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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15년 9월 10일 ~ 11월 15일)

•순서는 기부(약정)일자 기준임고려대학교 의료원 의학발전기금 기부

약정일 기부자 구분 약정액

15.09.10 고려대학교 교우회 장학기금 4,000,000

15.09.22 임순광 이비인후과학교실 5,000,000

15.09.23 나홍식 이비인후과학교실 1,000,000

15.10.01 이순영 이비인후과학교실 3,000,000

15.10.12 김동식 외과학교실 600,000

15.10.17 남연우 이비인후과학교실 5,000,000

15.10.19 우수경 이비인후과학교실 2,000,000

15.10.29 이지연 소아청소년과학교실 240,000

15.10.30 김규호 소아청소년과학교실 2,400,000

15.10.30 김상희 소아청소년과학교실 2,400,000

15.11.04 박지희 소아청소년과학교실 10,000,000

15.11.05 최윤정 소아청소년과학교실 7,200,000

약정일 기부자 구분 약정액

15.11.05 윤재균 소아청소년과학교실 1,440,000

15.11.05 김미경 소아청소년과학교실 240,000

15.11.06 김영국 소아청소년과학교실 1,200,000

15.11.06 박세근 소아청소년과학교실 960,000

15.11.06 송동호 소아청소년과학교실 6,000,000

15.11.06 신영규 소아청소년과학교실 6,000,000

15.11.06 양혜정 소아청소년과학교실 2,400,000

15.11.06 이종덕 소아청소년과학교실 2,400,000

15.11.06 피대훈 소아청소년과학교실 6,000,000

15.11.09 한재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24,000,000

15.11.11 김경범 소아청소년과학교실 1,200,000

15.11.12 차경호 발전기금(학부모) 5,000,000

15.11.15 김진태 소아청소년과학교실 480,00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김효명)은 시대와 민족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며 나아갈 길을 제시해온 자랑스러운 학교의 역사

를 되짚어보고 면면이 이어져 오는 고대의대만의 전통을 기리

기 위한 ‘호의역사실’을 개소하면서 개소식과 이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10월27일(화) 오후 3시 30분 의과대학 제1의학

관 2층 호의역사실과 유광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차몽기 고려대 의과대학 교우회장, 이정구 고려대 교수

의회 의장, 이남호 고려대 교육부총장, 고려대 이재훈 문과대

학장, 고형진 사범대학장, 김인환 보건과학대학장, 한금선 간

호대학장, 박진우 공과대학장, 이관영 KU-KIST 융합대학원

장, 심재철 언론대학원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고려대학교는 교육구국의 건학이념으로 조국의 독립과 민주

화 등 민족의 전환점마다 시대와 호흡하며 역사의 변화를 선

도해왔다. 그런 역사가 ‘민족고대’라는 이름을 낳았다. 고려대

학교 의과대학의 시작도 다르지 않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여성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각자들의 노력과 순수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의학 교육기관으로 모성보호와 민족

생존을 위해 필요한 여의사를 키워달라는 절실한 시대의 요구

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했다.

또한, 산업화시대에는 의료소외지역이었던 구로공단, 반월

공단, 여주농공단지에 병원을 차례로 건립하면서 힘없고 소외

된 계층에 다가가 인술을 나누며 겨레의 아픔을 치유해 왔다.

민족에 의해서, 민족을 위해 설립된 ‘민족 고대의대’, 소외된 

계층에 다가가 의술을 통해 사랑을 나누려하는 ‘박애 고대의

대’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고대의대의 긍지와 자부심을 나누기 

위해 ‘호의역사실’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김효명 의과대학장은 개회사에서 “자유·정의·진리 안에서 

싹튼 박애 고대의대의 정신을 불씨로 하여, 이제 고려대학교

의 미래를 짊어지고 세계 속의 의과대학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힘찬 격려와 응원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화기 의료상황과 여자의사 

양성의 역사>에 대해 고대의대 생리학교실 한희철 교수가 발

표했으며, <조선여자의학강습소와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에 

대해 고대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이헌정 교수가 발표를 이어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대의대 초기역사와 그 가치>에 대한 

패널토론이 있었다. 고대의대를 졸업한 김철중 조선일보 논설

위원의 진행으로 한희철 교수, 이헌정 교수, 여인석 교수(연세

대 의사학과), 박정희 작가(닥터 로제타홀 평전 저자)가 참여

해 열기를 더 했으며, 토론을 지켜본 차몽기 의과대학 교우회

장과 김영훈 안암병원장은“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고대의대의 

역사를 학생들이 정규교과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

다”는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호의역사실 개소

의학발전기금 안내

•목적
    - 고려대 의과대학의 발전(교육, 시설, 연구, 장학 분야)

•기부분야
    - 일반기금: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의료원에 일임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사용)
    - 장학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과대학 재학생 등록금 지원
    - 지정기금: 의과대학 소속 기초교실 및 연구기관 지원

•문의처
    - 의료원 대외협력팀 기부금운영파트
    - TEL: 02-920-5907/6202 / FAX: 02-920-6200
    - 이메일: donation@kumc.or.kr
    - 홈페이지: www.kumc.or.kr/donation
    - 주소: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고려대학교병원 F층 대외협력팀

   ※ 의학발전기금 계좌안내:
       하나은행 576-910001-04104(예금주: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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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5일,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Career Fair’

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병원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연사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 강연하고 질의응답을 함으로써, 진

로를 고민하고 있는 젊은 의료인들과 의학도들이 다양한 진로

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축사를 해 주신 안암병원 김영훈 병원장님은, 고려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와 같은 경력 컨설팅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부는 연사들의 짧지만 알찬 강연으로 구성되었다. 행사 진행

