르며

공부에대한스트레스를해소했습니다.

당연히그정도가과하면안되겠지만, 자신이절제할수있는

수준내에서스트레스를해소하는것은공부에도움이될수있

다고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책상에 앉아 내가 공부를 했다는 시간’이 아니

라‘집중하여어느만큼의효율을가지고공부했는가’입니다.

의대를지망하는후배들에게

수많은수험생들이의대에가기를지원합니다. 하지만그중

극히일부의학생만이실제로의대에지원합니다. 

제가의대에, 그중에서도특별히뛰어난울산대의대에합격할

수있었던이유는제머리가남들보다뛰어나서가아니었습니다. 

저는 중1때부터 고3때까지 의대만을 꿈꾸었고, 의대에 가지

못하면몇번이든다시지원하겠다는간절함이있었습니다. 이

간절함이저로하여금계속의대를꿈꾸고, 의대를위해공부하

도록하였습니다. 

그래서의대를지망하는후배님들에게한가지여쭤보고싶습니다. 

후배님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의대를 꿈꾸십니까? 단지 의사

가안정된직업으로돈을많이벌기때문에, 사회적으로인정받

는 직업이기에 의대를 지망하신다면, 저는 후배님들에게 다시

한번자신이진정원하는직업이무엇인가를생각해보기를권

해봅니다. 

의사는고귀한생명을직접적으로다루는직업으로작은실수

조차용납하지않기에의대에들어오기위해서뿐만아니라의

대에들어오고나서도많은양의공부를요구합니다. 

제주변에는서울대의대와같은모두가부러워하는학교에입

학한후에도적성에맞지않아새로운꿈을위해재수하는형들

을종종볼수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단순히 의대에 지망하는 것이

아니라의대에지망하고나서도자신의꿈을위해얼마나노력

할수있는가가더중요합니다. 

그리고이모든것들을위해서는그무엇보다도간절히의사

가되기를꿈꾸는마음가짐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상투적이지만노력은배신하지않는다는말을하고싶

습니다. 수험생이되면자연스럽게주변친구들의성적에도눈

길이 갈 것입니다. 주변에는 자신보다 공부를 잘 하지 않지만

성적이잘나온다고생각되는친구도있을것이며, 흔히말하는

‘넘사벽’일것같은친구들도있을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때의성적이고등학교 3학년때의성

적과도같다는생각은오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성적변동이가장큰시기이기도합니다. 중

요한것은남이아니라자신이얼마만큼의노력을하는가입니다. 

수험생생활이끝나고대학을진학할때가되어주변을둘러

본다면제가한말을이해할수있을것입니다. 노력은절대배

신하지않습니다.

그럼마지막으로미래의후배님들, 모두행운을빕니다.

Good Luck!!



중·고등학교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

어 의대에 오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

지고입학한친구들과달리, 나는고등

학교 2학년때까지만해도제꿈이명

확하지않았고, 내가정말하고싶은것

이무엇인지알지못했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인지 2학년 때

에는 학교성적이 많이 뒤쳐졌고, 공부

하는데도흥미가생기지않았습니다. 

그런데어린아이들과같이놀아주는봉사활동을하면서선천

적으로몸이많이안좋은아이와매우친해지게되었고, 내가이

런아픈사람들을건강하게해줄수있는일을직업으로삼는다

면저자신또한행복할수있을것이라는확신이들었습니다. 

제 미래에대한목표가생긴이후의과대학에진학하여의사

가되는것을목표로삼아열심히공부할수있었습니다. 

울산대의대지원이유

의대중에서도울산대의대에지원한이유는누구든지열심히

하는학생들에게는좋은의료인이될수있도록경제적으로지

원해줄뿐아니라다양한경험을쌓을수있고, 그리고더질

좋은교육을받을수있게해주기때문입니다. 

또한우리나라최고의병원인아산병원에서교수님들에게교

육을받을수있는점도큰장점이라고생각합니다.

공부를열심히하라는것은?…푼문제계속풀기도중요

수시 학생부와 정시, 두 전형 모두 준비를 했지만 나는 정시

전형으로울산대의대에입학하게되었습니다. 

흔히들학생들이정시는수능날하루에모든것이결정되므

로위험부담이크고운이크게작용한다고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린말은아닙니다. 

그러나나는본인이공부를꾸준하게열심히하는것뿐만아

니라수능날의긴장감이나떨림, 정신적압박감등을다스리는

능력또한실력이라고생각하고그실력또한노력으로키울수

있다고생각합니다.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라는 것은 3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항상공부만하라는것이아닙니다. 

