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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대 총동창회 신임 회장에 임병각(1기) 졸업생이 취임하

였다. 

이에 신임 임병각 회장을 통하여 총동창회의 주요 활동 방향 및 

내용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Q. 동창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앞으로 운영 방향 및 목표

동창회는 어디나 그렇듯 추억의 공장이고, 받았던 고마움을 조

금은 갚을 수 있는 곳이다. 자기 자신의 추억을 지키면서 자라나

는 후배들에게 보탬의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동창회는 여러 사람이 소통하고 가능하면 취미도 공유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후배가 있을 때 도와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친목단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어서는 안된다. 

Q. 우리 의대 학생들의 위상과 앞으로 상호 개선해야 할 

문제 및 과제는?

항상 자랑스럽고 기특한 학생들이고 후배들이다. 

우리 의대를 졸업생은 물론 후배들, 교수님들, 재단 등이 모두 함

께 훌륭한 수준으로 만들고 있고, 만들었음에 자랑스러움을 느

낀다. 가끔 풍납동을 지나가면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다만 학생들 중 일부는 각종 상대적인 성적 평가로 인하여 수련 

시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 의대 및 병원은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이 지원하는 곳인 만

큼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수님들도 상대적으로 성적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 보다는 현실적으로 잘 이끌어나가고, 해법 마련

을 위한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후배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너무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

기에게 맞는 길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동창회는 우리 후배들이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서 조언

해 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 서도록 노력하겠다. 

Q.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다. 현시점에서 의대

생이 경험해 봤으면 하는 부분들과 준비했으면 하는 것들

이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생들의 학업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지

만, 병원에서의 임상실습은 대면교육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

에 이 부분에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 

학생들과 졸업생, 우리 의대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은 자신들이 코로나를 환자들에게 옮길까 걱정

이 된다고 답한 반면, 졸업생과 교수님들은 학생이 코로나 바이

러스가 환자로부터 감염이 될까 걱정이 된다고 답을 하였다. 

의대생으로서의 사회적 참여도, 의대생들은 임상현장에서 학생

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

한 반면, 졸업생 및 교수님들은 사회참여 못지않게 학업에 열중

할 것을 주문하였다. 

즉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학업이 매우 중요한 상

황이이다. 코로나 같은 팬데믹에서는 의과대학생으로서 ‘경험’

을 해봐야 한다는 것보다는 ‘팬데믹에서 의과대학생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사회적 참여 못지 않게 학업을 게을리 하지 않고, 전문가로서

의 소양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Q. 동창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활동은?

학생 축제, 신입생 및 졸업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그동

안 해오던 홈커밍데이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변경, 축제식으로 

만들어갈 생각이다. 

또 앞으로 동창회기금 중 일부를 모아서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

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Q. 현명하게 과 및 전공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 및 전공 선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유행은 돌고 돈다. 

또 정답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유행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반

드시 좋은 결과가 될수는 없다. 이에 따라 본인이 가장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의대 교육 시 꼭 반영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 있다면?

▲바이오산업, 의공학 융합 기술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의공학연구

“동창회는 후배들이 어려울 때 조언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생, 학부모, 교수, 졸업생 등 모두 자부심과 긍지 

Interview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임병각 총동창회장



3

소 등에서는 바이오산업, 의공학 융합 기술 산업, AI 관련 연구 

개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관련 연구, 개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의학 임상 교육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앞선 기술과 과학

들을 의과대학 교육과정 중에 경험하도록 하면 창의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대 졸업 후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

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임 회장은 “의대 교육 때문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영어 등의 

외국어 교육은 물론 의료정책, 의료법 등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으면 좋

겠다”고 밝혔다. 

Interview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임병각 총동창회장

[임병각 회장 주요프로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1회, 1994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박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장(2020~ )

현)조은눈굿아이안과 원장  

[동창회 간략 소개]

▲최초 설립 시기 : 1997년

▲현재 회원 : 약 950명

▲설립 목적 및 이유 : 모교의 발전과 동문 회원들의 친목 도모 및 발전

▲ 주요 활동 : 동문환영모임, 울산경남지역 동문회 및 울산의대 신입생 환영모임, 울산의대 졸업생 

간담회, 경조사, 홈페이지 관리, 의대 축제지원을 비롯한 학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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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대 SCIE 등재 저널 주저자 논문 발표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F 10점 이상 논문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이후 증가세…2019년도 발표 논문 1,336건

우리 의대 SCIE 등재 저널의 주저자 논문 발표 건수가 2015년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도 발표 논문

의 숫자는 1,336건이다. 

* SCIE 2015-2019 주저자 기준

* Web of Science Document Type(Article, Review, Proceedings Paper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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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IF 합계…전체 논문 숫자 대비, 우상향 추세 

2016년 이후 논문 IF 합계는 전체 논문 숫자 대비 보다 높은 기울

기의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영향력이 있는 높은 수준

의 논문 발표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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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of Science Document Type(Article, Review, Proceedings Paper 기준  

Impact Factor (IF)는 논문의 인용된 회수를 게재된 논문의 수로 

나눈 것으로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를 의미한다. 

IF 10 이상 논문 발표 현황

우리 의대 IF 10 이상 논문은 2017년까지 매년 30편 전후에서 

2018, 2019년 40편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Impact Factor 2019년 기준(이전 발표 논문도 2019년도 수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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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대 SCIE 등재 저널 주저자 논문 발표  

지속적 증가세 

IF 10 이상 논문도 2018년 이후부터 매년 40편 이상 발표

특집기사   우리 의대 논문 발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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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사   우리 의대 논문 발표 현황

2019~2020년 상반기 주요 논문 발표 현황

저자 저널 제목 내용

내과학교실(심장내과)  
강덕현(서울아산병원) 교수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19 IF: 74.699)

Early Surgery or Conservative 
Care for Asymptomatic Aortic 
Stenosis에 대한 연구

이 논문은 고령의 대표적 질환인 대동맥판막협착증 중에

서 증상이 없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에서의 치료법을 
제시한 것으로 증상이 없다고 ‘관찰’만 하기보다는 ‘조기 
적극 수술’로 치료지침을 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내과학교실(심장내과) 
박덕우·안정민·박승정

(서울아산병원) 교수

CIRCULATION  
(2019 IF: 23.603)

Ten-Year Outcomes After 
Drug-Eluting Stents Versus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for Left Main Coronary Disease: 
Extended Follow-Up of the 
PRECOMBAT Trial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좌주간부질환 6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약물

용출성스텐트시술 (300명)과 관상동맥우회수술 (300명)을 
비교한 PRECOMBAT Trial의 10년 장기관찰연구로 스텐트

시술이 관상동맥우회술과 비교하여 10년동안 유사한 주요

임상사건 및 사망률에서 동등한 장기효과를 입증하였다.

내과학교실(심장내과) 
송재관(서울아산병원) 교수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2019 IF: 20.589)

Atrial Septal Aneurysm, Shunt 
Size, and Recurrent Stroke Risk 
in Patients With Patent Foramen 
Ovale에 대한 연구

이 논문은 난원공 개존증(patent foramen ovale, PFO)의 빈
도가  전체 인구의 25%를 상회하지만, 어느 경우에 중재시

술을 시행할 것인가? 이다. 이번 논문은 난원공 개존증

(patent foramen ovale, PFO)의 형태학적 분류를 통하여 고
위험군을 특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병원을 포함한 
multi-center data base로 입증하였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한 중재시술의 시행이 활발히 진행되리라 전망된다는 내
용이다.