을 맡은 송혜선 커리어 개발 컨설턴트의 opening talk에 이어, 

Company•Public Health•CEO•언론/법조계에 종사하고 

있는 강연자들이 본인의 경력과 해당 분야에 대한 소개, 이 분

야를 선택하게 된 동기, 본인이 생각하는 해당 분야의 장단점과 

필요한 자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Company 파

트에서는 넓은 시야와 다양한 교류, Public health 파트에서는 

추진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CEO 파트에서는 도전 정신과 새

로운 것에 대한 열망, 언론/법조계에서는 다양한 관심사와 호

기심을 각각 필요한 자질로 손꼽았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연사들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스스로 제일 중요시하는 

가치에 따라 진로를 설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

였다. 박경호(의학10) 학우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요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으며, 각 연사들의 강연 시간

이 짧아 지루하지 않게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2부에서는 개별 부스 컨설팅을 통해 연사들과 참가자들의 좀 

더 밀도 있는 만남이 이루어졌다. 각 부스에서 참가자들은 해당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 과정, 근무 환경,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질문하고 연사들의 답변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실질적

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Public health 부스에 참여한 임우

택(의전14) 학우는 “질문 세션을 통해 실무자 분께 솔직한 답변

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고, 나의 진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뒤이어 진행된 3부에서는, 중국 

레스토랑 ‘더 씨’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친밀도를 높이고 화합의 

장을 이루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나날이 그 속도를 더해 가는 의학의 사회화에 따라, 의사의 손

길을 필요로 하는 병원 외 분야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 의학도로서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보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의학계의 발전,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번 Career Fair는 의학도들의 이러한 활동에 

길잡이 역할을 해 주는 의미 깊은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이와 

같은 경력 컨설팅이 앞으로도 지속되어, 더 많은 의학도•의료

인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글. 호의령 최영은 기자

사진. 호의령 편집실

Career Fair 축사, 김영훈 안암병원장

강연 프로그램 일정표

2부 행사, 개별 부스에서 진행

3부 행사, 화합의 장

다양한 의사의 길

Career Fair

2016-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16-1학기

의대 교내ㆍ외 장학금 신청 안내

의과대학 공용연구공간,
리노베이션으로 공간 확대
신청 받아 매년 1년 단위로 배정하기로 해

신청 대상

국가장학금, 교내외 장학금 수혜 희망 인원(학부생)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교내외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 됨.

2016-1학기 의대 교내ㆍ외 장학금 신청을 오는 1월 6일(수) 09시 ~ 1월 8일(금) 

16시까지 학사지원부에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은 15일 소인까지 인정)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인원 중 학부생은 먼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기한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고 의전원생은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없이 교내•외 장학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장학금 신청은 의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장학금 신청서에 표와 같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 출   서 류 부  수 비  고

1 지방세세목별(비)과세 증명서 부모 각 1부

2
소득금액증명원

or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모 각 1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 증명서 첨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

앞면 사본으로 대체 가능

5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1부 해당자만

6 본인 성적증명서 1부 2015-1학기 성적 기재

7 형제/자매 재학증명서 1부 해당자만

이번 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인원들은 1월 말 ~ 2월 초 개별적으로 선정사실이 

통보되며, 면학장학금은 2학기 등록금에 사전 감면되고 기타 장학금은 3~4월 중에 

학적부에 기록된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4월 중 예정된 장학증서 지급식에 불참 

시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의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학사지원부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학생담당 02-2286-1122)

의과대학에서는 대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공용연구공간을 본관6층에 

운영해 왔다. 최근 제1의학관 리노베이션이 마무리 되어 공용공간이 확대됐다. 

이에 의과대학 공용연구 공간 배정 내규와 관리 세칙에 따라 배정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공용연구공간의 배정은 매년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정기위원회에서 배정되며, 추가로 대형과제의 수주에 따라 신청 및 배정은 

수시위원회에서 배정할 수 있다. 이번에는 수시사용신청을 받아 공용연구 

공간의 수요를 파악하여 배정 중에 있다.

참고: 공동연구공간은 본관 6층 (전체 40평), 제1의학관 5층 (전체 67평)이며, 

신청방법은 사용신청서 작성 후 의과학연구지원센터(구내 1322, 김석)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대형과제 연구 수주자이며, 1년간 사용료 납부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다.

신청 기간

2015년 11월 24일(화) 9시 ~ 12월 16일(수) 18시

※ 2016-1학기부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불가 함.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신청 (http://www.kosaf.go.kr)

유의 사항

가. 면학장학금 신청은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대체합니다.

나. 국가장학금은 매학기 신청해야 합니다.

다. 국가장학금은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PROGRAM

분 야 성 명 소 속

Opening 송혜선 커리어 개발 컨설런트

Company

김진용 존슨앤존슨 (소화기내과 전문의)

장난희 다케다 제약 (산부인과 전문의)

이창희 (주)녹십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Public Health
양태인 질병관리본부 책임연구원 (감염내과 전문의)

정제혁 보건복지부 사무관 (내과 전문의)

Entrepreneur

CEO & 

Consultant

류정원 힙세리온 대표 (의사)

최종성 녹십자셀 부사장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서영진 Bain&Company 컨설턴트 (내분비내과 전문의)

언론 / 법조계
이지윤 변호가 (의료분쟁 조정중재원 / 의사)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영상의학과 전문의)

12·1월 학사일정

12

3일(목) 생각의 향기

9일(수) ~ 11일(금) 재입학신청

14일(월) ~ 18일(금) 의학과 3: 임상의학종합Ⅱ

14일(월) ~ 18일(금) 제2학기 기말고사

23일(수) 기초의학종합평가

21일(월) ~ 22일(화) 의학과 3 : 2학기 임상종합이론평가

14일(월) ~ 15일(화) 의학과 2 :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25일(금) 성탄절

1
(2016)

7일(목) ~ 8일(금)
의학과 4 :

제80회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25일(월) 의학과 3 : 화이코트 세리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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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5월 초 의과대학은 ‘세계 100대 의대 진입 추진’ 목표로 5개 TFT가 출범했다. 그 중 하나인 호의역사 
TFT는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자랑스런 초기역사를 정립해서 널리 
알리고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먼저 초기 역사를 정리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역사실을 만들고 호의역사 심포지엄을 여는 것을 단기 계획으로 삼고 진행했다.

