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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학, 실력 있는 인재양성

울산 학교 의과 학 열정의 발걸음
Passionate journey of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개교 20년 만에‘국내 최고 의과 학’타이틀 획득,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온 울산 학교 의과 학은

초기 의료취약지역에 선진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을 세우고 싶다는 故 아산 정주 회장의 설립 취지를 발판으로 출발하 습니다. 

이후 실력 있는 인재양성과 시설을 갖추기 위한 울산의 의 거침없는 도전이‘명의를 양성하는 메디컬 랜드’로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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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탄생

故 아산 정주 회장은 현 그룹의 지원을 바탕으로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 처음 시작한 사업이 바로 농어촌의 의료취약지역에 현 식 시설과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육과 연구가 함께, 초일류 병원을 만드는 당당함

최고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형 종합병원은 재단이 운 해 온 지방병원 지원과 함께 의학교육

을 주도하고, 의학연구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이와같이, 서울아산병

원은 설계 단계부터 교육 및 연구시설을 함께 고려한 거 한 메디컬 랜드로 구상되었습니다. 

한민국 의과 학의 새로운 기준으로 우뚝

서울아산병원이 의과 학 설립을 모색하고 있던 시기에 울산 학교 역시 지역의료의 발전을

위해 의과 학과 부속 종합병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두 목적이 합일점을 찾게 되면

서 1987년 10월 23일, 울산 학교는 정원 30명의 의예과 신설허가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 울 산 의 설 립 배 경 ┃

┃울산의 20년 발전사┃ 1970. 03. 16 울산 학교 개교

1987. 10. 23 의예과 인가

1988. 03. 01 의예과 30명 교육 개시

1989. 10. 28 의과 학 의학과 인가(90.3.1)

1990. 03. 02 의과 학 의학과 진입 및 본과 교육 개시

1992. 03. 01 의과 학 의학과 석사과정 개설

1994. 02. 25 울산의 제1회 졸업생 히포크라테스 선서식

1996. 03. 01 의예과 정원조정 40명(증원 10명)

1999. 03. 01 자연과학 학 의예과에서 의과 학 의예과로 변경

2004. 12. 29 서울캠퍼스 아산교육연구관 개관

학 설 립 배 경 &  발 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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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의 앞선 경쟁력은 바로 국내 최정상급의 임상교육환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해 전국 7곳의 아산재단 산하병원을 보유, 40곳의 협력병원과

아산생명과학연구소, KIST, LG생명과학 등 8개 협력기관과의 교류는

울산의 가 세계를 무 로 꿈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선 의학교육과 최고의 임상실습현장

출발이 다른 시작, 

로벌 스탠다드 서울아산병원
Different from the start! Global Standard Seoul Asan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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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임상실습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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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는 의예과 과정 2년 중 첫 1년을 울산캠퍼스에서 보낸 후 남은

의예과 1년과 의학과 4년 과정은 서울캠퍼스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초 및 임상의학과정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선진 의학 교육시스템인 통합교육과정과 문제해결중심 학습방법을 도입하여

최고 수준의 의학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1년, 서울에서 5년

명의를 양성하는 의학교육시스템
Advanced medical education system for excellent future phys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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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시 스 템

기초와 임상이 분리된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하나의 전공시간에 기초의학에서부터 임상의학까지

유기적으로 통합된 입체적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의학에 한 실질적이며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의예과 1학년 : 일반교양 및 기초의학 입문과정 이수

�의예과 2학년 : 기초의학 이론 및 실습수업 진행

�의학과 1, 2학년 : 인체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통합교육과정 시행, 

종합의학(Problem-base learning), 인문사회의학 과목 등 강의

�의학과 3, 4학년 : 서울아산병원에서 임상실습 실시

교수에 의한 일방적 강의를 벗어나, 학생들끼리 조를 나누어 임상에서 흔한 증례들에 한 해답을 스스로 찾아나

간다. 학생들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통해 임상의에게 요구

되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 통 합 교 육 과 정 ┃

┃ 교 육 과 정 ┃

┃문제해결중심 학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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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시술의 독보적 역 구축 - 송 호 교수( 상의학과) 심장 혈관 질환 치료의 세계적 가 - 박 승 정 교수(심장내과)