마취통증의학교실  
황규삼(서울아산병원) 교수

HEPATOLOGY  
(2019 IF: 14.679)

Appraisal of Cardiac Ejection 
Fraction With Liver Disease 
Severity: Implication in Post-Liver 
Transplantation Mortality에 대한 
연구

이 연구는 심한 간부전 환자(MELD 점수> 20)는 심박출계

수(ejection fraction)가 정상인과 달리 우측 편향되고, 과대

평가되어 있으며, 기존의 일반 환자에서 적용하는 심박출

계수 50%이하가 아닌 60% 이하의 환자에서 간이식 수술 
후 사망의 위험성이 증가함을 보여 주어, 간이식 환자는 
간상태에 맞게 심장 수축기능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
다는 내용이다. 

외과학교실  
황신(서울아산병원) 교수

HEPATOLOGY  
(2019 IF: 14.679)

4-1BB Delineates Distinct 
Activation Status of Exhausted 
Tumor-Infiltrating CD8(+) T Cells 
in Hepatocellular Carcinoma’에 
대한 연구

이 논문은 면역치료시 costimulatory receptor를 같이 공략

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으로 
간세포암 환자 검체에서 다수의 costimulatory receptor를 
조사하였다 .  4-1BB(tumor necrosis factor receptor 
superfamily member 9)가 PD-1 high CD8+  종양침윤임파구

에서 독보적으로 과발현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PD-1항체 
단독 사용시 보다 4-1BB를 같이 자극한 경우에 임파구의 
기능이 더 잘 회복되는 점도 관찰하였다. 따라서 4-1BB 
costimulation을 간세포암의 면역치료 시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 상반기 주저자 논문 중 상위 IF 논문 list 중 교신저자가 우리 의대 소속인 대표 논문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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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사   우리 의대 논문 발표 현황

Q. 최근 우리 의대 논문발표 현황과 관련해 어떻게 분석, 판단하시는지?

난치성 질환은 언제나 존재하고 환자들은 항상 고통받는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 혹은 해결하기 위

해서는 기존 의학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선도적인 우수 연구 결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한, 이런 우수한 연구 결과는 전 세계의 모든 의학자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SCIE 저널에 그것도 최

상위급 저널에 출판되어야 한다. 

우리 의대의 전체 SCIE 논문 숫자는 국내 모든 의과대학들 중 3-4위 정도지만, 저널 영향력지수

(Impact Factor, IF) 15점 혹은 20점 이상 최상위 저널에 출판한 논문의 숫자는 국내에서 거의 1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최상위 저널 논문들 중 대부분은 임상연구 결과로 우리 의대 교수들의 진료 수준이 세계적이

며, 각 분야 의학의 향상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Q.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진료의 수준을 더욱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초 및 중개 의학 부문과 공동으로 수행된 우수 연

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야만 한다. 현재까지 교수들이 각자의 전공분야에서 쌓아온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소중한 연구 경험들이 다학제 연구로써 서로 융합되어야 더욱 가치 높게 의학 발전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로 다른 교실간 공동 수행 연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장려책을 쓰고 있고, 앞으로 더

욱 강화할 계획이다.

Q.  연구지원 강화를 위한 우리 의대의 대표적인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자(교

수 등)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올해부터 IF 10점 이상 혹은 JCR 분야별 최상위 저널에 출판한 논문에 대해서는 교수업적인정률을 

최대 300%까지 차등 적용함으로써 교수의 임용, 승진에 유리하게끔 적용하고 있다. 

또한 종설(review paper)에 대해서는 논문게재장려금 지급 규정이 없었는데, 지난 2019년부터 IF 7

점 이상의 우수 저널에 게재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강릉아산병원의 경우 논문게재료만 소액을 정액 지원하고 있었는데, 병원의 협조를 얻어서 서울

아산병원 및 울산대학교병원과 동일하게 지급되도록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현재 임상-기초 교실간 공동 연구에 대해서는 교수업적인정률을 나누지 않고 적용하고 있는데, 향

후 공동 우수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게재장려금도 나누지 않고 100%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

다. 

우리 대학은 양적으로 많은 논문숫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질적으로 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우수 논

문을 많이 내는 방향으로 유도, 연구 장려책을 설정하고 있다.

Q. 기타 당부의 말 

우리 의대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상위급 지위에 올라선 것은 헌신적으로 연구와 진료

의 개선을 위해 애쓴 결과이다. 향후 30년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의대가 되기 위해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수들뿐 아니라 학생들도 높은 사명감과 자

존감을 가지고 각자가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 및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여 큰 시너지를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니인터뷰] 임영석 연구부학장



기획기사   새 교육과정 LCME 2020 알아보기

소통과 협력, 창의적이고 주도적 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LCME 2020

LCME 핵심변화 세 가지

새 교육과정…2021년 예과부터 본격 시작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동적인 참여 형태 지향

2020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은 ‘Less Competitive 

More Excellent Curriculum’을 모토로 하여 LCME 2020으로 명명

하고, 개편되었다. LCME 핵심변화는 다음과 같다. 

▲Pass or Fail: 학생을 서열화 하지 않고 경쟁을 줄이면서도 핵

심역량의 도달 유무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Pass/Fail 평가로 전환

하는 것이다.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학습, 재시험의 기회

를 부여한다. 

▲인문사회의학 교육 강화

▲Flipped learning 강화: 수동적인 강의형태에서 자기 주도적 학

습과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상호 작용하는 수업 형태로 변경

한다. 대표적인 예로 동영상 및 학습 자료를 통한 사전 학습 후 

강의실에서는 토론을 베이스로 하는 학습활동 등이 있다. 

보다 나은 교육 과정을 개편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고민과 노력

으로 개편된 교육 과정을 교육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별로 자세

히 알아보기로 한다. 

의사를 준비하면서 첫 과정이자 평생의 바탕을 마련하는 예과 

기간은 본과 기간 못지않게 중요하다. 

LCME 2020 교육과정은 경쟁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단순한 지식 

암기보다는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강조한다. 

평가에서 학생을 서열화하지 않고 핵심역량의 도달 유무를 냉

정하게 판단하는 Pass/Fail 평가로 전환하며, 수업은 수동적인 

강의 형태보다는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형태를 지향한다. 

예과 과정…자기성찰, 타인과 협력 강조

새 교육과정은 2021년 예과부터 시작된다. LCME의 취지에 따라 

예과 1학년과 2학년 과정은 인문사회의학과목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논리적 사고와 언어소통, 읽기와 토론 등의 과목을 통해 

학생들의 소통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예비의료인으로서

의 자기발견, 더불어 사는 삶 등의 과목을 신설하여 자기성찰과 

타인과의 협력을 강조하게 된다. 