공부를열심히하라는것은스트레스를받거나시험이끝나면

하루이틀정도쉬면서재충전의시간도가지고친구들과놀기

도하되공부를할때는오직공부에만집중하라는것입니다. 

또한열심히해야지하는마음가짐으로열심히하다가시간이

지날수록점점지치지말고, 꾸준히열심히하며3학년이되고,

수능이가까워질수록마음을다잡고그전보다더열심히하는

것이중요합니다. 

개인의선택이기는하지만나는공부를하면서플래너를작성

했고, 이것이내공부에도움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 

매일아침마다플래너에오늘할일을적었고공부가끝나면

오늘내자세나잘못했던것들에대해적으며반성하고마음을

다잡곤했습니다. 

나도 정말여러가지공부방법을시도해봤고, 오답노트플래

너 등의 중요성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들 알고 계시고

실천하고계실것같습니다. 

내가강조하고싶은것은푼문제계속풀기입니다. 틀린문제

를왜틀렸는지알아야할뿐만아니라맞은문제도‘왜’맞았

는지알아야합니다. 

수학문제같은경우여러번풀어보면서다양한풀이방법을

터득할수있고, 국어나과학탐구같은경우답만맞추고끝내

는것이아니라그선지가왜맞는지, 틀렸다면어떻게고치면

맞을수있는지, 선지에있는이단어는정확히어떤뜻인지하

나하나기출문제를대상으로따져보아야합니다.

멘탈관리필수

내가마지막으로가장강조하고싶은것은멘탈 관리입니다.

수능에서지식, 공부뿐만아니라 3년이라는오랜기간동안공

부를 하면서, 그리고 시험을 보면서 자신의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능력또한실력이라고생각합니다. 

공부를하는과정에서내가못보면어떡하지하면서불안하

기도하고, 공부가안되기도하고입시경쟁을치루면서정신적

인스트레스도많이받습니다. 

또한 시험을치루면서시간적인압박감이나긴장감, 떨림 또

한성적에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습니다. 성적에직접적으로

영향을줄수있다면당연히철저하게관리하는것이맞다고생

각합니다. 

적당히 문화생활도 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수능이가까워지면서는시험을볼때의긴장감을대비해서시

“고2 봉사활동하면서의사되는목표가져”

합격수기 | 합격수기공모우수작(정시부문)  

예과1학년
이동희 학생



험시간이30분이라면 20~25분동안진짜수능을친다고생각

하고, 그 긴장감속에서문제를정확하게실수없이푸는연습

을주로했습니다. 

이렇게준비를했기때문에어려운문제나시간이부족할때

에도당황만하는것이아니라합리적인방향으로행동할수있

었고당연히성적에긍정적인영향을끼쳤다고생각합니다.

울산의대의신입생생활

울산의대에신입생으로생활을해보면서, 일단 예과 1학년에

울산에내려가는것을꺼려하시는분들이많을것이라생각합

의대를생각하다

고등학교 때 사람을 치료하고 싶었습

니다. 병을 연구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여 많은 사람을 돕

고싶었습니다. 

당시제성적은의대를꿈꾸기에는많

이 부족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생명

과학부를생각했습니다. 

그러나제가원했던것이주로의학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모하지만 과감하게 재수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수험생활중요한 3가지

첫 번째로는‘잠 제대로 자기’입니다. 수험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이유로잠을늦게자서수면리듬이흔들릴수도있습

니다. 

하지만밤에늦게자고늦게일어나는악순환은공부의리듬

을쉽게깨기마련입니다. 공부를하거나잠시쉬는것도좋지

만충분한수면을취해야다음날집중도잘되고체력적으로지

치는것을예방할수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아프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프게되면기존의공부계획들이무너질수있으며공부의리듬

도깨지기때문입니다. 

예를들면여름에는실내에서에어컨을자주틀기때문에냉

방병에걸릴수있습니다. 이때차가운에어컨바람때문에건

강상에문제가있지않도록가디건과같은겉옷을꼭준비하는

것이필요합니다.

세번째로는‘할때제대로하고안할때하지마라’입니다. 괜

히불안해서책상앞에앉아있기보다는할수있는것을제대

로하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 

평소에최선을다하여공부하지만가끔정말로공부가안될

때는잠시쉬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슬럼프올때버티는힘도중요하지만흐름을유지하면서잘

쉬는것도재수생활에있어서하나의능력이라고생각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자…

“모의고사는 수능을 위한 대비일 뿐이다”

제가현역때했던큰실수중하나는모의고사에일희일비했

다는것입니다. 성적이안나오면많이불안해하였고잘나오면

기분이많이들떴습니다. 

