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대학교는

지난 2015년 5월

부로 제14대 의

무부총장에 김기

수교수를임명하

였다.

김기수 의무부

총장은 서울의대

에서 학사 및 석

박사 학위를 받고

1989년 서울아산

병원 개원 초 부

터 풍납동 캠퍼스에서 근무하였고, 1991년부터 울산의대 교

수로 임용되어 그동안 교수협의회장, 의대 부학장 그리고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는 울산의대 학장을

역임한바있다. 

이에 김기수 의무부총장을 만나 그동안의 주요 성과 및 우

리의대의향후발전방향등을들어보았다. 

우리 의대는 국내외에서 최고의 의과대학으로 인정받기 위

해▲교육 ▲연구면에서다각적인노력을진행중이다. 

교육부분…

주요 평가 최고 기록, 인성 및 협업 교육‘주목’

최고의 의대는 교육 주체가 훌륭한 교과과정을 계획 실천

하여야하며, 이에대하여많은노력을경주하여야한다. 

우리 의대는 많은 의대들이 의학교육평가원 평가에서 4년

인증을 받을 당시 최우수 6년 인증을 받은 것은 물론,  모의

환자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의대로 실질적인 수준

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또 한국의학교육학회 주관

으로 지난 2014년 전국 의대 및 의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DREEM(Dundee Ready Education Environment

Measure)’지표를 이용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의과대학중

1위를기록하였다.

DREEM의 우리나라 총 점수는 200점 만점에 114점(100

점 만점 환산 시 57점)이며, 우리의대의 경우 121.4점을 기

록하였고, 우리 의대는 5개 세부분야별점수도국내전체점

수보다모두높게나타났다.

우리 의대‘합창수업’‘공감과 소통’‘의료와 사회’‘의료

현장’등 인성 및 협업 교육은 주요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기

도하였으며, 학창시절지도교수님들의인솔로다수의학생

들이저개발국의료봉사를경험할수있도록하고있다.  

임상 실습부문…3개 병원에서 다양한 실전경험

임상실습부문에서도 3개의실습병원을교육장소로사용

할 수 있어서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실습 경험을 할 수 있

다는장점이있다. 

실제 세계적 수준의 서울아산병원부터 울산대학교병원, 강

릉아산병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자군을 만나서 수준 높

은임상실습을경험할수있도록되어있는것이다.

김 의무부총장은“임상 실습 중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환

자들을 만날 수 있다”며, “이는 우리 의대생들이 졸업 후

어느 곳으로 가게 되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고 설명하

였다. 

연구부분…국내 최고 수준 기록 중

좋은의대가되기위해서는연구에대한투자및노력도매

우중요하다. 

우리의대는초창기연구분야에대해상대적으로 100% 노

력하지못했고, 부족한부분이있었던것이사실이다. 

교육, 진료, 연구강화속세계최고의대성장추진

가장 행복한 의대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

인터뷰 | 김기수의무부총장



하지만 7~8년 전부터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

의과학자들을초빙하였고, 매머드급연구원확보는물론각

종연구역량에대한투자를통해최근에는그동안투자해온

연구에 대한 성과들이 속속 나오면서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

를받고있다.

실제 의학분야에서는 국내 1위의 연구력을 확보하고 있다

는분석결과도제시되고있다.

한국연구재단과 동아일보 기획팀이 톰슨로이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우리 의과대학이 국내 1위를

기록한것이다.

이번 조사는 세계적인 학술정보 제공기관인 톰슨로이터가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논문만 엄선한‘WoSCC(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것으로

논문 피인용현황만을 활용해 순수하게 연구자·연구기관의

연구력을평가한것이다.

또 포항공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2016 국내 바

이오분야연구성과및뉴스’의과학부문 Top5에지난해 2개

과제에이어, 올해는 3개과제가선정되었다. 

이는 우리의대의연구수준이국내최고수준임이재차확

인된것이다.

김 의무부총장은“우리의대가교육에이어연구에대한지

표들도 향상되고 있다”며, “개교 후 20 여년 동안 짧은 기간

의성과인만큼, 앞으로좀더노력한다면빠른시간내에세

계적수준에이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

울산대학교에서 의대 위상 강화…임기 중 주요 성과

1970년 최초공과대학으로시작한울산대학교에서 1988년

의과대학설립후처음에는상호이해의어려움이있었지만,

지금은의대의역할이점점중요해지고있다. 

실제 울산대학교 평가의 많은 부분을 의대에서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 의대 역할이 강화되면서 상호

보완적인역할도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 울산대병원이 앞으로 대학병원으로 인가되면 본교와

병원상호간에더밀접한관계가형성될것으로기대된다. 

김 의무총장은 현재 ▲협력병원 교수들의 법적 지위에 대

한 문제 ▲울산대병원의 대학병원 인가 ▲간호학과 발전에

집중하고있다고밝혔다.  

실제 간호학과는 기존 자연과학대학에서 의과대학 소속으

로 변경 운영 중이지만,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많아 향후 발

전이필요하다는것이다. 

김의무부총장은“다양한연구성과를통해우리의대브랜드가

치는더욱높아질것이다”며, “부총장의역할이의대가발전적으로

추진하는사업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본교와의소통과협조를

잘이끌어내는것에 있으며, 이를위해노력할것이다”고밝혔다.