예술 속의 의학을 통하여 회화속의 의학을 통하여 의학의 역사

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의학입문 1, 2과목을 통한 의학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확인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교육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예과 위원회

기본의학위원회

임상 및 술기 위원회

인문의학위원회

의학연구 실습과정 위원회

LCME2020 - 의예과 교육과정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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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2학년…인문사회의학 학습 성과 3가지 영역

의예과 2학년에서는 인문사회의학이 15주 정도 할애되며, 3개

의 통합교과목으로 구성하여 pass/fail로 평가하게 된다. 

인문사회의학의 학습성과는 지식, 술기행동, 태도가치관의 3가

지 영역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문사회의학 관련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슈를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며 비판할 수 있다. ▲성장을 위해 자기주도학습

을 실천하고 학습의 동반자로서 동료들과 소통하며 협력한다. 

▲학생신분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

하며, 동료와 교수를 존중한다. 

인문사회의학 핵심 내용

인문사회의학에서 다루는 내용으로는 인문의학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따라 의료의 역사, 의사소통, 인권과 윤리, 인간행동의 

이해, 의료의 사회적 이해, 미래의료, 리더십, 의료봉사, 환자권

리, 생명과 죽음,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한 내용이다. 

인문사회의학에서는 지식 이외의 영역 평가를 위하여 리포트, 

발표, 관찰, 동료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 협력, 자기주

도학습의 역량을 평가하며, 참여성, 정직성, 배려, 공감, 존중의 

태도와 가치관을 평가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인문사회의학을 배우게 되는 예과 과정의 오후 시간에는 임상

과 기초 의학연구과정이 진행된다. 

의예과 2학년 최대변화…기초통합교육 시행

의예과 2학년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과목 틀을 벗어나 기초통

합교육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세포

와 대사, 구조와 기능, 질병과 치료로 결정하였다. 

수업은 flipped learning을 통하여, 기본적인 지식은 동영상 등으

로 제작하여 사전에 미리 제공한다. 실제 수업에서는 이를 평가

하거나 토의, 문항풀이, 응용문항, 요약강의, Q&A, 그룹 발표 등

의 다양한 형태로 학습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LCME 2020 교육과정 개편 핵심…선택과정 개설

LCME 2020 교육과정 개편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선택과정의 개

설이다. 선택과정은 학기 내내 학생들이 본인의 흥미에 따라 다

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이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기존의 획일화된 의대 교육을 벗어나 학생의 선택을 통한 개성

과 노력을 반영한다. 

선택과정은 의과대학 교수들의 참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서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선택과정은 7회 분의 온라인 동

영상 강좌로 이루어지며, 의학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분야

도 다 가능하며 pass/fail로 평가한다. 

2021년 의예과 1, 2학년에서 시작되는 교육과정 개편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다. 

기획기사   새 교육과정 LCME 2020 알아보기

우리 의대 인문사회의학 교육 강화… 

의예과 및 본과 수업과정 변경

관점의 배양, 주간 책임교수 선정, 다양한 인문사회의학 측면 포함

LCME2020 - 인문의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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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새 교육과정 LCME 2020 알아보기

국내 대부분의 의과대학들이 인문사회의학교육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이로 인해 △성년이 된 의과대학학생들이 인문사회의학교육을 

잘 받으면 성품이 나아질까? △인문사회의학을 배우는 이는 제

대로 배우는지?, △가르치는 이는 잘 가르치는지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의대가 의예과 및 본과에서도 인문사회의학 

수업과정을 변경,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교육과정과 평가방법 개

편 작업 시작

우리 의대는 지난 2019년 의과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하고, 교육과정과 평가방법 개편 작업을 시작하였다. 

▲인문의학위원회 구성 

이 작업의 일환으로 2019년 6월 3일 우리 의대 인문사회의학 교

육과정 개편을 위한 인문의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기존 교육과정을 평가한 결과, 2019년 시점의 전

체 수업시간 중 인문사회의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강의는 약 

12%로 타 대학에 비하여 오히려 많은 편이었다. 

▲우리 의대 인문의학 교육 지향점 ‘좋은 의사’ 확정 

우리 의대 인문사회의학 교육 지향점은 ‘좋은 의사’로 정하였다. 

위원회는 1859년에 창립된 영국 General Medical Council에서 지

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Good Medical Practice’ 지침의 중요한 

4가지 영역(‘Knowledge, skills and performance’, ‘Safety and 

quality’ ,  ‘Communication,  partnership and teamwork’ , 

‘Maintaining trust’)을 바탕으로 좋은 의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

과 관점을 배양하기 위한 인문사회의학의 교과 내용의 대주제

를 확정하였다. 

새 인문의학교육과정의 특징

새 인문의학교육과정은 좋은 의사가 갖추어야 할 인문사회의학

적 관심의 확장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관점의 배양과 인문의

학적 판단 능력의 향상에 목표를 두고 단순 강의를 지양하고 토

론 위주로 준비되었다. △대주제 담당 주간 책임교수제, △

Pass/Fail 방식의 평가, △실행학습목표 반영, △강의 주제의 수

직통합과 수평통합 등이다. 

의예과, 본과 과정 내용 변경 

▲의예과 1학년 수업과정 변경 

우선 의예과 1학년 수업과정이 크게 변경되었다.

▲의예과 2학년…한 학기 전체, 인문사회의학에 배정

예과 2학년 한 학기 대부분의 시간이 인문사회의학에 배정됨에 

따라 인문사회의학 강의 주제와 시간이 확대되었다. 

▲본과과정…임상 과목 한 과정 시작 전과 후에 1주일 배정

본과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온전히 인문사회의학에 전념할 수 있

도록 임상 과목의 한 과정이 시작되기 전과 후에 1주일은 인문

사회의학 교육시간으로만 배정하였다. 

또 각 강의 주간의 평가는 ‘pass or fail’로 하고 특정 주간 수업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 전에 해당 주간 수업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우리 의대 인문사회의학 교과 내용 대주제 확정+소주제 구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문사회의학 역량(competence), △환자

의 권리와 안전(patient right and safety), △대화(communication), 

△신뢰(trust), △사회의학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대주제에 합당한 교육 내용들을 선정하여 소주제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역량’의 대주제 내에 ‘leadership and followership’의 

소주제가 들어가고 그 소주제에 합당한 강의와 토의 내용을 정

하였다. 

▲강의 내용 + 강의 방식 검토 등 

강의 내용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기본의학

교육 학습성과: 사람과 사회 중심’의 실행학습목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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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였다. 

강의 방식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용 전달 

방식은 지양하고, 학생들의 자율 학습과 학습한 내용을 토론 및 

발표로 진행하게 하여 해당 강의 주제에 대한 관심의 확장과 관

점의 배양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1주일 단위의 인문사회의학 강의 주제의 책임교수도 정하였

다. 책임교수는 해당 주간의 강의 제목과 강의개요서를 준비하

고, 담당 선생님들을 교내와 외부에서 일차 선정을 하였다. 

담당교수를 정하지 못한 강의는 강의시간표와 강의개요서를 바

탕으로 교내 교수들을 공개 모집하였다. 