결정적으로9월모의평가에서목표로하던S대생명과학부와

수도권의과대학에합격할수있는정도의성적표를받자그후

수능까지의2개월을너무나흐트러지게보냈습니다. 

그리고당연하게도수능에가서는기대치에많이미치지못하

는성적을받게되었습니다.

그때의실수를재수때는반복하지않기위하여초연한자세

를유지했습니다. 모의고사에서낮은성적을받게되거나실수

를할때도“수능을위한대비일뿐이다”라고생각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게 될 때에도“수능을 친 것이 아닌 모의고사

일뿐이다”라고생각하여기분에따라흐트러졌던작년의패인

니다. 

그런데 오히려 동기들끼리만 먼 곳에 있다보니 더 자유로운

분위기도 있고 동기들끼리 더 끈끈하고 재밌게 놀 수 있을 뿐

아니라다른경상도지역과의접근성이굉장히높아서 1시간만

버스를타고가도부산, 포항, 경주등으로여행도다닐수있습

니다. 

서울에서학교를다니면여행가는데마음먹고계획짜고가야

하는데, 정말큰장점중하나입니다. 예과 2학년때부터는서

울에 있을 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내년에뵈었으면좋겠습니다!!

“기초의학및외과의사들의삶을동경해서지원”

합격수기 | 합격수기공모-정시우수작

예과1학년
우재현 학생



을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수능날까지달려가기위하여 1년의전체적인계획을

세웠습니다. ‘~월에는~과목의개념공부를집중적으로한다.’

‘여름방학에는~과목기출문제에집중한다.’등의구체적인계

획들과목표를세웠습니다. 

그리고스터디플래너를통해서목표가잘이루어지는지지속

적으로점검하고작은계획을세웠습니다. 

그런부단하고꾸준한노력이수능이라는큰물결을상대하기

위한수험생의가장기본적이자최종적인무기라고생각합니다.

*본합격수기들은학생들개인의의견을작성한것입니다. 

어릴 적 설날에 외갓집에 가면 항상

명절음식이가득했다. 안방에서대청마

루너머건넌방에들어가보면, 차가운

냉방에는대나무소쿠리에온갖부침개

와떡들이쌓여있고, 달콤한약과와수

정과가반겨주었다. 

과자와 청량음료가 귀하던 시절에 명

절음식은귀한종합선물세트였다. 나는

사촌들과놀다가지치면, 이 비밀아지

트에 들어와서 음식들을 골라 먹곤 했다. 누가 이렇게 음식을

많이만들어놓았는지는생각하지도않고.

당시에이모와외숙모는연신전을부쳐대느라바쁘셨지만한

번도얼굴찌푸린적이없던걸보면, 명절관습과역할에익숙

하고우리들과함께정말로즐거워하셨던것같다. (겉으로밝

은 표정이었지만 속으로 힘들었는지는 직접 여쭤보지 않아서

장담할수없다.)

이후반세기가지나면서우리의삶은크게달라졌다. 먹을것

은풍족해졌고, 시간은빠듯해졌으며, 친척들은소원해지고, 세

대차이는벌어지고있다. 

그렇지만명절의형식은별로변한것이없다. 오랜만에가족

들이모이고, 명절음식을준비하고, 차례를지낸다. 매년당연

한연례행사처럼모이기는하지만뭔가부자연스럽다.

명절증후군…문화의차이에서비롯된감정의문제

처음에명절증후군이문제가될때에는며느리들이오랜만에

시댁을방문해서평소에안하던음식을만들고온갖집안일을

맡아하느라고생해서생기는문제로보았다. 

언론에서는설음식을간소화하고, 남자들이가사일을분담해

야 된다는 조언을 했다. 쭈그리고 전 부치느라 허리가 아프니

간간이할수있는체조도나왔다. 

이런방법이다소도움은되겠지만근본적인해결책이되기는

어렵다. 명절의스트레스가단지육체적피로의문제이기보다

는주로문화의차이에서비롯된감정의문제이기때문이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추석이나 설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에는협의이혼건수가눈에띄게늘어난다고한다. 

아무리이혼이쉬워졌다지만며칠몸이힘들었다고이혼하지

는않는다. 그보다는평소에잠복해있던부부간의갈등이명절

모임에서드러났을가능성이높다. 