→ [5페이지에서계속]



우리 의대 연구 논문이 2016년 한해 동안에도 양적·질적

으로향상된것으로집계되었다.

특히 올해 우리 의대 의학분야 연구력은 물론 바이오 연구

성과에서도국내 1위를기록한것으로조사되었다. 

양적 증가세 10년간 지속

PubMed(http://www.ncbi.nlm.nih.gov/pubmed)에 등

재된 논문들을‘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으로검색한결과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총 2,266편으로 10년 연속 상승 추세를 나타내

면서역대최대연구성과를거둔것으로조사되었다(2017년

1월 2일조사). 

우리 의대가 소속 기관으로 표시된 논문수를 연도별로 검

색한 결과를 보면(그림), 우리 의대 논문편수는 2014년부터

1,640편으로 급증하기시작하여, 2015년에 최초로 2,000편

을넘어선후 2016년에도상승세가유지되었다.

질적수준·저널영향력지수(Impact Factor) 10점 이상

총 17편

저널영향력지수(Impact Factor, 이하 IF)는 그 저널의 질

적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 기준으로 이용되는데, IF

10점이상은최우수저널로인정된다. 

우리 의대교수가 책임저자(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혹은 제1저자로서 IF 10점 이상의 최우수 SCI 혹은

SCIE저널에 등재한논문은 2016년 한해 동안(2016년 1월 1

일-2016년 12월20일) 모두 17편이었다.

그동안 우리 의대의 우수 논문들의 대부분은 임상연구에서

나왔는데, 2016년에는 임상과 융합의학논문이 고르게 발표

된것이특히고무적이었다.

BRIC ‘바이오연구성과 의과학부문 Top5’중 3건 기록

우리 의대는 국내 최고 바이오 관련 연구정보 제공 커뮤니

티로 평가받는 포항공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선정

하는‘2016 국내 바이오분야 연구성과 및 뉴스’의과학부문

Top5에 3개연구팀이이름을올렸다. 

‘의과학부문 Top5’에는‘새로운 유전자가위 기술로 생쥐

유전자편집성공’의방사선종양학과이상욱교수팀, ‘장내바

이러스의 크론병 억제’를 발견한 융합의학과 권미나 교수팀,

‘폐암조기진단가능한새로운폐암유발단백질발견’을연

구한의생명과학교실이창환교수팀등3개연구가선정됐다. 

방사선종양학과 이상욱 교수는 이명섭, 백인정, 성영훈 교

수와함께최근발견된 Cpf1 유전자가위를활용해생쥐의특

정유전자기능을없애는기술을최초로증명했다. 

우리의대연구성과 10년연속상승세…

연구력·연구성과국내 1위

BRIC‘바이오연구성과 의과학부문 Top5’중 3건 기록

우수연구 | 역대최대성과기록…PubMed 등재논문총 2266편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BRIC(www.ibric.org)캡쳐



발에큰도움을줄것으로보인다.

특히 우리 의대와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연구

진들은 암, 뇌신경, 대사질환, 분자영상, 유전체, 줄기세포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며 실력을 인정

받고있다.   

이처럼 우리 의대 의과학자들의 연구가 의과학부문 Top5

에 선정된 5개 연구중절반이상인 3개를 차지한것은풍납

동 캠퍼스의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울산의대

와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을 두 축으로 기초-중

개-임상 연구의 조화로운 체계를 마련하고 꾸준히 지원해

온결과라는평을받고있다.

한편 BRIC은 매년‘올해의 국내 바이오분야 연구성과 및

뉴스 Top5’를선정한다.

교신저자가 국내기관 소속의 한국인 연구자이며 국내 연구

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성과 중, 국내 언론 매체을 통해 소개

된 최근 1년간의 연구로 1차 후보를 정하고 내부 자문단을

통해 2차선정을한다.

Cpf1 유전자가위는기존에활용되는유전자가위인Cas9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위에 사용이 가능하여 훨씬 효율적이며

향후 유전자 기능 연구와 신약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유전자

편집기술개발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융합의학과 권미나 교수팀은 사람의 장 속에 살고 있는 바

이러스가 만성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을 막을 수 있다는 사

실을세계최초로밝혀냈다. 

장내 바이러스가 면역세포 내 신호전달체계를 활성화해 체

내 면역 물질인‘인터페론 베타’의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장

내 항염증 작용을 일으켜 염증성 장질환을 억제한다는 연구

였다. 국내에서빠르게증가하고있는염증성장질환에대한

치료제개발에획기적인전환점이마련될것으로기대된다.

의생명과학교실 이창환 교수는 폐암 형성과 관련된 핵심

단백질인 USE1을 새롭게 찾아냈으며, 이에 따라 폐암을 조

기에진단할수있는새로운생화학적지표를확보했다. 

또 USE1 단백질의 조절을 통해 폐암을 실제적으로 감소시

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폐암의 조기진단 키트 및 신약개

→ [3페이지에서계속]

의대시절경험하면좋을 5가지

훌륭한의사및리더가되기위해학생시절꼭경험하면좋을

것들도제시되었다.