사진제공 : 오송 첨복단지

호의역사실 준비 뒷이야기와

호의역사실 돌아보기

03

글. 재활의학교실 김동휘 교수 (호의역사 TFT 위원장, 안산부학장)

과정 및 진행 소감

기초교실과 각 병원의 11명의 교수들(강성구, 구자설, 김동

휘, 김선미, 김신곤, 박성환, 박종웅, 송대진, 이민구, 이화, 이

헌정)이 2015년 5월 6일 호의역사 TFT 킥오프 모임을 시작하

였고, 이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며 각 위원들이 가

진 고대의대 초기역사에 관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정리 하였다. 

특히 2015년 5월 27일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헌정 교수,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 정태헌 교수, 연세대학교 의

과대학 의사학과 여인석 교수를 모시고 ‘고대의대 초기역사 어

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로 호의역사 TFT 워크숍을 열었다. 

호의역사실을 위해 타 의과대학의 역사전시실을 벤치마킹하

고, 각 위원들이 고대의대 초기역사부터 현재까지 시대별, 인

물별로 나누어 발표했다. 약 한 달간 집중적으로 호의역사실과 

호의역사 동영상을 제작하여 2015년 10월 27일 드디어 호의

역사실의 문을 열게 되었다. 특히 고대의대에 첫 씨앗을 뿌린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의 150주년 탄생에 즈음하여 호의역사

실을 개소하고 호의역사 심포지엄을 열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역사실 구성 소개 및 의미

호의역사실 입구

 호의역사실은 고대의대의 정신을 함축해 놓은 곳이다. 유광

사홀 입구에서 우측을 바라보면 호의역사실을 나타내는 푯말

과 벽에 새겨진 ‘Heritage Hall 호의역사실’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호의역사실 입구를 들어서면 마주 보이는 벽면에 새

겨진 두 단어, ‘민족과 박애’는 고대의대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상징하고 있다. 고대의대의 시작은 ‘모성보호’

와 ‘민족생존’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여의사를 키워 달라는 백

성의 요구에 대한 시대적 응답이었다.

호의역사실에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다섯 분의 사진

이 있다. 로제타 홀 여사, 김탁원 선생과 길정희 여사, 그리고 

김종익 선생과 박춘자 여사. 이분들은 지금의 고대의대가 있게 

한 선구자들이다. 여의사 양성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침묵하지 

않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섬겼던 로제타 홀 여사, 김탁원 선생

과 길정희 여사에 의해 1928년 세워진 조선(경성)의 학강습소

는 고대의대의 모태가 되었다. 우석 김종익 선생의 유언과 남편

의 유지를 받들어 여자의학전문학교를 완성시킨 미망인 박춘

자 여사의 노력으로 1938년 5월 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여자의자의학전문학교가 개교하였다. 로제타 홀 

여사와 김탁원 선생과 길정희 여사의 박애정신, 김종익 선생과 

박춘자 여사의 헌신은 고대의대의 거대한 뿌리가 되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시대별 변천사

계속 오른쪽을 돌면서 나타나는 6장의 판넬에는 민족의 요구

에 의해 시작된 고대의대의 변천 과정이 한눈에 들어온다. 조선

(경성)여자의학강습소,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서울여자의과

대학, 수도의과대학, 우석대학교 의과대학을 거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재탄생한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는 고대의대의 초기 정신 ‘민족과 박애’의 정신이 고려대학교 의

과대학이 된 후 구로공단에 세워진 구로병원과 반월공단에 세

워진 안산병원, 그리고 여주농공단지에 세워졌던 여주병원을 

통해 열매를 맺고 이제는 민족을 품고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고

대의대를 확인할 수 있다.

호의역사실 내부

‘민족과 박애’가 새겨진 벽을 지나면 ‘민족 고대의대’, ‘박애 고

대의대’가 새겨진 벽이 나타나고, 앉아 쉬면서 민족고대와 고대

의대가 지금까지 지나온 발자취를 한 컷 한 컷의 사진을 통해 

느낄 수 있다. 호의역사실 중앙에 있는 TV에서는 ‘민족과 박애’ 

고대의대의 발자취가 한편의 동영상을 통해 쉼 없이 울려 퍼지

고 있다. 현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고대의대 선구자들의 정

신, ‘민족과 박애’를 오늘도 민족과 세계에 실현하기를 격려하

듯 우리의 마음과 귀에 외치고 있다.

10월27일 개소식 및 심포지엄 성료에 대한 소감

호의역사실 개소식과 “민족과 박애, 고대의대의 거대한 뿌리”

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로제타 홀 탄생 150주년 기념 심포지

엄은 고대의대 초기역사의 여러 논란을 뒤로 하고 우리의 아름

답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자리였다. 무엇

보다 고대의대의 초기 선구자들이 남겨준 고대의대의 정신, 

‘민족과 박애’의 정신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현재 위치

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

이었다.

향후계획

호의역사실과 심포지엄은 이제 시작이다. 현재의 호의역사실

은 타 대학에 비하면 다소 작은공간에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

에 녹아 있는 고대의대의 정신은 그 공간을 넘어 고대의대 구성

원들의 가슴 가슴에 흘러갈 것이다. 향후 중장기 계획 중 하나

인 호의역사 박물관을 통해 지금까지 기증받았던 물품과 향후 

선배님들이 기증해 주실 귀한 물품을 전시하려고 한다. 매년 호

의역사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고대의대 

역사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또한 고대의

대의 선구자들, 로제타 홀 여사, 김탁원 선생과 길정희 여사, 김

종익 선생과 박춘자 여사의 아름다운 삶을 기억할 뿐 아니라 후

학들이 따라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2015학년도 하반기 학부모회 정기총회 개최

    의학발전기금 2천 2백 만 원 전달
고려대 의과대학

(학장 김효명)은 11

월25일(수) 오후 4

시 의대 본관 유광

사홀에서 ‘2015학년

도 하반기 학부모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의예과 1학년 학부모회(1천2백만 원)와 

의예과 1학년에 자녀를 둔 이주형 학부모가 (1천만 원) 의학발전기금

을 김효명 학장에게 전달했다. 박건우 교무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는 쌀쌀하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130명의 학부모가 참

석해 고대의대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에는 특별히 학생들에

게도 인기가 좋은 생리학교실 나흥식 교수의 ‘이기적인 유전자 협동

하는 뇌’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김효명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생 학부모회 정기총회라고 하

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의과대학만의 특성을 생각하면 

필요하다고 본다”며 “매년 1·2학기 두 번 학부모님들 모시고 이 자

리에 서려면 학생에 대한 생각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매

번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학교 발전에 관한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과 조언도 당부했다.