고윤석 위원장은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 진료 능력도 

중요하지만 의사-환자, 의사-동료 및 의사-사회 등과의 바람직

한 관계 형성과 책무를 자신의 이익과 상대의 이익 사이에서 균

형 있게 처리하는 인문사회의학의 소양이 필요하다. 이로서 바

람직한 자율성을 갖춘 좋은 의사로서 자리 매김을 할 것이다”

며, “2020년은 COVID-19와 함께 의과대학생 및 의사들의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등으로 어수선하였다. 전염성 질환의 대

역병 시의 제한된 의료자원의 분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환자 

진료에 의료인들의 참여 등의 의료윤리 및 사회의학의 논점들

이 있다. 의사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사회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이나 논쟁들에 대하여 의사들이 자신의 관점을 갖추어야 

스스로 자율성을 갖춘 좋은 의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이

런 점에도 인문사회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 위원회에는 고윤석, 구영모, 김규래, 김장한, 김효원, 박

주현, 안진희, 유은실, 이상일, 이세원, 최세훈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인문사회의학교육 3대 문제점

인문사회의학교육을 제대로 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교육 내용 선정   

우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는 교육을 통하여 기대하는 성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적합한 교수 부족 

다음은 제대로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인문사회의학만을 전공한 교수는 임상경험이 부족한 한계점을 극복하기가 어려워 자칫 인문사회

의학을 ‘학문’으로만 교육하기 쉽다. 

반면 의료인문학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숙련된 임상의사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임상 관점에 치우치기 쉽다. 

▲적합한 교육 방법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의과대학생들은 기초 및 임상의학 지식 학습만으로도 힘겨워 인문사회의학 강의는 쉬어

가는 시간으로 여긴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 태도는 어렵게 강의를 맡은 교수들을 지치게 만든다. 임상경험과 인문사회

의학 지식이 내면에서 잘 숙성된 교수가 재미있게 학생들과 토론하며, 수업을 이끌어 가면 최상일 

것이다. 

[미니인터뷰] 고윤석 위원장

기획기사   새 교육과정 LCME 2020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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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6일 회의

기본의학 위원회(위원장 유빈 교수, 내과학교실)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산하에서 주로 본과 1, 2학년 커리큘럼

의 교육 과정 운영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본과 1, 2학년 커리큘럼 변화

주로 본과 1, 2학년 과정별 교육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실제 운

영 현황을 교육 원칙에 의거하여 리뷰하며, 정기적으로 학생 대

표의 의견도 청취한다. 

이렇게 검토한 내용은 본과 1, 2학년 과정 책임 교수에게 피드백

하며, 운영 중 교육 과정에 대한 조정 및 제안 사항을 교육위원

회에 부의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교육과정(LCME 2020)에서 본과 1, 2학년 커리큘럼

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김은기 간사는 “우리 위원회는 예과 위원회와 임상 및 술기 위

원회 사이에서 기초와 임상을 연계하는 수직 통합과 기존의 블

록 과정들을 서로 관련된 큰 블록으로 통합하는 수평 통합이 원

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담당할 것이다”고 밝혔다.  

통합 교육 과정 지향, 능동적 학습 권장 등

본과 1, 2학년 커리큘럼도 우리 의대 교육 원칙[성과 중심 교육, 

학습자 (학생) 중심의 교육, 역량 중심 성과, 체계적이고 계획된 

교육 과정, 통합 및 연계 교육]에 따른 교육 과정을 따라야 한다. 

우리 의대는 능동적 학습을 권장하는 통합 교육 과정을 지향하

며, 단순 강의는 대면/비대면을 막론하고 과정 내 60% 이내로 

제한하여, 오전으로 국한한다.

오후는 PBL(problem-based learning), TBL(team-based learning) 등 

능동적 학습을 권장하고 있다. 

또 본과 1, 2학년 커리큘럼 안에서도 진료 및 술기 교육을 포함

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업 중 퀴즈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동료 

평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하

고 있다.

본과 1, 2학년 커리큘럼 교육 과정… 

운영·검토·조정 역할 

LCME 2020 본과 1, 2학년 커리큘럼 큰 변화 예고

기획기사   새 교육과정 LCME 2020 알아보기

LCME2020 - 기본의학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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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   응급의학과교실(서울아산병원) 유승목, 김원영 교수

비타민 조기투여, 패혈증성 쇼크환자 예후 향상

시킨다는 근거 없어 

선택적 비타민 치료 시행, 투여 시간 및 용량 변경 시 효과 추가 연구 필요

비타민 조기투여가 패혈증성 쇼크환자 예후를 향상시킨다는 근거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의대 응급의학과교실(서울아산병원) 유승목, 김원영 교수팀

이 응급실로 내원한 패혈증성 쇼크환자를 대상으로 조기에 비타

민 B1과 비타민 C를 투여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장기부전

과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다기관 이중눈

가림 무작위 배정 연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후에 발표된 미국의 연구에서도 비타민 치료가 패혈증

성 쇼크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같은 결과를 보고

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패혈증성 쇼크 환자에게 비타민 치료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이번 연구를 통하여 절반 정도의 환자는 비타민 C 부족상태

에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부족상태인 환자들에게만 선택적으

로 비타민 치료를 시행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유승목, 김원영 교수팀은 “이론적으로는 비타민의 항산화 기능이 

패혈증의 염증반응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패혈증이라는 과정

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메커니즘의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방법의 변화로 예후를 바꾸기는 힘들 것 같다”며, “그때

까지는 모든 패혈증성 쇼크환자에서 초기에 비타민 치료를 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연구를 통하여 패혈증

성 쇼크 환자의 약 50% 정도가 비타민C 부족 상태에 있었으며(비

타민 B1은 약 9%) 비타민이 환자에게 별다른 해를 끼치는 약물이 

아니므로 선택적인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또 “패혈증 쇼크환자에서 비타민처치가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는 소규모 단일기관연구를 통해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비타민

처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하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며, “비타민 투여 시간과 용량을 변경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2020년 8월 INTENSIVE CARE MEDICINE(IF : 17.679)

에 ‘Combination therapy of vitamin C and thiamine for septic shock: a 

multi-centre, double-blinded randomized, controlled study’라는 내용

으로 게재되었다. 

한편 패혈증성 쇼크는 감염으로 인한 전신 염증반응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및 쇼크 상태에 빠져 사망에 까지 이르는 위험한 질환이

다. 이전 소규모 연구를 통해 패혈증성 쇼크환자에서 비타민투여

로 인한 항산화, 항염증효과가 제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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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   응급의학과교실(서울아산병원) 유승목, 김원영 교수

Q. 이번 논문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과 아쉬웠던 점은?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이중눈가림 무작위 배정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장애물이 많았다. 

연구자가 원하는 시간에 환자를 등록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갑작스럽게 응급실로 내원

하는 환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무작위배정하고, 연구약을 분출하는 등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어려

웠다.

패혈증 환자에 대한 처치와 동시에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구

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취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Q. 의대생들이 좋은 논문 및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 학생시절 준비해야 할 부분은?

좋은 논문과 연구는 임상의사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임상의사가 열심히 

진료를 하고 환자를 치료하던 중에 환자에게 필요한데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시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전 세계 모든 의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이다. 이들이 어

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그 흐름에 동참하여 같이 연구하고 근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바로 의학연구이다. 

결국 열심히 진료를 해야 하고, 최신 지견과 흐름을 늘 견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런 방향에 편승해 

같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은 연구를 하는 길인 것 같다. 