김 의무부총장은 ▲다양한 봉사 체험(국내외 봉사) ▲글로벌

마인드확보(하버드, 버클리등의연수를통해기본적인마인드

확립) ▲연구역량에대한훈련(실험실에들어가서열심히훈련

하기) ▲자연스러운제2외국어▲교양서적을중심으로한독서

등도충분히접할것을제시하였다.

김의무부총장은“이런노력들은지금보다더자질이좋은의

사로거듭나는데도움이될것이다”며, “보다적극적인관심과

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행복한의대생되도록하는것이목표

…10개 이상지표전국 1위

의대생들은 워낙 힘든 교과과정을 수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즐겁게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학교의 관심과 배려

로 의과대학생 중에서는 제일 행복한 의대생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대목표중의하나이다.  

우리 의대는현재교육과정, 장학금, 기숙사, 연구실습과정,

하버드-버클리 연수, 의료봉사 등에 이르기까지 10개 이상의

의대생복지, 교육지표가전국1위를기록하고있다. 

이런점에서본다면우리의대는행복한의대생이될수있는

조건은만들어져있다고볼수있다. 

김의무부총장은“우리의대의이런노력을통해우리의대생

들이조금이나마행복할수있었으면좋겠다”며, “의대생중가

장행복할수있도록만드는것이학장시절의목표였다”고말

하였다.

미래결정핵심

‘본인이좋아하고, 잘 맞는것선택중요’

어떤과를선택할지, 어떤 병원을선택할지등우리의대생

들은 미래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선택이 쉽지 않은 것이 사

실이다.

이에 대해 김 의무부총장은“이전 세대 최고 인기과가 지금

그대로 인기과도 아니며, 지금 인기과가 향후 10년 후 인기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의사라는 직업이 고소득을 보장하는

것도아니다”며, “가장현명하게미래를선택할수있는방법은

각과의특징을정확히이해하고, 본인이가장재미있으며, 보

람있다고생각하는분야를선택하는것이중요한선택포인트가

될것같다”고밝혔다. 

김 의무부총장은“의대에서 학생들에게 정성껏 베푸는 관심

과배려를학생들이잘받아들여서학생들도최상의졸업역량

을 쌓아주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 의료계를 선도하는 리더

로우리나라의학발전의중심에있기를바란다”고강조하였다. 



(표) 2016년 IF 10점 이상 논문연구결과
(발행순)

IF제1/교신저자 소속 제목 저널

한한범

융합의학교실

내과학(심장)
교실

A method to decipher pleiotropy by detecting underlying
heterogeneity driven by hidden subgroups applied to
autoimmune and neuropsychiatric diseases

Imputing Phenotypes for 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

NATURE GENETICS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

31.616

10.794

권미나
Enteric Viruses Ameliorate Gut Inflammation via Toll-like
Receptor 3 and Toll-like Receptor 7-Mediated Interferon-
beta Production

IMMUNITY 24.082

안정민
Transcatheter Aortic Valve Replacement With Early-and
New-Generation Devices in Bicuspid Aortic Valve Stenosis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17.759

임영석
내과학(소화기)

교실

Tenofovir monotherapy versus tenofovir and entecavir
combination therapy in adefovir-resistant chronic hepatitis
B patients with multiple drug failure: results of a
randomisedtrial

Tenofovir monotherapy versus tenofovir and entecavir

combination therapy in patients with entecavir-resistant
chronic hepatitis B with multiple drug failure: results of a
randomised trial

GUT 14.921

흉부외과학교실김준범
Risk of Aortic Dissection in the Moderately Dilated
Ascending Aorta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17.759

소아청소년과학
교실

홍수종
Prenatal maternal distress affects atopic dermatitis in
offspring mediated by oxidative stress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12.485

의생명과학교실

영상의학교실

이주영

김헌식

변재호

Structure-mechanism-based engineering of chemical
regulators targeting distinct pathological factors in
Alzheimer's disease

Stepwise phosphorylation of p65 promotes NF-kappa B
activation and NK cell responses during target cell
recognition

Diagnostic criteria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 3 cm
with hepatocyte-specific contrast-enhanc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NATURE COMMUNICATIONS

JOURNAL OF HEPATOLOGY

11.329

10.59

내과학(호흡기)
교실

고윤석
Withholding an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in
low-middle-income versus high-income Asian countries
and regions

INTENSIVE CARE MEDICINE 10.125

방사선종양학교실이상욱
Generation of knockout mice by Cpf1-mediated gene
targeting

NATURE BIOTECHNOLOGY 43.113

이명섭
Generation of knockout mice by Cpf1-mediated gene 
targeting

NATURE BIOTECHNOLOGY 43.113

이철환
Long-Term Mortality After Coronary Revascularization in
Nondiabetic Patients With Multivessel Disease

최기준/박승정
Prognosis of Variant Angina Manifesting as Aborted
Sudden Cardiac Death

박승정
Effect of Statin Treatment on Modifying Plaque
Composition A Double-Blind, Randomized Study

박덕우

Left Main Coronary Artery Disease

Level of Blood Pressure Control and Cardiovascular
Events SPRINT Criteria Versus the 2014 Hypertension
Recommendations



이후국내의학및생명과학연구자 1,218명을대상으로온

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기초학술, 응용기술, 의과학, 일반뉴

스 등 4개 부문에서‘2016 국내 바이오 성과와 뉴스 Top5’

를각각선정한다. 