   제8회 2015 의학과 인문학 심포지엄: 미래의학

고려대 의과대학 의인문학교실(주임교수 정지태)은 의학의 미래 

모습과 미래의학을 위한 준비를 하고자 올해로 여덟 번째 심포지엄

을 의대 문숙의학관 원형강의실에서 11월12일(목) 2시에 열었다. 이

번 심포지엄에서는 한민족의 건강한 생활과 더 나아가 인류의 건강

한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류의 미래가 원하는 의학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검토했다. ‘미래의학의 모습’과 ‘미래의학을 위한 준비’란 세

부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한 한 조교는 “의료현장

에는 IT가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제3의 물결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을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간격은 점차 벌어지게 될 것”이

라며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맞이할 미래의학과 연결점이 되어 의

학, 의술,의료에 필요한 역량과 덕목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

졌다”고 말했다.

   2015 KU HT·BT Research Festival:

    Future Health Technology
     고려대의료원, 미래 보건의료산업의 선도를 위한 리서치 페스티벌 성료
     생명과학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간호대학, 보건학대학, 의과대학 함께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우경)은 ‘2015 KU·BT 

Research Festival:Future Health Technology’를 11월3일(화) 오

후 1시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개최했다. 올해 다섯 번째를 맞

는 이번 행사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간호

대학, 보건과학대학 및 의과대학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BT(Bio 

Technology)와 HT(Health Technology) 분야에서 소통과 네트워

킹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고려대학교의 핵심추진 사

업인 융복합 연구를 통한 의료산업화 프로젝트 ‘KU-MAGIC’의 4가

지 핵심 테마 ‘바이러스 및 감염병’, ‘스마트 에이징’, ‘미래형 의료기

기’, ‘맞춤형 의료’로 세션을 구성해 일관성 있는 바이오메디컬 연구

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특강에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경 

이사장이 ‘HT와 BT의 융합‘ 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post-IT시

대의 아이콘인 의료산업화는 자연과학 뿐 아니라 인문사회학을 포

함한 다양한 학문의 융복합이 필요하다”며 학제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김준 생명과학단장은 ‘2016년도 기초

연구 개발을 위한 한국연구재단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연구재단 과

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과 절차를 소개하며 연구역량이 

우수한 고려대학교 연구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융합이란 무엇인

가’ 그리고 ‘융합연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팁’을 제시한 두 

특강은 향후 학제간 융합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 많은 참석자들로

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의학과 2학년 최영은,

    대한예방의학회 제3회 학생학술상 금상 수상

제67차 대한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고대의대 의학과 2학

년에 재학 중인 최영은 학생이 제3회 학생학술상 최고상인 금상(상

금 150만원)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메르스 유행의 교훈과 한

국 보건의료의 과제”를 주제로 10월21일부터 23일까지 더 케이 경

주 호텔에서 진행됐으며, 18개 심포지엄과 9개의 구연 세션 및 포스

터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대한예방의학회에서는 의과대학 및 의학

전문대학원 보건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예방의학 연구 활

동을 고취시키고자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교과서 기금을 활용, 

학술연구상을 제정해 지난 2013년부터 시상을 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의학교육센터” 개소

고려대 의과대학(학장 김효명)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잘 적응하

고 의료계와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월 16일(금) 오후 5시 

30분 의과대학 본관 2층 의학교육센터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고대의대는 교육 및 연구 분야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왔

으며, 교육 특성에 따라 전문화된 센터 및 교실을 운영해왔다. 하지

만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미약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

회와 구성원들의 요구에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학교육의 일

관성, 지속성, 유기성을 갖추기 위해 기존 조직들을 통합하여 ‘의학

교육센터’로 개편하게 되었다. 이날 개소한 의학교육센터는 의과대

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학교육을 변화시키는 외부적 요인에 능

동적으로 반응하고 지속적인 의학교육 개선과 향상을 위한 교육정

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개소에 이르기까지 열심

히 준비한 교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제1의학관 리모델링 완공 기념식

    흩어져 있고 열악했던 실험 연구 공간 새롭게 마련
고려대 의과대학(학장 김효명)은 그동안 제1의학관 4,5층에 흩어

져 있고 열악했던 실험 연구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해 10월16일

(금) 오후 6시 의대 제1의학관 광장에서 테이프 커팅식 및 가든 파티

를 가졌다. 이번 리모텔링 사업은 총 871평(2,880 ㎡)으로 지난 3월

부터 시작해 7개월간 진행됐으며, 4층 3개 기초교실(기생충학교실, 

법의학교실, 병리학교실), 5층에 4개 교실(의학통계학교실, 의인문

학교실, 의공학교실, 뇌신경과학교실)이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김효명 학장은 “이번 제1의학관 리모델링으로 보다 나은 학습 환경

과 특성화된 연구 인프라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학습과 

연구에 최적의 환경을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리모델링과 관련해 힘써 준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의과대학은 이번 리모델링을 계기로 내년에도 제1의학관 상부층 공

사와 노후된 동물실험실 철거 및 개축, 130석 이상 계단형 강의실 및 

대형과제 연구 공간, 예비공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高大의대·교우회, 의대·의전원 학생 장학금 전달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 수혜금액·대상자 2배 이상 증가

고려대 의과대학(학장 김효명)과 고려대 의과대학 교우회(회장 차

몽기)는 지난 10월5일(월) 오후 7시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2015학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