이를 위해 의대생들에게 추천할 부분은 양질의 최신지견에 접근하는 방법을 익히고 익숙해지면 나중

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

환자를 열심히 진료하다보면 어떤 한계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세계의 

다른 의사들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찾아보고 그 흐름에 동참하여 같이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결국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제는 혼자서 연구하고 지식을 독점하는 시기가 아니라 생각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옆의 사람을 경쟁상대로 생각할게 아

니고, 같이 노력하고 힘을 합칠 동료로 여겼을 때 상승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니인터뷰] 응급의학과교실(서울아산병원) 유승목, 김원영 교수

기부 및 후원 안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기부 및 후원창구가 개설되었습니다.

울산의대는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이미 대한민국 대표 의대로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으며, 학생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호평

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국내 최고의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의료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교육과 연구, 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의과대학의 교육, 연구와 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모든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해 후원자 분들의 기부

에 가치를 더욱 높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울산의대와 함께 하는 기부는 소액부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문의 : 의과대학 기획총무팀 이승윤 02-3010-4214, sylee83@ulsan.ac.kr

응급의학과교실

(서울아산병원) 유승목 교수

응급의학과교실

(서울아산병원) 김원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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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영상의학교실 이승수(서울아산병원) 교수

지난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히말라

야 트레킹 여행의 입문 격이라는 안

나푸르나 베이스캠프(해발 4,130m, 

이하 ABC) 트레킹 여행을 다녀왔다.

예전부터 히말라야 트레킹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던지라, 안나푸

르나 트레킹 멤버 모집 소식을 듣고 

일찌감치 지원해서 네팔 카트만두

행 비행기 표를 예약해두었다.

하지만 출발날짜가 가까워질수록 해발 4,130m라는 이전에 경험

하지 못한 고산 환경에서의 고산병에 대한 걱정이 커져갔다. 결

국 고산병을 예방하는 약물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 ① 출발 

2주 전부터 이틀 간격으로 적혈구 생성 촉진제(erythropoietin) 피

하 주사, ② 트레킹 2일째부터 ABC 도착한 날까지 수면 중 호흡

을 촉진해 고산증 발생을 예방하는 약(acetazolamide) 복용, ③ 

ABC에서는 아무런 증상도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절

한 사람도 일어나 걷게 만든다는 dexamethasone 주사를 맞았다.

그 덕분인지 걱정했던 고산증은 발생하지 않았고, 무사히 산행

을 마칠 수 있었다.

3일간의 트레킹

이번 여행은 고산병 권위자이시기도 한 신장내과 김순배 교수

히말라야 트레킹 여행기 

여행,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다시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며

영상의학교실  
이승수(서울아산병원) 교수

ABC에서의 일출. 안나푸르나 남봉이 아침 햇살을 받아 노랗게 빛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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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주축으로 총 23명의 일행(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 15

명, 가족 2명, 울산의대 학생 3명, 외부 참가자 3명)과 히말라야 

전문 가이드, 포터, 요리사 등이 함께 했다.

원래의 계획은 4일간 도보 등산 후 2일간 걸어서 내려오는 6일 

트레킹 코스였다. 그런데 첫날 포카라행 비행기 출발이 늦어지

면서 도보 등산이 지프를 이용한 이동으로 변경되었다. 이어 

ABC에서의 하산을 헬기 하산으로 결정하면서 딱 3일만 걷는 트

레킹이라기에는 좀 쑥스러운 여행이 됐다.

하지만 도보 하산을 포기한 덕분에 포카라에서 짜릿한 패러글

라이딩과 안나푸르나 산군이 한 눈에 조망되는 리조트에서 삼

겹살과 소주를 곁들인 만찬을 즐길 수 있었다.

안나푸르나의 생활

트레킹의 시작점인 란드룩(1,565m)을 출발해 시누아 (2,360m), 

데우랄리 (3,210m)를 거쳐 목적지인 ABC에 도착하는 3일간의 

트레킹 기간 동안에는 매일 6-7-8(6시 기상, 7시 조식, 8시 출발)

일정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대체로 오후 5시경에는 숙소에 도착

했다.

안나푸르나의 산장들은 아주 기본적 수준의 숙소로 실내 난방

은 되지 않아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침낭 속에서 따뜻한 물을 

채운 물통을 껴안고 옷을 껴입고 자야 했다.

화장실은 대부분 좌변기가 없었고, 유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순 있지만, 그 속도는 국내에서 천리안 시대에 인터넷을 사용해

본 사람만이 경험해 봤음 직한 수준이었다.

숙소마다 유료로 가스 온수기를 이용한 ‘hot shower’를 할 수 있

지만, 물 온도가 일정치 않아서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샤워가 되

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고산증의 위험 때문에 3000m 이상에서는 샤워가 금지되

어, 데우랄리와 ABC에서는 물티슈 몇 장을 이용하여 샤워를 대

신했다. ABC에서는 화장실 바닥의 물이 얼어 빙판이 되어서 화

장실을 갈 때 아이젠을 착용해야 할 판이었다.

히말라야…알프스, 미국, 뉴질랜드 산과 색다른 매력

히말라야의 첫 인상은 알프스나 미국 서부의 산악이나 뉴질랜

드의 산과는 다른 매력이 있는 곳이다. 안나푸르나의 해발 

1500-2000m 지역은 아열대 우림의 느낌을 주는 지역이다.

소똥과  염소똥이  질퍽한  트레일과  긴  계곡을  가로지르는 

hanging bridge는 등산로인 동시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을 위한 이동 경로였다.

산 구릉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계단식 밭과 그 주변으로 층계처럼 

놓인 집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풍요롭고 정갈하면서 동화 같

은 느낌의 알프스 지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조금은 허름

해 보이지만 소박한 삶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해발 3,000m가 가까워지면서 나무는 낮아지고 낮은 풀만 자라

는 고산 생태계가 나타난다. 깎아지른 듯한 계곡의 주위로 드문

드문 흰 눈이 쌓인 검은 산이 장엄하게 펼쳐졌다.

비현실적인 풍광…안나푸르나

안나푸르나 트레킹의 백미는 데우랄리– 마차푸차레 베이스캠

프 (3,700m, MBC)-ABC 구간인데, 다른 곳에서 만나기 힘든 비현

실적인 풍광을 선사한다.

세계 3대 미봉 중 하나인 마차푸차레를 비롯한 안나푸르나 남

교수칼럼   영상의학교실 이승수(서울아산병원) 교수

높은 계곡을 건너는 hanging bridge는 등산로인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생
활을 위한 이동 경로이다.