우리 의대 의학분야 연구력 국내 1위

우리 의대는 의학분야에서 국내 1위 연구력을 확보한 것으

로조사되기도하였다.

한국연구재단과 동아일보 기획팀이 톰슨로이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우리 대학이 국내 1위를 기록

한것이다.

우리대학은세계랭킹 346위였으며, 국내 2위인서울대는

358위, 3위인 연세대는 460위를 기록하였다. 이번 조사는

논문 피인용현황만을 활용해 순수하게 연구자·연구기관의

연구력을평가한것이다.

기본자료는 세계적인 학술정보 제공기관인 톰슨로이터가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논문만 엄선한‘WoSCC(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였다.

이를바탕으로데이터베이스에등재된 2009~2014년 발행

논문중피인용횟수가많은상위 10% 논문을대상으로분석

하였다. 

피인용횟수를논문수로나눠연구력에초점을맞추어우리

의대가 국내 의대 중 전 세계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인용이

많이되는논문을가장많이발표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2017년부터교수장학금지원내용이확대된다.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 회장 정훈용)에 따르

면기존에는교수장학금이나생활장학금으로만지급되었지만,

2017년부터는 학생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활용

용도가확대된다. 

실제 지난 2016년 12월 개최한교수협의회정기총회에서교

수장학금정관을개정하였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첫째, 형식을대여가아니라순수히지

급하는방식으로변경하며, 둘째, 지원범위를등록금지원, 생

활장학금뿐아니라울산의대학생들의학업연구및각종학업

외활동에지원하기위한기타장학금으로구분하여지원을더

욱확대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보다많은학생들에게다양한지원이가능하게되었다. 

의대교수협 정훈용 회장은“최초 교수장학금 제도는 울산의

대 학생들의 등록금을 도와주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의다양해진활동만큼지원내용도다양화되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확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유지하고, 새로운 용도도 개발

해나갈것이다”고밝혔다. 

한편2016년도에는총196명의교수들이장학금기탁에동참

한것으로나타났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2016년도 기탁 장학기금은 총 6,151만

5,000원이다. 

2016년도에는 총 12명의 학생들에게총 3,492만 8,000원의

장학금이지급됐다. 

지난 2002년부터시작된교수장학금은교수들이자발적으로

개인의상황에맞게일정금액씩기부하여울산의대학생들에게

대여장학금형식으로지급해왔다. 

첫해인 2002년도에는 1,700만원(166명)의기금이모였고, 2011

년도부터는가정형편이여의치않은학생들이공부에전념할수

있도록생활장학금을신설하여교수장학금일부를사용하고있다. 

교수장학금은 졸업한 후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자신이 받은

장학금을 다시 후배들을 위하여 재적립하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다. 초기에수혜를받았던학생들이자리를잡기시작하면서

교수장학금으로재적립하고있다. 

교수장학금은현재등록금지원, 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들에

게 지급하는 생활장학금, 학생들이 지도교수와 매칭하여 수행

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이 연구 결과를 해외에서

발표할때지원하는해외논문발표지원등에사용되고있다.

한편서울아산병원여교수회에서도지난해에이어올해도약

300만원을기부하였으며, 기부금은학생강의실과강당환경개

선에활용될예정이다.

2016년‘교수장학금’196명참가…지원내역확대
생활학자금, 해외 발표지원+해외연수 지원 등에도 사용

의대소식



지난두호에우리의대의오케스트라동아리‘SOME’과댄

스동아리‘STEP-UP’을소개했다. 

이번에는동아리소개중빠지면서운할우리의대의대표적

동아리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밴드동아리‘EXTIMA(이하

엑스티마)’를소개한다. 

엑스티마라는 이름은 EXcellent Team A의 준말로 완벽한

하모니와성적을둘다잡겠다는의미가담겨있다. 

‘SOME’이 최다인원을 자랑하고, ‘STEP-UP’이 빠른 성장

속도를뽐내고있다면, 엑스티마는오랜역사를자랑한다. 

1996년에동아리가결성되었고, 동아리주소록에92학번선배

번호까지내려오는정도라고하면감이올까. 이제입학할 17학

번이30기가되는데5기, 6기, 7기선배들이함께시작한동아리

니울산의대의역사를함께했다고말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러나역사만이엑스티마의유일한자랑이라고생각하면큰

오산이다. 깊은 역사만큼 실력도 든든히 뒷받침하고 동아리원

사이의돈독함은더큰자랑이다. 

믿고듣는밴드

엑스티마는 (일렉)기타, 베이스, 키보드, 드럼, 그리고보컬로

구성된다. 한학년당6~7명정도선발하는데악기별로인원을

고정해두지는않았다. 어떤학년은드럼이 2명베이스가한명

이고, 또어떤학년은드럼이한명에베이스가둘이다. 

키보드의경우는두학년에한명정도뽑는다. 연습방식또한

꽤나유연하다. 

방학때진행되는캠프때모든연습을몰아서진행해보기도

하고, 학기중간중간동아리방에모여서합주연습을진행해본

적도있다. 

상황에맞게그리고동아리원들이선호하는방식대로진행을

하지만어떻게진행하든완성도에서는흐트러짐이없다. 