다른가족환경에서자라온남녀가만나부부가되면사는방

식과가치관이달라서자주다투곤하지만, 점차사랑의힘으로

상대를배려하고서로맞추어주는요령을터득하게된다.

그렇다고문화의차이를극복했다기보다는대개잠시덮어주

는수준에그친다. 덮어두었던문제는명절모임에서드러나곤

한다. 

부부간처럼핵가족의유대감이있지도않고, 같이살아가면서

서로장단점을이해하려는시간이나노력도별로기울여본적

이없는여러가족들이모여서, 공통과제인명절행사를잘협력

해서치러내기란애초에쉽지않은일이다. 

예전처럼 며느리의 일방적인 체념과 순종을 요구할 수도 없

다. 게다가오랜만에가족들이모이면사는형편이서로비교되

기도하고, 가족내역할에대한압력을느끼기도한다. 

대화중에칭찬과질투, 기대와서운함등의감정이교차하면

서묵혔던마음의상처가터뜨려지곤한다.

문화의차이는사소한언행도오해와갈등유발

정신과 외래에서 진료 받으며 잘 지내오던 주부들은 명절을

한두달앞두고다음과같은하소연을하곤한다.

“추석이 가까워지니 벌써 마음이 답답해지네요. 시어머님은

명절증후군은문화증후군이다

정신건강의학교실(울산대병원)
안준호 교수

건강칼럼

→[18페이지합격수기계속]



자식에게바라는것이너무많고, 작은일에도심하게나무라셔

요. 결혼초에는시부모님이어려워서명절마다그냥참고지냈

지만이제세월이 20년이지났는데도여전하시니정말너무하

세요. 명절 앞두고 시어머님 전화만 받아도 금방 가슴이 뛰고

힘이빠지네요. 남편얼굴을보아서일년에몇번만겉으로는

괜찮은척연기하려해보지만이젠그것도잘안돼요.”

“지난명절에는시누이가무시하듯말해서거의싸울뻔했어

요. 소화도안되고힘빠져서누워있다가왔죠. 지금도시누이

만생각하면화가나요. 이번에다시만나면또그럴것같아요.

다행히도남편이이번에는혼자아이들데리고다녀온대요.”

남자들도명절에스트레스를받지만마땅한방법을찾지못해

서입을꼭다물곤한다. 섣불리나섰다가오히려문제가더커

지는것을보아왔기때문이다.

지난 20년간 명절을 앞두고 고민하는 사람은 며느리에서 시

어머니로바뀌는것같다. 설날이며칠지난뒤, 60대여자분이

어두운얼굴로진료실에들어오셨다.

“지난 명절에 서울에서 아들 식구들이 왔었는데, 집에 큰 일

이있었어요. 며느리가가져온선물을받고, 나는비슷한것이

있어서 괜찮다고 말했는데, 며느리가 섭섭하다고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요. 아들에게전화해도며느리편을들면서차갑게끊

더라구요. 난 지금도며느리가왜그렇게화가났는지알수가

없어요. 나도화가나고, 전화해서야단도치고싶지만, 그러면

되면S사는산학협력을통해도수치료를위한핵심기술력을보

유하게된다. 

더불어기술을개발한김영기교수·김관섭전공의팀과지속

적인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향후사업화에대한관심은더욱높은상황이다.

이번협약은강릉아산병원내우수기술이산업계로특허기술이

전된첫사례로, 이번협약을통하여강릉아산병원내의료진·연

구진의산업계기술정보교류가확산되고강릉아산병원내우수

기술의산업계기술이전을촉진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이번협약체결식에는기업, 산학협력단및강릉아산병

원관계자들이참석하였다.  

울산대학교(총장: 오

연천)가 지난 8월 9일

강릉아산병원에서 S

사와 기술이전계약(특

허전용실시권)을 체결

하였다. 

이번 계약에 따라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S사에 의과대학

김영기 교수와 김관섭 전공의(마취통증의학과)가 개발 중인

‘도수치료기’관련특허기술을이전하게되었다.

이기술은고령화및통증에대한국민인식변화에발맞춘환

자편의성을고려한새로운도수치료기술이다.이기술이이전

다시연락안올까봐걱정돼요.”

문화의차이는사소한언행도오해와갈등을불러일으키곤한

다. 두달후에그분이이번에는환한얼굴로진료실을찾았다.