포터들은 여행객들의 짐을 매일 아침 출발지점에서 도착지점까지 날라준

다. 등산화라도 신고있는 포터들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고 대부분의 
포터는 천 운동화에 얇은 옷차림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도 우리를 앞질러 
산을 오르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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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1봉, 히운출리, 그 외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고산들이 둘

러싼 빙하 계곡을 걷다 보면 현실감을 읽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ABC에 도착한 날에는 변화무상한 고산 날씨를 경험할 수 있었

다. 아침부터 흐렸던 날씨는 MBC에 도착한 이후로 눈으로 바뀌

었고, ABC에 도착한 후에는 점점 굵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중 우리 여행을 안내했던 니마 세르파가 밤에는 하늘

이 맑아질 거라는 ‘예언’을 했는데, 9시가 넘어서자 눈이 그치면

서 거짓말처럼 동쪽 하늘부터 개이며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부리나케 삼각대를 챙겨서 마차푸차레 위로 하늘을 가득 채운 

수많은 별을 사진에 담고, 반대 방향을 돌아보니 안나푸르나 남

봉이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안나푸르나 여행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다음날 아침은 

구름 한점 없이 맑아서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받아 노랗게 빛나

는 안나푸르나 남봉의 일출 경을 볼 수 있었다. ABC에서 그냥 헬

기를 타고 내려가기가 아까워, MBC까지 걸어서 내려가 헬기를 

탔다.

전날 한치 앞을 알아보기 힘든 눈구름 속에서 힘겹게 ABC를 오

를 때와는 달리, 아름다운 고산에 둘러쌓여 하얀 눈으로 덮인 계

곡을 걸어 MBC까지 내려오는 길을 걷는 내 몸이 새털처럼 가볍

게 느껴졌다

교수칼럼   영상의학교실 이승수(서울아산병원) 교수

안나푸르나의 해발 2000m 이하의 산간지대에는 계단식 논 사이에 집이 
들어선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

시누아 (2,360m)에서 데우랄리 (3,210m)로 향하는 트레일에서 단체 사진 
남겼다.

ABC에서 눈구름이 걷히며 아름다운 밤하늘을 촬영할 수 있었다. 마차푸

차레 위 하늘에 별이 가득하다.
ABC에서 MBC까지의 길은 안나푸르나 트레일의 백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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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히말라야 속으로 들어갈 날을 기다리며

우기에는 구름이 많아서 제대로 풍광을 즐길 수 없으므로, 안나

푸르나 트레킹의 성수기는 10~11월경 건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라고 한다. 유럽인 여행객들은 주로 이 시기에 안나푸르나를 찾

는데, 10~11월은 맑은 날이 많아서 트레킹 하기 좋으며 눈사태

의 위험도 낮은 편이다.

우리가 여행한 기간도 건기에 속하지만,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눈사태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주로 12~1월경에 많

이 온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아마도 성수기에 비해 가격적인 장점 

때문이 아닐까 추정해본다.

트레킹 기간 중 눈사태의 위험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여

행초반에 지프로 이동할 때와 후반에 버스로 카트만두를 갈 때 

열악한 도로 환경과 기사의 난폭운전 때문에 차량 이동이 위험

하다고 느꼈다.

네팔에서의 마지막 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눈사태 사고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하산한 다음날 안나푸르나 일대에 많은 눈이 내

렸는데, 그 다음날 눈사태가 발생해 한국인 등산객들이 실종되

었다고 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에 놀랐고, 실종된 분들이 걱정스러우면

서도, 하루 이틀만 늦었더라면 우리가 당했을 수도 있었던 사고

라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한 자

연 앞에서는 항상 최악의 사태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우리가 네팔로 출발했던 전날 WHO는 중국 우한의 집단 전염병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당

시 아무도 COVID-19가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3일 후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그 후 

COVID-19는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하게 되었다.

여행은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린 요즘이지만, 언젠가 이 비정상

적 일상이 종료되고 히말라야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 에베

레스트나 칼라파타르 혹은 또 다른 어느 곳에서 대자연의 경이

를 느끼고 있을 날을 꿈꾼다.

교수칼럼   영상의학교실 이승수(서울아산병원) 교수

데우랄리에서 MBC까지 이어지는 길은 산으로 둘러 쌓인 장엄한 느낌을 주는 빙하계곡을 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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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소식   도서관은 지금

비뇨의학교실 주명수(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지난 9월 1일부로 아산의학도서관장에  임명되었다.

신임 주명수 관장은 배뇨장애, 요실금, 전립선비대증을 주로 진료하며, 이에 대한 약물치료 및 수술적 치

료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민성방광, 방광통증증후근 등의 방광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아산의학도서관은 COVID-19 환경에 맞는 이용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기반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우리 의대 교직원 및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

양한 디바이스로 접속하여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다.

YouTube 채널 개설

아산의학도서관은 그 동안 자체 제작한 동영상으로 제공해 왔

던 의학데이타베이스들과  Endnote 등의 주요 정보원 교육 동영

상을 아산의학도서관 YouTube 채널을 개설하여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교육 동영상의 질과 접속의 편의성을 높였다.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이용 교육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하여 지

난 9월부터 Zoom을 활용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PubMed, Endnote를 월 1회씩 시행하고 있으며, 녹화된 교육 내

용을 YouTube 채널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아산의학도서관 YouTube 채널

아산의학도서관에서는 구입 전자책뿐 아니라 교보문고 전자도

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의 책 약 5만권을 다운로드 하여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도 도입하였다. 

PC와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의학도서관 홈페이

지 공지사항 및 교양 E-Book 서비스 이용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사용  앱: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다운로드 권수: 월 단위 3권까지

■이용 기간: 다운로드 후 14일 (14일 후 자동 반납)

아산의학도서관 홈페이지 내 교양 E-Book 사이트

신임 아산의학도서관장에  

비뇨의학교실 주명수 교수 임명

아산의학도서관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아산의학도서관…실시간 전자책(교양 E-Book) 서비스 시행

비뇨의학교실

주명수(서울아산병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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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소식

우리 의대가 지난 2020년 9월 23일부터 수시모집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9일

(목)에서 12월 3일(목)로 변경되어 성적 통지일은 12월 23일(목)

이다. 

이에 따라 본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일정은 다음

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의대 2021학년도 주요 입시 전형 일정

수시모집 전형일정

구분
학생부종합면접

논술
학생부종합면접 지역인재

인터넷 원서접수 2020. 9. 23. (수) 09:00 ~ 9. 28. (월) 18:00

서류제출

(해당자만 제출)
2020. 9. 23. (수) 09:00 ~ 10. 6. (화) 18:00

자기소개서 입력 2020. 9. 23. (수) 09:00 ~ 10. 6. (화) 18:00 해당 없음

1단계 합격자발표 2020. 12. 4. (금) 16:00 예정 해당 없음

전형별 고사일 2020. 12. 19. (토) 2020. 12. 12. (토) 2020. 12. 5. (토)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26. (토) 16:00 예정

최초합격자 
가등록기간

2020. 12. 28. (월) ~ 12. 30. (수) 15:00 까지

충원합격자 발표 
및 가등록기간

2020. 12. 30. (수) ~ 2021. 1. 5. (화) 15:00 까지

최종등록 2021. 2. 8.(월) ~ 2. 10. (수) 16:00 까지

정시모집 전형일정

구분 일정

인터넷 원서접수 2021. 1. 7. (목) ~ 1. 11. (월)

면접일자 2021. 1. 23. (토) 9:00

합격자 발표 2021. 2. 4. (목) 예정

합격자 등록 2021. 2. 8.(월) ~ 2. 10. (수)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1. 2. 10. (수) ~ 2. 19. (금)

우리 의대가 2학기를 맞아 교수 1명, 조교수 14명을 임용하였다. 