엑스티마의공연은 10월에있는울산의대축제‘의림제’와 2

월말정기공연에서볼수있고, 10월~11월무렵에서울권의대

들과연합해서진행되는공연에서도볼수있다. 

의림제와정기공연에서는보통보컬이진행을맡는다. 학년별

로보컬의성격이다르기때문에공연의분위기도천차만별이다. 

실력만큼돈독한사이

엑스티마는실력은물론동아리원들의우애가남달리돈독하

다. 보통 학년별로 곡을 완성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친해질 수

밖에없다.  

엑스티마의소속감을높이는것이자엑스티마의독특한점은

동아리의모임방법이다.

4월의예과방문, 5월의본과방문, 그리고 10월의의림제에서

동아리별로다양한장소에서모임들이진행된다. 한사람당여

러동아리에소속되어있기때문에여러자리를돌아다니는것

이일반적이다. 

그러나엑스티마부원들은다른동아리를가지않기때문에매

행사마다서로를만나게되고, 친밀도및충성도도높아진다.

이방식에대해다양한의견이있지만이것이엑스티마를더

돈독하게만드는것은확실하다. 

이런 돈독함이스스로큰행사자리에얼굴을비추고, 캠프동

안연습을찾아와피드백을제공하는등졸업후에도본인이원

해서찾아오는동아리로만든다. 

엑스티마의또하나의명물은축제부스다. 나무판뒤에엑스

티마부원들이서있고구매한물풍선을던지는것인데축제부

스중에가장화목한부스라고할수있다.

그러나현재동아리를소개하고있는필자는엑스티마의일원

깊은전통만큼믿고듣는밴드동아리‘EXTIMA’

학생코너 | 동아리탐방3

10월 의림제 공연 모습



이아니다. 옆에서아무리지켜본들실제엑스티마안에서모든

것을실제로느끼고있는사람에비할수없을것이다. 이에지

다 보면 아무리 음악을 즐기더라도 공연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자연스레스트레스가쌓이곤한다. 

그럼에도 공연을 하며 사람들의 열기가 느껴지고, 즐거

워하는관객들을보면엄청나게뿌듯하며심장이뛴다. 

Q3. 회장이 되고나서 고충이 많을텐데? 

A. 회장을 맡게된지반년이됐는데, 사실 힘든점도많

지만오히려재미있는게더많고얻는게더많은것같다. 

물론많이부족해서실수도많이하고, 모든부원들이불

만없이동아리활동을할수있도록하지는못하고있다. 

그래도 다행히 부원들 모두가 싫은척하면서도 애착을

가지고있는것이느껴지고, 나의 말을 잘따라줘서지금

까지는순항하고있다. 

후배들 또한 동아리자리가 아닌 자리에서도 격 없이 말

을걸때도후배들이편해하는것같아서기쁘고뿌듯함을

느낀다.

또 오히려 회장이 되면서 기타를 더 많이 치게 되고 음

악에대한공감, 이해, 그리고욕심또한늘었다. 이런 점

에서회장이된것에대해후회는하나도없다. 

인터뷰를 진행한 고은채 학생기자는“옆에서 지켜보면

서높은수준의결과물에종종놀라곤한다. 전체의 완성

도도높고개개인의기량도높다. 전통 있는 동아리인만

큼 탄탄한 기초로 듬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간다. 앞으

로도 엑스티마는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것을 믿어 의

심치않는다”고밝혔다.  

Q1. 엑스티마라는 동아리는 여타 동아리에 비해 자부

심이 굉장하다는 느낌을 받아왔는데, 회장으로써 이야기

하는 엑스티마의 자랑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울산의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엑스티마의 자부심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실

력이뒷받침해주기때문이다. 

처음 입학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엑스

티마에서의 3년이지나면정말음악을사랑하게된다.(실

력이느는것은말할것도없다.) 

또한, 어떤동아리에비해서도선후배사이가돈독한점

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졸업 후 가장 많은 선배들이 지금

까지찾아오는동아리다. 

선후배간에 음악과 악기에 대해 궁금한 점을 서로 알려

주며 즐거운 취미생활을 함께 한다. 끈끈함과 더불어 자

유로운분위기는보너스다. 

선후배간에음악적가치관뿐아니라개인적고민, 진로

에 대한 대화도 격식을 따지지 않고 자유로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이런 점들이 엑스티마의 모든 부원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점이라고생각한다. 

Q2. 엑스티마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A. 공연 동아리인 만큼 당연히 가장 뿌듯한 순간은 매

공연이끝났을때다. 

캠프기간동안 다들 본인의 악기를 정말 열심히 연습하

미니인터뷰-엑스티마 회장 도창현

난 2016년 9월부터엑스티마의회장을맡고있는도창현학생

의인터뷰를진행해보았다.

10월 의림제 물풍선 던지기 동아리 연습 도중



겨울철 레저 스포츠의 꽃‘스키’는

이제는 대중적인 동계 스포츠로 자리

를잡았다고할수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늘어나는 스키

인구에비례하여그부상도해마다증

가하고있다. 