효명 의과대학장, 차몽기 교우회장, 김정묵 교우회 명예회장, 김인선 

여자교우회장을 비롯한 16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

다. 지급된 장학금은 총 5억여 원으로 △근현 장학금(1명) △38회 장

학금(2명) △학부모회 장학금(3명) △화이자 장학금(1명) △기탁 장

학금(12명) △특대생 장학금 (1명) △성적 장학금(85명) △면학 장학

금(21명) △단대특별장학금(6명) 이상 의대장학금 △교우회 장학금

(19명) 으로 구성되었다. 총 152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1학

기 대비(총 72명, 2억 원) 두 배 이상의 수치이다. 김효명 학장은 “고

려대학교 의대·의전원의 장학금 수혜비율은 35%를 웃돈다”며 “우

수인재를 위한 학교·교우회의 지원으로 학생들이 인술의 실천과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확신 한다”고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차몽기 교우회장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

기 위해 힘쓰겠다”며 모교와 후배에 대한 사랑을 전했다.

   “극지 연구원들의 건강 주치의에서 극지의학 연구까지”
      아라온호 선상, 제2회 대한 극지의학회 학술대회 개최
      일반인 대상 극지의학·연구 문답시간 가져

대한극지의학회(회

장 병리학교실 김한겸 

교수)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극지연구’의 첨

병인 쇄빙연구선 아라

온호 선상에서 10월17

일(토) ‘제2회 대한극지의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극지의학은 극지 및 쇄빙선상에서 연구대원들의 의료적 문제를 해

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시스템 기획 및 극지 탐사·생물연구·

의학연구 등을 포괄하는 의학의 영역이다. 이번 학술대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쇄빙연구선 의료’를 주제로 쇄빙연구선 연구활동을 비

롯한 의료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과 맘모스’, ‘결빙방지물질’, ‘남극 바이러스’ 등 극지 의학 관련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비전공자의 

눈높이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Q&A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일반인들

에게도 극지연구·의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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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오송 첨복단지

캠퍼스
라이프

의예과2. 정은정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호의역사실 개소식’이 있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에 고대의대 역사를 알리는 작은 박물관이 탄생한 것

이다. 한 번은 그 근처를 지나다 무슨 공사인지 궁금해서 알아보니 고려

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역사실을 만든다고 했다. 내가 

우리 학교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예전에 캠퍼스가 명륜동에 있다가 

현재의 안암동으로 이사했다는 것뿐이었다. 이조차도 멘토링 교수님께

서 당신이 학부생이던 시절 대학로로 통학했다고 말씀하셔서 알게 됐

다. 하지만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호의역사실은 그런 

내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를 알려줄 곳 같았다. 그래서 역사실

이 완공되면 한 번 가봐야지 했었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

다. 완공 후 며칠 동안 호의역사실의 외관만 보다가 드디어 역사실을 방

문했다. 크림슨색과 검은색의 조화가 세련된 분위기를 조성했고 내부 

배치는 박물관처럼 깔끔해서,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호의역사실을 한 바퀴 둘러보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

리지 않았다. 먼저 역사실에 들어서면 “민족과 박애”라는 글자가 눈에 

쏙 들어온다. ‘민족에 의해서, 민족을 위하여 설립되어 소외된 계층에 다

가가 의술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정

신을 알 수 있다. 또한, 평소에 구로병원과 안산병원이 그 위치에 자리 

잡은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그것은 ‘산업화시대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의료소외지역, 의술의 손길이 가장 필요했던 구로공단, 반월공단(안산), 

여주농공단지에 병원을 열었기 때문’이었다. 가끔 구로병원과 안산병원

을 방문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먼 곳에 있어 가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불평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여섯 개의 판넬에 고려대학교와 의과대

학의 시대 흐름에 따른 역사적 변천사를 사진과 함께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모태가 조선여자의학강습

소였다는 사실과 국내 최초 법의학 연구소 설립, 세계 최초 한탄바이러

스 발견 및 백신 개발 등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나

는 우리학교의 전신이 우석대학교 의과대학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경

성여자의학전문학교, 서울여자의과대학, 수도의과대학을 거쳐 우석대

학교 의과대학이 됐다가 재정적 압박으로 사라지고, 그 정신을 고려대

학교 의과대학이 이어 받았다는 사실은 몰랐었다. 또한 고려대학교가 

우리 민족의 손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근대적 고등 교육 기관이고, 고대

의대는 설립 당시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민

족 자본으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

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호의역사실이 없었더라면 아마 평생 모르고 지

나갔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호의역사실을 나오면서, 나는 고려대학교 의

과대학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자랑스런 역사를 가지고 있

다는 것과 그 역사와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곳에서 공부

한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정

신에 걸맞은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호의역사실을 가다

동아리
소개

의학과1. 윤현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스키부 동아리는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 

스키동아리에서도 손꼽힐 만큼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아리이다. 

안산병원 이비인후과 권순영 교수님의 지도아래 많은 부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활발히 활동하는 동아리로 겨울에 함께 합숙을 진행하기 때문

에 다수보다는 한 학번 당 5명 정도의 소수정예로 끈끈한 유대를 쌓는 

것을 추구한다. 스키부의 활동은 크게 학기 중과 방학으로 나뉜다. 학기 

중에는 매주 월요일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한 뒤 술을 마시며 서로와 친해

지는 시간을 가진다. 네 학번이 다 같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선후배사이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가장 가까운 멘토가 돼있는 것

을 느낀다. 여름방학에는 고대의대 스키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세미

나를 하게 된다. 어려운 재미없는 세미나가 아니라 전문지식이 별로 없

는 예과1학년부터도 참여해 스키와 의학에 관한 지식을 서로 알려주고 

방학이 끝날 때쯤 간단하게 발표를 하고 마무리한다. 겨울방학에는 우

리 스키부의 자랑인 합숙을 진행하게 되는데 한 달 동안 매주 월-목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스키를 배운 뒤 금요일 아침에 귀가하고 다시 월요