“지난번에 꾹 참길 잘 했어요. 한 달 동안 언제나 전화 오나

마음졸이며기다렸는데, 며느리가전화와서죄송하다고해서

오해를풀었어요. 사실어떤오해가있었는지는지금도잘몰라

요. 그냥며느리가마음이풀렸다니다행이죠.”

각자의문화를배려하면서달라진현실에맞추는지혜

필요

각자의문화를배려하면서달라진현실에도맞추는지혜가필

요하지만그것이말처럼쉽지않다. 평생살아온문화는자신의

정체성을이루기때문이다. 

나의어머니께서는시집온뒤매년명절때마다전날에잔뜩

장을보아서싸들고시댁에가서음식을준비하셨다. 

동서가자주몸이아파서못와도마치외며느리인것처럼꿋

꿋하게일하셨다. 30여년의세월이흐르면서찾아오던손님도

줄고, 모두바쁜지모여앉는시간도짧아졌다. 

어머니에게 부담을 덜어줄 요량으로“힘든데 대충 간소하게

준비하세요. 이젠사람들이명절행사그리중요하게여기지않

아요”라고말씀드렸다. 순간어머니의표정에서혼란과허탈의

느낌이잠시스쳐지나갔다.

우리의대, 산업계에도수치료기특허기술이전

강릉아산병원 첫 사례…기술이전 촉진 계기

의대소식



편집위원회 위원장 : 임영석

편집위원회 위원원 : 김승후, 김남국, 도경현, 문덕복

박상형, 이주용, 정석훈, 허진원

유창훈

학 생 편 집 위 원 : 정창진, 조성윤, 김지애, 박지민

김민기, 고은채, 이석준, 조민성

조민재

객원기자겸홍보자문위원 : 김영신

우리 의대는 지난 8월 1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

분까지우리의대 1층강당에서학교탐방행사를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재학생 50여명,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60

여명, 학부모 40여명 등 약 150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의대 소개 ▲하버드 및 버클리 연수 소개 ▲우리 의대 입시

안내 ▲캠퍼스 투어 ▲의과대학 재학생들과 대화의 시간 등

으로진행돼호평을받았다.

의과대학 학생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우리 의대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공부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이 취지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있다.

고등학교 1, 2학년및학부모대상학교탐방행사진행

우리 의대가 지난 7월 15일 오후 5시부터 아산생명과학연구

관 15층에서약70명이참석한가운데2016학년도학부모간담

회를개최하였다.

의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학장의

인사말에이어보직교수, 학년담임교수에대한소개, 교무부학

장의학교에대한소개, 특강, 발표및토론등으로진행되었다. 

이를통해학생들의사회적활동, 일상적인교육, 향후진료,

우리의대의생활등이논의되었다. 

송재관학장은“학년별모임도있지만이번간담회는학부모님

들만 모셔서 진행하게 되었다”며“서로 격려하고, 학교의 고민

에대해서로공유할수있는시간으로마련하였다”고밝혔다.  

송재관 학장은 알파고, 왓슨 등 AI와 의료에 대한 내용부터

미래의료및의학에대한현황및방향, 한국의의료현실및방

향, 역사교육프로그램등을소개해높은관심을모았다.

또송학장은앞으로의사가인간미를계속유지하는것이중

요하다는점과의사이기때문에받아들어야하는사실들, 글로

벌리더가되도록교육하겠다는점등에대해서도제시하였다.

우리의대의학교육학교실박주현교수는의대생들의교육환

경및심리적내용들을담은‘심리적교육환경측정’이라는주

제의설문조사결과를발표해참석자들의높은관심을모았다. 

이번간담회에참석한학부모들은대부분“학교생활에대한

만족도가높다. 부모들이집에서자녀들을격려하고잘이끌어

주는것이중요한것같다”“소통이제대로이루어지는학교라

는점에서고맙게생각하고있다”“안심을하고있다”등의긍

정적인평가를하였다.  

하지만“일반 종합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

“같은교실에서5년간생활한다는점등이고등학교와크게달

라진점이없다”“울산의대에대한보다대중적인홍보가필요

하다”등의일부아쉬움도제시하였다.

송재관 학장은“앞으로도 학부모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

한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며“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을부탁한다”고밝혔다.

2016학년도학부모간담회개최
학생들의 학교 생활, 교육, 향후 진료 등 논의

의대소식



우리 의대 소식지가 창간 2주년을 맞이하여

편집위원들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기념사진 촬

영을하였다.