이전 통계에 따르면 한 시즌에 국내

스키장에서 발생한 부상은 리프트 탑

승객 수의 0.6~1.0% 정도로 추산되

는데, 이는일본의 3배, 미국의 3.5배에가까운수치이다. 

이렇게 부상이 많은 이유는 스키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외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제들, 즉 많은 스키 인

구에비해턱없이작은스키장과안전시설, 스키어들의안전

불감증 등이 문제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는 핵심질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스키 손상에 대해서 간단하

게나마얘기를해보고자한다. 

Q. 스키 손상의 원인과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스키손상은여러가지요인에의해발생한다.

◆신체상태에따른발생

①준비운동의부족 : 스키는전신의근육을자극하고사용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준비운동을 소홀히 하면 근경련이나

인대손상등의부상을입을확률이높아진다. 

따라서 스킹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약 10분 정도의 준비운

동을전신의근육이충분히스트레칭이될수있도록실시해

야한다.

② 전신이 피로할 때 : 스키는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

는 운동이기 때문에 신체의 에너지 소모량도 많아 약 2시간

정도면 신체는 피로에 빠져들게 된다. 배가 고프거나 하품

등의 증상을 느낄 때는‘딱 한번만 더’라는 마음을 버리고

휴식을취한후다시스킹을해야한다. 

◆스킹중발생하는요인

① 스키 기술의 미숙에 따른 부상 : 부상자 중 70% 이상이

스키 기술의 미숙으로 인해 발생하며, 약 80%가 초급자나

중급자 코스에서 부상을 당한다. 스키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강습후타도록하며자신의실력에맞는슬로프를선택하여

타도록한다. 

② 넘어지기 : 넘어지는 데에도 방법이 있다. 안전하게 넘

어지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며, 넘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멈춰있지말고재빨리코스의가장자리로옮겨야다

른스키어와의충돌을예방할수있다. 

③ 다른 스키어나 보더와의 충돌 : 본인의 실력 보다 높은

코스에서의 스킹은 자칫 속도를 제어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스킹 중 반드시 시야를

넓게확보하여충돌을피하도록한다. 

◆부적절한장비선택에따른발생

①스킹시에는모든장비를갖추어야한다. 스키, 부츠, 폴

은 물론이고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 머리를 보호하는 헬

멧이나모자, 눈을보호하는고글을반드시착용하도록한다.

② 자신의 수준에 맞는 장비 선택 : 비싸고 전문가용이면

다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상급 스키는 딱딱하

고반발력이강하기때문에초보스키어가사용하면자칫무

릎 손상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장비를

선택하여야한다. 

③ 또한매년스키를타기전에스키장비를전문점을통해

점검하는것도잊지말아야하겠다.

Q. 주로 어떤 손상을 입게 될까?

스키 손상은 무릎 관절의 인대 손상이 가장 많아 20~30%

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전방 십자 인대 손상이 흔하

고심각하여주의를해야하겠다. 

최근에는 스노우보드, 카빙 스키, 스키 보드 등 다양한 레

스키손상의원인, 예방및처치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인식이 핵심

강릉아산병원정형외과학교실
라호종 교수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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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은

객원기자겸홍보자문위원 : 김영신



저 기구들의 보급으로 손목과 어깨 등 상지의 손상과 목 손

상이증가하고있다.

Q. 다치고 난 후의 응급처치와 추후 치료

관절이빠져서어긋난경우, 신경손상이있어감각마비가온

경우등아주드문심한손상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스키손상

은촌각을다투고병원을달려가야할응급상황은아니다. 

따라서 부상을 당한 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대처한다면 안

전하게응급처치를받을수있다.

◆현장에서의응급처치

부상을 당한 현장에서 다리에 힘이 없거나 절게 되는 경우

는반드시구조요원을부를것.

부상후의 응급처치는 대부분 스키리조트내 의무실에서 이

루어지게되는데그원칙은‘RICE’에따른다.

•Rest(안정): 손상을 당한 후 충분한 안정을 취하고 다시

슬로프로복귀하는것은의사의판단을따라야한다.

•Ice(얼음찜질): 급성기 손상은 대부분 관절에 피가 차고

붓게되므로얼음찜질을하면통증을줄이고국소염증반응

을줄일수있다.

•Compression(국소압박): 다친 부위 위, 아래를 압박 붕

대로압박하여붓기를가라앉힌다.

•Elevation(다리 올려놓기):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아조기에붓기를가라앉히고통증을줄일수있다.

◆손상후의치료방침

스키 손상은 부러진 경우보다는 인대 손상이 월등히 많으

므로엑스레이검사에정상으로나오는경우가많다. 

하지만 인대의 파열은 때로는 부러진 경우보다 나쁠 수 있

으므로응급처치가끝난후거주지로복귀한후에는병원을

방문하여정확한진단과치료를받아야한다. 

짧지만 위에서 스키 손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스키 손상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내가 언제든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

로안전수칙을지켜야한다’라는인식이라할수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엔 좀 더 많은 시간을 슬로프에서 안

전하게달려보고싶다.

의대주요행사일정

스키어 행동규칙

다음은국제스키연맹(FIS)이 1967년 발표한「스키어행

동 규칙」이며, 여기에 규정된 스키어의주의 의무는 스키

사고시법적책임을가리는기준으로도사용되고있다.