일 아침에 스키장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스키부에 들어올 때 

한 번도 스키를 타보지 않아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키부에 신

입생으로 들어올 때는 대부분 스키가 처음인 학생들이다. 하지만 선배

들의 섬세한 가르침 하에 합숙이 거듭될수록 실력이 늘어 후배를 가르

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합숙이 끝나고 나면 같은 공간에

서 한 달 동안 생활한 만큼 가족 같은 동아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스키부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선배들의 관심과 사랑이다. 우

리는 신입생환영회와 송년회를 강남의 고깃집에서 진행하는 유일한 동

아리이다. 일 년에 2회 지도교수님부터 레지던트까지 여러 층의 선배들

과 함께 고기를 먹으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

게 된다. 흔히 “스키는 어렵다, 합숙은 힘들다, 세미나는 지루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스키부에 들어와서 재밌는 스

키, 즐거운 합숙, 유익한 세미나를 즐겨보시길 바란다.

스키부

교육
칼럼

재활의학교실

강윤규 교수(안암병원)

【붉음】 붉은 단풍이 화려한 가을에서 겨울까지 수학능력시험과 대학입학

시험의 계절입니다. 수험생은 ‘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원서를 제출할까

요?’ 가장 쉬운 답은 ‘성적에 맞추어서’ 입니다. 재학생들은 고려대학교 의과

대학에서 제공하는 ‘우리만의 자양분’을 받아서 ‘크림슨색을 지닌 인재’로 성

장하고 있을까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직원은 학생에게 ‘우리만의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

리만의 것이라고 할 자신이 없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수반하는 자성의 시

간이 필요합니다. 순위에 따른 간판을 선택하기에 앞서 자신의 가치관에 맞

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되면 철

저히 우리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비하여야 합

니다. 진정한 우리만의 색을 빚어내기 위해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 인생은 부모님께서 주신 영혼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과정입니

다. 교육은 사람의 영혼을 가르치고 키워서 성숙한 시민을 사회에 공급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시기에 맞추어 적절한 내용을 제공하여 자신을 다스리

며 세상을 살아가도록 생명력에 힘을 더하여 줍니다. 대학교는 인생의 황금

기를 지내며 밟아 가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차가운 지식과 건조한 기술을 

가진 시민을 배출할지? 또는 따뜻한 가슴과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시민을 양성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

인가에 앞서 ‘무엇을’ ‘왜’ 가르치는가에 더 무게를 두었으면 합니다.

【安醫健民】 우리에게는 110년 전통의 위대한 고려대학교의 건학이념 교

육구국(敎育救國)과 교훈 자유(自由)·정의(正義)·진리(眞理)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정신 속에서 우리 의과대학 사람은 스스로 ‘자율’로 행하며, 바르

고 ‘정직’하고, 진심을 다하는 ‘진실’한 ‘멋진 학생’이며, 자유·정의·진리를 

평생 추구하는 ‘좋은 의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자는 의과대학만의 교육

정신으로 건학이념인 ‘교육구국’에 맞추어 ‘안의건민(安醫健民)’을 생각합니다.

안(安, safety=comfort of life)은 환자의 안전과 편안을 생각하면서 냉철

한 술기를 지닌 인간미가 넘치는 따뜻한 의사의 길을 준비합니다. 모든 시설

의 운영과 행정 역시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향합니다.의(醫, medicine = 

science of life)는 의학->의술->의료로 이어져 학습으로 쌓은 지식을 인류

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고귀한 학문의 영역입니다.

건(健, health=integrity of life)은 1948년에 WHO가 선언한 “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에 기초합니다. 민(民, citizen=owner 

of life)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물론 국경과 인종에 관계없이 지구상의 모든 

세계시민을 향한 붉은 마음입니다. ‘고대의대’는 건강을 책임지는 의학의 교

육·연구·진료·봉사기관으로 당당하게 설 것이며, ‘고대의대인’은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眞善美】 물이 중력의 힘에 이끌려 흐르듯 교육체계도 자연스럽고 부드럽

게 이어져 흐르려면 중력에 해당하는 학교의 이념에 모든 것을 맞추어야 합

니다. 우리는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진), 목표를 바르게 세우고

(선), 올바른 과정(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의과대학체제로 회귀하는 2017

년에 맞추어 의예과+본과 6년의 의과대학 전 교육과정을 새롭게 정리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는 유기적으로 연속성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즉, 교육과정이 갖추어야 할 조건인 교육 목적 -> 교육 목표 

-> 교육 과정 -> 교육 방법 -> 수업 관리와 교육성과의 평가·분석까지 일

관된 흐름이 필요합니다. 진선미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양

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이 도

도하게 흐르는 교육 과정을 지나며, 불신의 강제적인 출석확인 대신 신뢰의 

자율적 참여와 자기 계발을 합니다. 경쟁적인 날카로움 대신 동반자적인 따

스한 인간애를 지니며 이론 수업-토론-발표-체험 등을 고르게 경험합니

다. 핵융합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다학제 합동강의를 위한 유기적인 대

화가 필요합니다.

【Crimson Cross】 이미지에 대한 설명은 이러합니다. ‘태극’은 유기적인 협

력 상생과 어우러짐 등의 spiral convergence model이며, ‘호랑이와 지구

본’은 우주를 향하는 ‘호상’의 기개입니다. ‘+’는 안전과 편안함, 그리고 지팡

이를 감고 오르는 뱀의 모습은 ‘의신(醫神)’의 상징인 ‘애스클레피우스의 지

팡이’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이념인 교

육구국과 자유·정의·진리와 필자가 

생각하는 의과대학의 이념 ‘안의건민’

이 함께합니다. 모든 그림과 글자는 

‘크림슨색’으로 표현하며 이미지 전체

를 ‘고대의대의 십자’인 ‘Crimson 

Cross'라고 부릅니다.

‘교육구국(敎育救國)’과 

‘안의건민(安醫健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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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복, 맞춤형 의료, 스마트 에이징...