임영석 편집위원장은“독자여러분들의 관심

과사랑이없었다면소식지도발전을할수없

었을 것이다”며“앞으로도 우리 의대의 다양

한 소식을 독자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

력할것이다”고밝혔다.

또“독자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의대 소식

지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

린다”고덧붙였다. 

편집위원회위원 : 문덕복, 박상형, 이주용

학생편집위원 : 조성윤, 김지애, 박지민, 김민기, 고은채, 이석준, 조민성, 조민재

객원기자겸홍보자문위원 : 김영신

소식지창간 2주년기념

포토뉴스

우리의대 2017학년도의예과입학설명회가지난 8월 19일

오후 5시 우리 의대 강당에서 고 3수험생 및 학부모 등 약

80명이참석한가운데진행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송재관 학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우리

의대 홍보영상 상영 ▲우리 의대 소개 ▲2017학년도 입시전

형소개▲질의응답등의내용으로진행되었다.

송재관학장은“우리의대는약4~5년전부터우리의대에대

한잘못된정보로피해를보지않도록하고, 우수한학생들을선

발하기위하여입시설명회를개최하고있다”며“우리의대는영

어, 수학등어느한과목만잘하는학생보다는균형있는학생들을

선발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고, 이런부분에대한우리의노력과

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자리로마련하였다”고설명하였다. 

실제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리 의대에 지원 및 합격한 학생

들의다양한데이터들이제시되어눈길을모았다. 

특히 최근 2~3년간 진행된 우리 의대 합격자 점수 및 분포

도 등 현실적인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었으며, 참석 학부모

들의다양한질문과답변들도이어졌다. 

학사학생팀 김하원 부장은“일부 학원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우

리 의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

의현명한선택이이어지길바란다”고밝혔다.

우리의대 2017학년도입학설명회개최

의대소식

사진 : 오른쪽부터왼쪽으로
뒷줄 : 정석훈교수, 정창진학생, 유창훈교수.
앞줄 : 도경현 교수, 허진원 교수, 임영석 위원장, 김승후 부학장, 김남국 교수, 

뒷줄김민기학생.











“The first prize winner of the best scientific paper

award of SECE 2014 goes to Adikrishna et al with the

paper entitled ‘Screw Theory of Human Elbow Joint’”

said the announcer. I felt extremely happy. My friend,

dr. Aashay L Kekatpure, was erratic. My professor

could not believe it. He thought that it was impossible

for a non-euro research group winning the best paper

award in a European Shoulder And Elbow Surgery

Community. Yet, we won it. A few days back, again I

felt really honored. I received the certificate of academic

excellence from medical dean after my two-year

master’s degree course in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The award was about my academic

achievement during the course because I could publish

four scientific papers as the first author in SCI journals

with the support of our research team. 

I never thought that I am capable of achieving such

achievements judging from my formal educational

background(my undergraduate major is industrial

engineering) and my past working experience. Before

starting doing research work, I was a corporate

employee in sales department for 4 and a half years.

Exchanging idea and expanding knowledge with

journal club

I realized that my strength is in data analysis, my

day-to-day work in the sales department. My

weakness, on the other hand, is the medical and

research knowledge. Luckily, in my lab and department,

we had journal club every week. This was the critical

moment. I used the clinical papers that were presented

by the surgeons during the journal club as the trigger to

find out the existing problem in the shoulder and elbow

surgery. At the same time, I could gain new knowledges

about various things and I could get a hold of the art of

writing a scientific paper. Moreover, I could also update

myself with the method or approach that was

considered as valid, novel, and acceptable by shoulder

and elbow surgery community. By doing so, I have a

clear idea which direction I should take to acquire new

technical skills to keep advancing my research works.

Learning local language

“If you talk to a man in a language he understands,

that goes to his head. If you talk to him in his language,

that goes to his heart.”- Nelson Mandela. 

The quote was published by Editor at 9.13am on

Sunday, 18 November 2012. A thing that I regret during

my stay in Korea was that I did not master the Korean

language.If I could communicate well in Korean, I

believed that I would have advance my research work

way much faster. That is the power of language.

Treasure

Throughout the master’s degree course in University

of Ulsan, I could be exposed to more about the

biomedical engineering and clinical science. 

By doing research work, I could gain my capability of

raising questions and how to approach challenging

problems. I presented my research works in numer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etings, published good

enough numbers of scientific papers which exceeds my

expectation and most importantly, I made many good

friends from worldwide and established good human

network in University of Ulsan, which will be my

treasure in the future. A wise man once said, “your

network determines your net worth.”

“Your network determines your net 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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