▲급경사, 코너, 언덕 아랫부분의 사각지대, 스키리프

트주위에서는속도를내지말아야한다.

▲뒷사람은앞사람을피할의무가있다.

▲추월시에는 앞 스키어의 이동 방향을 예측하고 그의

진행방향을보장해줘야한다.

▲슬로프가 합쳐지는 곳에서는 일단정지, 넓은 슬로프

를진행중인스키어에게우선권이있다.

▲넘어졌을때는슬로프가운데에서빨리벗어나가장자

리로이동해야한다.

▲슬로프를거꾸로올라가면안된다.

▲각종경고, 금지, 안내표지를준수해야한다. 



능한안전한메일링시스템등을이용할수있다.

이번 기고를 작성한 김남국 편집위원(융합의학교실 교수)은

“2017년부터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가 웹진으로 동시

출간하게 되어서, 보다 울산의대 소식지 및 웹진이 활성화 될

것이라사료된다”며, “이에대한울산대학교소식지구독자여

러분의많은관심과참여를부탁드린다”고밝혔다. 

한편 임영석 편집위원장[내과학(소화기)교실 교수]은“지난 3

년간우리의대소식지는모든구성원들이함께참여하고정보

를공유하는공간으로잘정착되었다. 지난해의대홈페이지개

편은내·외부정보전달을가능하게하였으며, 이번웹진발행

은공유되는정보의양과질을획기적으로향상시킬수있을것

으로기대된다”며, “지난 1년여간준비해온웹진의발행을무척

기쁘게생각하며, 이공간이자유로운의견전달의장이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우리 의대는 지

난 2014년 소식

지 발간과 2015

년 홈페이지 개편

등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대학구성원뿐만

아니라 동문과 학

부형들을 포함하

여우리의과대학의실상에관심을갖고있는모든방문자들

이 원하시는 정보들을 쉽게 얻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장

을마련하였다.

특히홈페이지는최신경향에맞춰홈페이지의접근성과이용

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리뉴얼을 진행하였고, 소식지는

울산의대를매개로많은소식을전달하고있다.

하지만아직도소식지는인쇄물로제작하여일방적인내용을

담고있는것도사실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하여, 최신경향인인쇄잡지의정체성을유지

하면서, 이의디지털화, 네트워크화된멀티미디어와하이퍼미디어

를주축으로하는미디어환경속에울산의대소식지의인터넷잡

지화, 즉‘웹진’의출현은어쩌면자연스로운흐름이라할수있다.

웹진의미디어적특성은시공간의측면을뛰어넘는것, 수용

자의범위를자유롭게선정할수있는것, 소식지가얼마나편하

게전달되는가의문제및전달비용의최적화등이다.

소식지는몇페이지, 몇부를찍느냐는바로비용의문제이며,

또이를전달하는것또한비용의문제이다. 웹진은이런것을

아주쉽게피해갈수있다.

또한, 웹진의기술적특징으로는인쇄형태의기존소식지의디

지털화, 컴퓨터나핸드폰등을통한소식지의편리한구독, 정보

이용의상호작용성/쌍방향성가능, 소식지가가지고있는내용

을쉽게활용하여필요한정보를저장및사용자의논리에맞게

재생산및정보를서로교환할수있는도구를제공할수있다.

특히편집자측면에서도, 쉽고간편하게기사등록및편집을

할수있고, 완료된편집기사는공개시웹진메인에자동생

성, 각기사들의뉴스레터형식의메일폼추출, 대량메일이가

우리의과대학웹진본격OPEN

상호소통의 장 마련, 활성화 기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웹진 화면

특집기고

편집위원(융합의학교실)
김남국 교수

편집위원장[내과학(소화기)교실]
임영석 교수



지난 2016년 12월 5일(월) 워커힐호텔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의대 2016 교수세미나에서‘올해의 교수상’시상식이 진행되

었다. 

올해수상자는교육부문에서 4개교실과 3명의교수, 연구부

문에서는13명의교수가선정되어높은관심을모았다. 

올해의 교수상은 의과대학 교무회의에서 2회 심의와 울산대

학교본교교무회의에서심의를거쳐최종결정된다. 

구체적인선정기준및수상자는다음과같다. 

교육부문…4개교실, 개인 3명 수상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상은 ▲기초의학부문 ▲

임상의학부문▲임상실습부문▲의학교육부문으로나누어수

상한다. 

선정방법은학생강의평가와설문조사가기본이되며, 의학교

육부문의 경우 지난 1년간 교육업적 점수 중 필수교육업적과

학부교육및대학원교육에대한기여를평가하여선정한다.

필수교육업적은특히의과대학에서신경을쓰는부분으로평

소수업외에의학교육에관심을갖고, 개인시간을추가로할애

해야하는부분이다. 

한해의가장열성어린교육열을보여주고좋은강의를해준

교수나짜임새있는임상실습을이끌어준교실에수여하는교

육부문 수상자는 ▲기초의학부문에 홍혜남(해부학교실) 교수

▲임상의학부문에 강동화(신경과학교실) 교수 ▲임상실습부문

에정신건강의학교실, 가정의학교실, 안과학교실(울산), 재활의

학교실(강릉) ▲의학교육부문에 서동우(응급의학교실)교수 등

이다.