간이식 분야 세계 최고 명의 - 이 승 규 교수(외과) 당뇨병 최고 권위자 - 이 기 업 교수(내분비내과)

최고를 위한 최상의 가르침

세계 석학과의 동행
Fellowship with world-class intell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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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환 뇌과학 권위자 - 김 종 성 교수(신경과) 뇌질환 국가 석학 - 고 재 교수(신경과)

혁 신 의 교 수 진

울산의 교수진 부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결과를 만드는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도전하는 젊은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학에 한 열정과 실력, 후배 의사에 한 뜨거운 애정으로 제자를 키우는 스승 - 바로 미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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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더 많은 명성과 주목을 받고 있는 울산의 의 실력은 매년 국제 학술지에 제출하는 교수진의 논문 수와 질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세계 의학을 주도하는 연구 열정과 그 결과는 울산의 인이 미래 의학 인재가 될 수 있는 큰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의학계에서 인정받는

울산의 연구성과
Ulsan Medical School as a world-famou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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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_ 세계 최초 서울아산병원 주요 임상업적 및 연구성과

1996. 07 _ Stent 이용 누관 폐색 중재술

1998. 12 _ 난치성 간 내 담석 용해제 개발

1999. 01 _ 변형우엽생체 간이식수술

2000. 03 _ 두 사람의 간을 한 환자에게 이식

2001. 11 _ 특수 약물 처리된 그물망을 이용한 협심증∙심근경색증 시술

2005. 09 _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완치율을 5배 높인 치료법 개발

2005. 10 _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법 개발

2007. 05 _ 임신 13주 태아에서 성공적인 Vesicoamniotic Shunt 시술

2007. 12 _ 간 이식 수술 연간 320례

2008. 05 _ 암세포 증식도 평가와 파킨슨병 조기진단 PET 상진단기술 상용화

학술 _ SCI 연구 및 학술활동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국제 저명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수

: 1989년 개교 이래 꾸준한 증가, 2006년 한 해 동안 756편의 SCI논문 발표

1996 _ 신경계 주요 질환의 발생과정에서‘아연’의 역할을

규명하여 뇌질환 치료 및 예방에 획기적인 단초 제공

1998 _ 난치성 폐고혈압 원인 최초로 규명, 치료법 개발

1999 _ 혈전용해제의 뇌세포 보호기능 최초 규명

2001 _ 인간게놈프로젝트에 참여 12번 염색체 상세지도 발표

2003 _ 파킨슨씨병 원인물질을 동정하고 그 발병기전을 규명

2003 _ 협심증 치료 약물코팅 스텐트 시술 효과 보고

2004 _ 식욕 억제 및 체중을 줄이는 체내 물질인

‘α-리포산’의 작용기전 규명

2005 _ 만성폐쇄성 폐질환 치료법 최초 개발

2006 _ 뇌중풍 유발 유전자 돌연변이 발견

2006 _ 식욕억제 단백질 최초 규명

2008 _ 뇌신경세포 사멸기전 연구

2010 _ 세계 최고 권위 의학잡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세 번째 논문 게재(심장 혈관 질환 치료)

[SCI 논문발표 현황(단위: 편)]

연 구 성 과

[연도별 연구비 현황(단위: 백만원)]

[연구 국책과제 수(단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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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에 특성화된 교육지원이 중요합니다. 

울산의 교수진은 입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지속적인 일 일 교육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최 한 이끌어내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생활과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인생의 주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74명 석학들의 일 일 지도

내 인생의 주치의

‘지도교수제’
‘Supervisor System’for the physician of my life

전국 최고수준의 학생 교수비율

재학생과 교수 간 일 일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울산의 는 학생 1인당 교수 2

명을 넘는 전국 최고수준의 학생 교수비율(2010년 현재 학생 241명, 교수

574명)을 자랑한다. 이와 같은 직접적 교류는 지식의 전수를 넘어 의사로서의 삶

을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스승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도교수제도: 일 일 학생지도교수제 및 학년 담임제를 시행, 의예과를 입학

할 때부터 의학과 졸업 이후까지 학생들에 한 체계적인 생활 및 학습 지도

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구지도교수제도: 학생 한 명당 한 분의 연구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재학생이

교수 연구에 함께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 재

학생들은 미래 의학발전을 주도할 의학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게 된다. 