이번에 임용된 (조)교수는 서울아산병원 2명, 울산대학교병원 6

명, 강릉아산병원 7명 등 총 15명이다. 

구체적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우리 의대 2학기 교수 1명, 조교수 14명 임용

2020-2 의대 신임 교수 명단

연번 병원 교실명 직급 성명 연번 병원 교실명 직급 성명

1 서울

아산

병원

이비인후과학 교수 정영호 9

강릉

아산

병원

내과학

조교수

김보영

2 융합의학

조교수

김준기 10 내과학 김문호

3

울산

대학교

병원

내과학 소훈섭 11 내과학 박신희

4 내과학 박상우 12 외과학 정민재

5 내과학 김진형 13 산부인과학 이영재

6 신경과학 김아로 14 소아청소년과학 김윤명

7 재활의학 박동휘

15 소아청소년과학 오성희

8 진단검사의학 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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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소식

우리 의대 7기 졸업생들의 발전기금 전달식이 지난 10월 21일 

오후 4시 30분 의대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데

이를 개최하지 못하지만 발전기금 전달을 통하여 우리 의대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기금 전달식에서 채희동 학장은 “의대는 앞으로 발전 기금 확대

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려고 한다”며, “올해부터는 기금의 사용

처도 기금 출연자들과 상의하고, 시설이나 기자재 등에 기금이 

사용된 경우 반드기 기금 출연자를 명기하여 기금 출연자들의 

뜻도 기리고, 학생들이 감사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게 할 예정이

다”고 밝혔다.

또 “아직은 길지 않은 의대 역사이지만 지금처럼 졸업생들의 관

심과 지원이 학교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7기 남태석 회장은 “홈커밍데이를 통하여 역대 학장님들을 비

롯한 여러 스승님들과 많은 동기들도 함께 모이기를 바랬는데, 

코로나19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발전기금을 통

하여 우리 의대가 더욱 멋진 대학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 이윤세 교수, 윤용식 교수, 김지완 교수, 남태

석(의대 7기 동창회장, 삼육서울병원), 채희동 학장, 정유삼 교무부학장, 
임영석 연구부학장, 이주용 교수

7기 졸업생 발전기금 전달식 개최 

자칭, 타칭 친목 1등 7기 졸업생

Q. 7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

아마 전체 졸업생들 중 가장 잘 만나는 기수라고 생각한다. 동기들 간의 정도 많고,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이미 졸업하면서 매월 회비도 모으고, 적어도 연 1회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

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도 자주 만들었다.

앞으로 동기들 간의 정을 더욱 두텁게 다지면서 의대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해 나가겠다.

Q. 우리 의대 발전에 대하여?

우리 의대는 지난 20년간 상당한 발전을 한 것 같다. 대내외적인 이미지는 물론 대외적인 환경의 

발전을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다. 다만 일반인에 대한 인지도 개선은 더 필요한 것 같다.

[미니인터뷰] 의대 7기 동창회 남태석(삼육서울병원 정형외과) 회장

▶ 21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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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대 김기수 의무부총장이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수여하는 제6회 올해

의 교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해의 교수상은 교육, 연구, 봉사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과 활동을 보여주고 교수와 학생에게 귀감

이 되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주어진다.

올해의 교수상을 받은 김기수 의무부총장은 학생교육 일선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쳐 의학교육에 헌

신한 노력이 돋보였으며, 전문분야 학회장을 역임하며 전문의학분야 발전에 공헌하는 등 교육, 연

구, 진료에 균형잡힌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기수 의무부총장, KAMC 올해의 교수상 수상

Q. 우리 의대 후배들에 대한 생각?

그동안 직접적으로 후배들과 같이 생활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요 병원은 물론 최근 우리 병원으로 온 후배

에 대해서도 호평을 듣고 있다. 역시 실력 있는 인재들이고, 능력도 뛰어날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Q. 학생시절 가장 아쉬웠던 부분과 의대생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캠퍼스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병원과 의대가 상생,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 의대생들은 세상이 넓다는 것을 배우고, 세상을 보는 눈도 더 넓게 가지길 바란다. 또한, 울산의대가 하나라는 공동체의식

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면 좋겠다.

Q. 교수님과 학부모님들에게

교수님들은 지금도 충분히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학생 교육에 더 우선 순위를 두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사회성을 더 많이 배우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Q. 홈커밍데이에 대하여?

이번 홈커밍데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기금전달만 하고 가지만 홈커밍데이는 앞으로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

갈 것이다.

의대소식

◀ 22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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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창간 7주년 편집후기

▲김지완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발전하는 우리 의대의 생생한 소식 

기대합니다.

▲김혜리

우리 의대 홍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소식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대 발전의 발자취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정

재난영화에 나올법한 2020년이었네요. 홍보위가 바쁠 2021년이

길 기대해봅니다~

▲박상형 

의과대학 소식지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이 번

창하시길 바랍니다

▲박원형

COVID19로 일상이 바뀌어 버린 2020년에도 우리 의대 소식지는 

모두 무사히 발간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 그리고 

바뀐 학사일정과 사회적 이슈로 마음고생 많았을 학생 기자단 

여러분 모두 다 일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방성조

유익한 내용을 교수님,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전달하여 주

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편집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소통에 한 축을 담당하는 소식

지가 계속 알찬 내용으로 발간되기를 기대합니다. 

▲신 용

창간 7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한 편집위원이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대를 더

욱 빛내는 소식지가 되길 바랍니다.

▲이은재

창간 7주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학교의 

희로애락과 함께 하는, 우리 의대의 전통적인 소식지로 자리매

김하기를 기원합니다.

의대소식

▶ 27페이지에 계속

우리 의대 소식지가 지난 2020년 11월호로 창간 7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편집위원들이 7주년 기념 사진을 촬영하였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위원들이 비대면으로 함께 하였다. 

도경현 편집위원장은 “창간 7주년은 우리 의대 가족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 낸 것이다”며, “우리 의대 모든 가족들에

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리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우리 의대 모든 가족분들에게 반가운 소식과 알찬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기부자 정보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휴대폰 전화(자택/직장)

E-Mail 직장명/부서/직위

기부자 구분 □ 동문      □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 기업      □ 일반      □ 후원의 집      □ 기타(                       )

■ 약정내역

약정액                                                                                                원 (￦                                 )

기금 용도

□ 일반기금 울산대학교에 기금 사용용도를 위임하는 기금입니다.

□ 지정기금

부서 의과대학 용도: 위임(      ), 장학기금(      ), 연구기금(      ), 기타(                                       )

기부하고자 하는 부서와 용도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예) 부서: 대학 전체, 대학, 전공,  연구소 등 / 용도: 장학, 지정기금, 연구, 특정 목적기금 등

특정 부서에 지정기탁하시는 경우, 기탁금 중 10%가 일반기금으로 편입됩니다. (장학금 제외)

■ 납부방법

□ 일시불

기부예정일                   년            월           일    까지   납부

거래은행
□ 경남 540-07-0174998 □ 국민 661-01-0514-551 □ 농협 1168-01-075861

□ KEB 하나 038-13-44809-1 □ 신한 100-014-657050 예금주: 울산대학교

□ 분할납부

□ 자동이체
(CMS)

약정금액 매월                                                  원 (￦                                              )

기부기간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총          회)

이체일 □ 15일     □ 25일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CMS는 울산대학교가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출금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은행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송금 수수료가 없습니다.