연구상…총 13명 수상

올해의교수상연구부문은 4개부문, 총 13명이수상해지난

해에비해약2배많은수상자를기록하였다.

우선지난1년간발표한SCI(E) 책임저자논문의 IF합을선정

기준으로 ▲IF 부문은 △(서울) 이상욱(방사선종양학교실), 김

영국(마취통증의학교실) △(울산) 조재철-내과학(혈액종양)교

실, 윤치선(성형외과학교실) △(강릉) 엄대운(병리학교실), 박진

훈(신경외과학교실)이선정되었다. △단일논문 IF부문은권미

나(융합의학) 교수가수상하였다. 

▲젊은의학자부문으로는 △김성한-내과학(감염)교실 △박인

자(외과학교실) △성경림(안과학교실) 교수가각각선정되었다.

▲기초의학자부문으로는한범(융합의학교실) 교수가수상하였다. 

▲연구교수로는 △백인정(의학과) △박유랑(의학과) 교수가

선정되었다.

2016년 교수 8명 신규임용

이번세미나에서는 2016학년도 2학기에임용된교수들에대

한소개도진행되었다. 

2016학년도 2학기에 임용된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은 이사

민-내과학(심장)교실교수▲울산대병원은△최영민(정신건강의

학교실) △박호종(외과학교실) ▲강릉아산병원은△유훈-내과학

(신장)교실 △양구현(신경외과학교실) △류인선(이비인후과학교

실) △이화미(마취통증의학교실) △이효상(핵의학교실) 등이다. 

한편울산대학교병원은2016년 11월23일울산대병원강당에

서, 강릉아산병원은 2016년 11월 30일강릉아산병원강당에서

의대교수세미나가진행되었다. 

올해의교수상총 16명·4개교실수상
의대 2016 교수세미나서 시상, 2016년 신임 교수 소개도

의대소식



2017년도의예과정시모집전형결과지난해와비교해경쟁률

은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정시모집의경우수능100%가반영되고, 총 16명모집에55명

이지원해3.44대1의경쟁률을보였다.

수능영역별반영비율은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과

탐(물리또는화학필수-1, 2 구분없음) 30%다.

정시모집합격자발표는2017년1월12일(목)이다. 

2017년도의예과수시전형결과지난해와달리자사고및재

수생이더많아졌다. 

일반전형의경우출신고교에따른분류에서일반고가지난해

(50%)보다낮아진40%(8명)을기록했고, 자사고가기존6명에

서 11명으로증가하였다. 과학고는지난해보다1명줄어든 1명,

외국어고는없었다.

지역인재의 경우에도 자사고가 75%(3명)를 차지해 일반고

25%(1명)에비해강세를보였다.

2017년도의예과정시모집
최종경쟁률 3.44대 1 기록
자사고 및 재수생 강세

과과정으로의과대학학생들이의학연구과정전반(연구기획과

설계, 연구수행, 결과분석및논문작성)에직접참여하는기회

를제공하고, 미래의의학발전을주도할의학자의기본자질을

배양하는데에목적을두고있다.

또연구를지속하고자하는학생들에게는별도의학생연구지

원금(Study Research Fund)도지원할예정이다.

한편지난 12월 1일오전 8시 50분부터오후 6시까지서울아

산병원동관 6층대강당에서제3회울산의대및아산생명과학

연구원종합학술대회‘Research Fair’도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Physician scientist session ▲Ph.D

연구강사Session ▲Plenary Lecture ▲의생명연구소/의과대

학 심포지엄 ▲줄기세포센터 심포지엄 ▲MRC-BMIT 심포지

엄 ▲울산의대/아산생명과학연구원 올해의 우수논문 수상자

발표등으로진행되었다.

우리 의대 학생들의

학술 축제가 개최돼

눈길을모았다. 

의학연구실습과정

제9회 학생학술대회

가 지난 2016년 12월

21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대 1층로비에서의학과 2학

년학생과지도교수들이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 전시된 포스터들은 의학과 2학년 학생들이

지난1년동안지도교수와1대1 방식으로진행한‘의학연구실습

과정’(Scholarly Project)의결과들로총43편이발표되었다.

이번학술대회에는우수연구실습학생상2명, 베스트디자인상2

명, 베스트프리젠테이션상4명등총8명에대한수상도진행되었다.

‘의학연구실습과정’은우리의대가국내처음으로도입한교

‘의학연구실습과정제9회학생학술대회’개최…

43편연구결과발표

제 3회 울산의대 및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종합학술대회‘Research Fair’도 개최

의대소식

2017년도의예과정시모집

2017학년도

성별

출신지역

졸업구분

출신고교
(일반)

출신고교
(지역)

남

서울경기

고3

일반고

일반고
자사고
과학고

자사고
과학고
외국어고

재수
삼수 이상

강원
대전충남
전라
대구

부산경남(지역인재포함)
제주

19

14

10

8

1
3

11
1

11
3

1
1
1
1
6

5
79.2%

58.3%

41.7%

40.0%

25.0%
75.0%

55.0%
5.0%

45.8%
12.5%

4.2%
4.2%
4.2%
4.2%
25.0%

20.8%여

구분











‘총명한닭의해’상상을현실로만드는한해가되자

2017년신년메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