한국의 두뇌집단 질병 퇴치 위해 뭉쳤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훌륭한 연구계획도 

인력과 결과물이 흩어져 있으면 첨단 치료법의 결실로 이어지기 

어렵다. 최근 연구의 융합과 산업화가 중요시되는 이유다. 국내 최

초로 의학·보건학·약학을 비롯해 공학·생명과학까지 아우르

는 연구 역량을 한데 모으는 거대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고려대학

교가 올 9월 발족한 ‘KU-MAGIC (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프로젝트다. 목표는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 극

복’이다. 각 분야의 연구진이 이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 고려대 보건과학대학이 자리했었던 정

릉캠퍼스는 KU-MAGIC PROJECT ONE을 통해 첨단의료 과학

센터로 거듭날 예정이며, 2016년 출발하는 KU-MAGIC 

PROJECT ZERO는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이

과대학, 공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등과 안암병원을 잇는 최첨

단 융복합의료센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고려대 의료원은 이미 단

일 의료원 기준 국내 유일한 복수 연구중심병원(안암, 구로)으로 

선정되어 그 우수성과 저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고려대 의과

대학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의 바이오메디컬 전 분야에 걸쳐 선

도적인 연구력과 풍부한 휴먼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관들이 

한데 어우러져 활발한 융합연구를 통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자 하는 것이 KU-MAGIC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프로젝트가 추

구하는 것은 뚜렷하다. 크게 네 가지 핵심 주제로 삼았다.

첫째가 바이러스 및 감염병이다. 다분야 협력을 통해 원인·예

방·진단·치료로 이어지는 일관된 연구혁신 체계를 정립해 신종 

감염병을 정복하겠다는 것이다. 고대는 이미 모범적인 선례가 있

다. 바로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대가 이호왕 고려대 명예 교수다.  

세계 최초로 유행성 출혈열을 일으키는 ‘한탄바이러스(Hantaan 

Virus)’를 발견한 의학자다. 이 교수는 바이러스에서 그치지 않고 

진단법과 예방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그가 개발한 백신 ‘한타박스’

는 국내 기술로 만든 신약 1호다. 질병의 원인 규명부터 진단·예

방·치료법 개발까지 질환 정복의전 과정을 아우르는 일관된 연

구를 진행한 것이다. 이 교수의 사례는 혁신적인 융·복합 연구 사

례이기도 하다. KU-MAGIC프로젝트가 추구하는 표본인 셈이다.

둘째는 미래형 의료기기 개발이다. IT·BT를 융합해 첨단 진

단·치료기기를 개발한다는 목표다. 난치성 질환의 혁신적인 진

단키트와 마커를 개발해 조기 발견과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고

려대는 정부가 지정한 연구중심병원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상태다. 한편으로는 아이디어 발굴과 기술 사업화, 수익 창출, 연

구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연구의 지속성을 제

고하는 것도 기대효과 중 하나다.

셋째는 개인 맞춤형 의료다. 유전체·단백질 연구, 빅데이터 분

석,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차세대 암 치료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마지막은 스마트 에이징이다. 감염병·암 등 삶을 위

협하는 질환에서 자유로워지더라도 삶의 질 문제가 남기 때문이

다. 치매 등 뇌·신경·인지기능 질환·만성질환, 퇴행성 질환에 

대한예방·치료법을 제시하고 미래형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것

이 여기에 포함된다. KU-MAGIC 프로젝트는 질병 극복뿐 아니

라 극복 후 세상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셈이다.

메디컬
이슈

새로운 시도 KU-MAGIC 프로젝트,

인류 위협하는 질병 극복이 목표

연구
칼럼

의과학과 김희남 교수

최근 10 여 년 사이에 일어난 생명과학에서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인간이 미생물과의 공생체라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를 잡

은 것이다. 인체에는 신체 구성세포 보다 10배나 더 많은 미생물들

이 살며 인간의 수 많은 생리현상과 장기와 면역 시스템 성숙에 관

여한다. 이들이 제일 많이 존재하는 곳이 소장과 대장이다. 이곳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은 간 보다 훨씬 많은 대사반응을 수행하여 제 

2의 장기로 불리기도 하며 이들 미생물들의 유전체들은 이제 인간 

유전체의 연장으로 인식된다.

공생 미생물들이 인체의 일부라는 사실은, 이들이 인간의 건강

과 질환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알레르기 질환, 고혈

압, 당뇨, 비만, 장염 등의 질환이 현대인에게서 부쩍 늘어난 것이 

현대인들의 장내 미생물들의 불균형이 증가한 까닭이라는 것이 

확고해 진 가운데, 세계 학계와 산업 및 의약계의 관심이 이들 미

생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장내 미생물 연구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후속으로서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국가적 지원을 기

반으로 연구를 리드하고 있다. 한국은 이 연구분야의 후발 주자이

다. 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소규모의 연구비를 갖고 장내 

미생물 연구를 수 년 째 해 왔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장염이나 대

사질환 쪽 미생물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과 같은 질환을 연구 

하며 혼자 경쟁하는 건 조금 무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종의 

틈새시장을 노리는 전략으로 아토피 피부염 연구를 선택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질환 이지만 장에서 기반할 것 같다는 작은 

논문들이 여럿 나와 있던 터라,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연구 방향을 

잡았던 것이다.

그 후 수 년에 걸친 외로운 연구를 수행 하였고, 드디어 올해에 

첫 결실을 맺었다. 장내에 존재하는 미생물들로부터 아토피가 유

발되는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것이다. 한 종의 세균 

(Faecalibacterium prausnitzii)의 아종이 장내에서 부쩍 늘어나며 

장내 미생물내에 불균형을 초래하면 그 결과로 뷰티릭산과 프로

피온산과 같이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 역할을 하는 

물질들의 생산이 감소 된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장벽의 염증 

조절 실패와 서로 맞물려 서로의 현상태를 유지 시켜주는 피드백 

루프를 형성한다. 그 결과로 장벽에 염증과 균열이 만성적으로 발

생하고, 틈새를 통해 미생물유래 물질들과 음식물 분자들이 들어

와 혈관을 통해 온몸에 퍼지고 피부에서 강한 면역반응을 일으키

는 것이 나의 아토피 피부염 모델이다. 이 같은 내용은 독자층이 

넓은 국제학술지 제키 (JACI,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온라인판 10월호를 통해 자세히 발표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현재 치료가 어려운 아토피 피부염의 근본적 치료 가

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후속 연구가 더욱 기대된다.