졸업생 중 43% 학교원으로 진출

전문의 이상 졸업생 235명 중 43% 이상이 학교원으로 진출, 명의가 명의를

낳는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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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인 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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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의학계를 주도할 인재

미래형 의학자를 위한

‘의학연구실습과정’
‘Scholarly Project’for future-oriented medical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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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의학연구실습과정 도입

본 과정은 의학과 1학년을 상으로 2년간 실시하며, 학생 스스로 최신 의학의 동향과 기존 의학 연구들의 문제점을 분석/비판한 후,

주도적인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기획하는 과정을 통해, 의학 연구자로서 자질을 함양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연구지도

교수의 지도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발표하며, 나아가 직접 논문을 작성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학생연구비 지원

의학연구실습과정 진행 후 우수 연구자에게는 2년간 학생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에 열의가 있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연구에 매

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 학생연구비가 신설된 이래 2010년 현재까지 총 17명에게 2억 7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

하 으며, 이를 지원받은 학생은 주 저자의 자격으로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울산의 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가는 역

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의 의학계는 진료와 더불어 연구역량을 갖춘 의학자에 의해 주도 될 것입니다. 

이에 울산의 는 학생의 연구 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 과정을 개발하 으며, 그 목적으로 시행되는‘의학연구실습과정’은

의학 연구자가 갖춰야 할 태도와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미래형’의학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연구비’신설 2년간 지원(본과 3학년 상)

2년간 연구성과 발표

의학연구자로서의 태도와 가치 습득

연구진행사항 발표

의학과 1학년, 일 일 연구지도교수 선정

의학연구실습과정(Scholarly Project)

의학연구실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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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의 비전에는 세계 일류 의과 학으로의 도약이라는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를 구하는 미래 의학발전에 한 포부를 하버드의 를 비롯한

세계 유수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Imperial College London

Fukuoka University 

해외 명문의 연수 기회 제공

세계와 하나되는 월드클래스
Become one with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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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문의 와 로벌 네트워크

�하버드의 ‘ 구적 협력관계’체결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상호 교류 협약’체결

최첨단의 의료 기술 및 의학 지식 공유, 공통연구 및 인적 교류 실시, 

미래 인류 발전에 기여할 석학 양성의 획기적인 계기 마련

해외 학 교환학생(연수) 프로그램

�의예과 2학년 학생 상 방학기간 중 하버드 학 연수

�의예과 1학년, 본과 3학년 상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

2010년 하버드의 19명, UC버클리 15명 연수

미국의사국가시험(USLME) 응시 지원

의학과 학생 전원을 상으로 졸업 전까지 미국의사국가시험

(USMLE) 합격 적극 장려 및 지원

국 제 교 류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arvard Medic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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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스탠다드를 이끄는 뉴 리더

졸업 후,90%이상

서울아산병원 근무
Over 90% of the graduates work at Seoul Asan Medical Center

한민국 의학 인재 양성의 메카인 울산의 -

우수한 수련환경과 연구기반 중심의 임상실습 위주로 진행되는

선진의학교육시스템을 통해 졸업생들은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으며, 

졸업생의 90% 이상이‘세계 100 병원 선정 국내 1위’로 평가받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로벌 스탠다드를 이끄는 서울아산병원의 미래, 

울산의 가 실현해 가겠습니다.

┃국내 최 규모, 최고 수준의 진료, 최적의 수련환경┃

�하루 평균 외래환자 9000여명, 입원환자 2000여명, 응급환자 200여명 진료

�3년 연속(2007~2009)‘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병원’선정(사진. 1)

�2009년 세계 100 병원 선정 국내 1위, 아시아 7위(스페인 공공 연구기관 국립연구회)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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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 한민국 최고 명의의 요람┃

�울산의 졸업생 중 90% 이상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공의 과정 수련

�서울아산병원 인턴/전공의 합격자 중 33% 이상이 전국 의과 학 졸업성적 10위 이내

�인턴지도교수제를 통해 울산의 교수진이 수련과정 및 진로에 한 멘토링 실시

�전공의 중 수련 성적이 우수한 자로 3년차 이상 전공의를 선발하여 국제 저명 의료기관에서 1개월간 연수하는 프로그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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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는 미래 의학연구의 핵심 요람이 될 아산생명과학연구소와

최고의 임상실습 현장인 서울아산병원을 바탕으로

최고의 교수진이 펼치는 임상과 연구의 조화를 통해, 

세계적인 의∙생명과학의 리더로 급부상해 가고 있습니다. 