□ 급여공제

약정금액 매월                                                  원 (￦                                             )

기부기간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총          회)

이체일 15일 울산대학교 교직원만 해당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이용목적

가 기부영수증 발급, 후원자 서비스(예우프로그램의 시행, 뉴스레터 발송 등) 제공목적
나. 후원자 초청행사 등 기타 특별 서비스 제공시 본인확인, 공지사항 전달등의 목적
다. 발전기금 출금(CMS 등)의 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자택·직장·휴대폰), 이메일, 약정금액, 기부용도, 납부기간, 납부방법

선택 위 필수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본인 요청 시 삭제. 단,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전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와 기부금 결제정보 보관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불이익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
며, 동의거부 시에는 세액공제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후원자 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울산대학교 대외협력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4조 2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 기부정보 공개여부       ※ 기부사실 공개를 원하지 않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기부정보 공개여부 □ 기부(약정)자 명단(홈페이지/책자 등)      □ 교내기사(홈페이지/책자 등)      □ 언론보도     □ 대학 내부 회의

■ 문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Tel. (02)3010-4212 
Fax. (02)3010-4240 
Mail : pmk225@ulsan.ac.kr

위의 내용과 같이 울산대학교 발전기금모금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부(약정)자:                             (인)

울산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발전기금 참여

・별첨1 「울산대학교 발전기금 기탁(약정)서」 작성후 우편 또는 Fax로 전달 가능합니다. 

・무통장 입금 : 금융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 가능합니다. (약정서 안내 참조)

・자 동 이 체 : 은행에 가지 않고 지정한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 기부 가능합니다. 

발전기금 용도

(약정서에 선택 표시)

・의과대학 장     학     금 : 의과대학 학생들의 장학금 용도로 사용됩니다. 

・의과대학 위             임 : 의과대학 관련 기타발전기금 용도로 사용됩니다. 

・의과대학 연구목적기금 : 연구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사용됩니다. 

[ 대학발전기금(법정기부)세제혜택 ]

■ 세제혜택 과정

기부금 납부 영수증 수취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 발전기금 기부에 따른 세제혜택

개인기부(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 공제방법 :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3,000만원 이하 : 연간 기부금의 15%

· 3,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 3,000만원 초과분의 25%

예)  10 만원 기부 : 10 만원 × 15% = 1만 5천원 

100 만원 기부 : 100 만원 × 15% = 15만원 

4,000 만원 기부 : 3,000 만원 × 15% + 1,000만원 × 25% = 475 만원

- 관련법 : 소득세법 제 34조, 소득세법 제 59조의 4

법인(주식회사, 법인단체) 

- 공제방법 : 손금인정(비용처리)

- 손금산입한도 : (연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액) × 50%

- 관련법 : 법인세법 제24조

울산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한 의과대학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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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욱

코로나로 힘든 한해였지만, 일상의 삶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

을 알게 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잠시 잊었던 평범한 

일상을 즐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유삼 

코로나로 힘들었던 1년이었습니다. 마스크 없는 홍보위 회의가 

열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허진원

창간 1주년이 얼마 전 같았는데 벌써 7주년이 되었네요. 앞으로

도 계속 발전하는 소식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강현

최근 코로나로 인해 다소 단절된 소통 속에서 다양한 학년의 근

황을 비롯한 교내의 크고 작은 소식들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김경훈

5년간 학생기자단 일원으로 활동하며 곧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

니다. 우리 의대 학생들을 대표해 학교의 소식을 전하는 다양한 

글을 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김상영

우리 의대의 목소리가 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남은 임기 부

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영

5년간 학생기자로서 함께한 우리 의대 소식지에 재미난 소식들

을 전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모습을 전

달하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얘기를 많이 들려줄 수 있는 소식지

가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재환

제가 적은 글들로 학교 홍보에 기여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들을 쌓을 수 있어 행복했고, 앞으로도 

즐겁고 유익한 학생코너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해성

여러모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기자단에서 활동하며 학생 개

인으로서 느낀 많은 점들을 스스로 정리해보며, 성숙해질 기회

를 얻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깊이 고민하며 글 

쓰는 학생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호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었고, 휴학을 

하기도 했었던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학생기자로서 글을 쓸 기

회가 있어 잠깐이나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

니다. 

▲정희정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학교 내외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

들을 지켜보며 학생 기자로서 가져야할 책임감과 마음가짐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1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고 적극

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조민성

학생기자단 활동을 하며 선배들, 동기들과 후배들의 다양한 면

모를 접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조민재

코로나로 인해 학생기자단과 담당 교수님들의 만남이 사라져서 

매우 아쉬운 년도인 것 같습니다. 학생기자로서 이런 시기에 좋

은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했지만, 뜻한 대로 하지 못한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최원준(의과대학 기획총무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홍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

원님들, 교학행정국 직원분들 그리고 학생기자단 학생들의 도

움으로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대 

소식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신 기자 

굴곡 없는 역사는 없고, 항상 기록되어져야 하며, 이런 부분들을 

소식지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7년. 앞으로도 우

리 의대 역사가 잘 기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대소식

◀ 22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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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소개

소개글

의대에서는 모든 교원들에게 연구 윤리 관련 사항을 각 주제별

로 3~4회에 걸쳐서 소개합니다.

위/변조의 정의

•위조(데이터 조작)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

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데이터 조작)

－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

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연구윤리 진설성 조사 절차

•연구 윤리 위반 제보 접수

• 울산대학교 연구윤리 예비조사 위원회 구성 및 조사: 본조사 

필요성 검토

• 울산대학교 연구윤리 본조사 위원회 구성 및 조사: 연구윤리 

위반 여부 및 심각성 검토

• 울산대학교 연구윤리 진실성 위원회: 연구윤리 위반 여부 및 

심각성 검토

•울산대학교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징계 여부 및 양형 결정

후속 조치

•대학 및 소속 파견 병원 징계위원회 회부, 징계 조치

•제보자에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최종 결과 통보

• 논문이 게재된 저널 편집자에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최종 

결과 통보 서한 발송

• 연구비 지원 기관(연구재단 등)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최

종 결과 통보

•교육부에 징계 조치 통보

•내부 연구비 반납 요청

•해당 연구윤리위반 논문 게재 장려금 반납 요청

•기관 내 사례 회람

위조 및 변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검증 절차

①  제보접수: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Tel. 052-259-1893, jor5330@ulsan.ac.kr) 

의과대학 연구부학장(산학협력단 부단장)/연구의학과장/대학원의학과장

②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구체

적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함.(실명 제보가 원칙이나 제보자의 신원 노출은 최대한 보호함)

③ 검증절차

－ 예비조사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산학협력단)

－ 예비조사 결과승인 :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및 승인(연구진실성위원회)

－ 본조사 :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 착수(조사위원회)

－ 본조사 결과 승인 :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 및 승인(연구진실성위원회)

－ 최종보고서 조사결과 통보(연구진실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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