┃아산생명과학연구소┃ �약 350명의 우수한 임상 전문의 연구교수, 연구원들로 구성

연간 약 400억 원 국책 연구과제 등을 수주받아 연구 진행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 및 산학협력기업과 연구 네트워크 구축

� 표연구소: 국가지정과제연구실, 분자세포연구실, 유전체연구실, 

조직장기연구실, 자기공명연구실, 실험동물연구실

�연구소 증축: 완공 2011년 12월

�연구비 지원: 최근 5년간 약 95억원

앞서가는 연구, 최고의 교육 실현

의학과 연구의 아름다운 공존
Harmonious coexistence of medicine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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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생명과학연구소 증축(2011. 12 완공 예정)

의 학 연 구 환 경

┃ 아 산 교 육 연 구 관 ┃

┃ 의 학 도 서 관 ┃

�연건평 1만 4천여 평,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

�첨단 강의실과 실습실 운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약 1,980㎡ 규모

�A/V 실, 정보검색실, 소그룹 토의를 위한 단체 학습실 구비

�국내외 의학 학술지 외, E-Journal과 E-Book  구비

�원문제공-Service, 주제검색서비스, SDI 서비스, 국내외 다양한 의학전문DB구축

�최신 논문 Update 및 자료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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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전원 특별장학금 지급‘ 장학제도’┃ �울산의 신입생 전원에게 아산재단의학 특별장학금 지급

�성적우수자와 근로봉사자, 학생회 간부 등을 상으로 교수장학금, 

가사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생회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혜택

구 분 상자 선정기준

아산재단의학분야 특별장학금 신입생이나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

의예과 신입생: 전원

의예과 재학생: 직전 학기 평점 2.50이상

의학과 재학생: 직전 학년 평점 2.50이상

교수장학금( 여장학금)

가사장학금( 여장학금)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직전학기 2.0이상

봉사장학금(학생회장학금) 학생회장 / 학생부회장 / 의예과회장 직전학기 2.0이상

근로장학금 재학생 중 일정 시간 학업무를 담당하는 학생 직전학기 2.0이상

도서장학금 재학생 중 일정 시간 의학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 직전학기 2.0이상

학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 학의 교육환경과 미래지향적인 가치기준에서 창출됩니다. 

학생중심 학을 신조로 6년간 전액에 가까운 장학지원은 물론, 학생기숙사를 포함한

다양한 학생복지시설을 완비한 울산의 는 재학생 모두가 세계 일류 의료인의 꿈을

마음껏 펼쳐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위한 든든한 그라운드

모두에게 돌아가는 학생복지
Student welfare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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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신축(2011년 완공 예정)

장학제도/기숙사

┃전원 입사 가능한‘기숙사’┃

┃아산재단 의학분야 특별장학금 수혜 현황(2009년)┃

�재학생 전원 2인 1실(의학과 기준)의 기숙사 제공

구 분 기숙사 명칭 최 수용인원 수용률

의예과 1학년 청운학사 1,694명 100%

의예과 2학년, 의학과 서울청운학사 / 의림학사 100명 100%

구 분 재학생 총인원
아산재단 의학분야 특별장학금

인원수 비 수혜율
등록금100% 등록금70% 등록금50% 소 계

1학기 239명 143명 47명 26명 216명 90%

2학기 238명 125명 60명 31명 216명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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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젊음의 완성

캠퍼스 라이프
Campus life for the maturity of young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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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는 다양한 동아리 및 학생활동을 전폭 지원하며, 

방학기간 동안 아산재단 산하의료기관에서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 활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