현대인들의 생활은 과거 시절에 비해 큰 변화를 겪었다. 그 중 가

장 큰 변화가 위생의 증가와 음식의 변화이다. 위생의 증가는 감염

병을 막는 데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좋은 장내 미생물들이 부모로

부터 자식으로 전달되는 경로를 대폭 축소시켰고, 현대인의 음식

에는 식이섬유의 양이 상당히 감소되었다. 그 결과로 현대인들의 

장내 미생물이 많은 변화를 겪었고 각종 질환에 취약해 졌다. 우리 

연구팀의 이번 연구는 허약한 현대인의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질

환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한국은 이제 과거의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으로 가는 단계에 

있다. 국가의 좀 더 과감한 연구비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내 

미생물 연구와 관련해서도 선진국에서는 대규모 연구비가 제공되

는데 우리의 실정은 이와 매우 다르다. 나는 장내 미생물 연구 후

발 주자인 한국에서 적은 연구비로 아토피 피부염의 장내 미생물 

유발 메커니즘을 밝히며 세계 연구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동안 

열심히 연구에 매진한 우리 대학원생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의학에서 우리는 곧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미래의 의학은 증상

이 나타나기 전에 발병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의학과 개

인의 차이를 감안한 맞춤형 의학이 기반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학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예측 이다. 

인간의 건강과 질환에 근간이 되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개발될 진단 및 치료법은 미래 의학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은 우리가 매일 출근하고 즐겁게 연구에 매

진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이유를 제공한다.

가을을 보내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한 해의 결산을 할 때

가 오고 있습니다. 입학하여 1, 2학년을 보내고 화이트 코트 세

리모니를 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본과 3학년이 다 끝나 

갑니다. 그나마 병원 실습하느라 본과 3학년은 더욱 빨리 지나가

고 있습니다. 1년쯤 뒤에는 졸업을 한다고 생각하니 기쁜 마음도 

있지만 책임감 또한 크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 보니 걱정했던 것보다는 힘들지 않게 학업과 실습에 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 하나로 저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만들어 나가는 고려대

학교의 분위기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권위의식을 내세우지 

않고 제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는 교수님과 어려

울수록 서로 힘이 되는 학생들이 있기에 어렵고 긴 의학의 길을 

큰 어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고려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것도 입시 설명회 때 교수님께서 보

여주신 태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입시를 담당하시던 교

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소탈하고 친절하게 학부모들을 대해주셔

서 고려대학교 입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시 설명회니까, 학부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렇

게 친절하게 대해주신 것은 아니었나 걱정을 한 것도 사실이었

습니다. 하지만 입학 후 학교에서, 그리고 실습 기간에 병원에서

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 설명회 때 보여준 고려대학교의 모

습이 결국 본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로서는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와 달리 의과대학생들과 의학전문

대학생들이 허물없이 잘 지낸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이런 따

뜻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

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수년간 학부모 임원활동을 하면서 너무

나 미약하지만 학교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보람과 추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 마디만 하자면 학

생들이 환자에게 긍휼한 맘으로 따뜻하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의료 현실에서도 처음 마음을 잃지 않

고 모두 존경받는 의료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열

심히 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의
편지

학부모 김남희
(의학과 3, 노예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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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종익(金鍾翊: 1886~1937)
1937년 5월 6일 저녁은 고대의대의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

는 날이다. 友石 金鍾翊 선생이 임종을 

앞두고 거액의 전 재산을 여자의학교

육을 비롯한 사회사업에 희사하는 유

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날이다. 이로

서 1890년경에 시작되어 홀, 김탁원, 

길정희의 노력으로 이어지는 우리민족

의 숙원사업인 여의사 양성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는 단지 여의사 

양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여성이 의

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족 생존권이 달린 큰일이었다.

우석 金鍾翊 선생은 1886년 전남 순천 출생으로 민족을 위한 사회

사업에 일생을 바쳤다. 그는 1886년 순천군 월등면 대평리에서 四川

현감과 義興군수를 역임한 墨樵(묵초) 金學模(김학모)의 장남으로 출

생하였다. 그는 날로 번창하는 가세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의 집이 1년에 받아들이는 수곡만도 4만 5천 섬을 넘어서 仁村 金

性洙를 훨씬 능가하는 대지주 집안으로 남도에서도 손꼽히는 대부

호였다.

金鍾翊 선생은 20세가 되기까지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仙岩寺에

서 한학에 전념하던 중 을사보호늑약이 체결되자, 뜻한 바 있어 상경 

그의 나이 24세 때인 1909년 서울 경성 중동학교에 입학하였다. 그

는 일본을 이기기 위하여 일본을 알아야 한다며, 일본 유학을 결심하

게 된다. 그는 1913년 도일하여 명치대학 법과에 입학하였다. 당시 

그는 동경유학생이었던 宋鎭禹, 安在鴻, 張德洙, 金度演, 白寬洙, 金

孝錫, 金性洙 등과 은밀하게 교류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유학생들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하기도 했다. 그는 이 당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

고 교육사업에 애쓸 것을 결심하였다고 전해진다.

귀국 후 金鍾翊 선생은 아버지의 정계, 관계로의 진출 권유를 뿌리

치고 재계로 진출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의 정계, 관계로의 진

출은 곧 일제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1918년 조선

제지 주식회사에 3만원(당시 쌀 한 가마니 가격은 8원이었다)을 투

자하였으며, 이후에는 주로 米豆투자에 전념하였다. 그 후 줄곧 사회

사업에 힘써 빈민 구제 사업을 위하여 적십자사에 많은 액수의 기부

를 하고, 조선나병협회에도 거액을 기부하여 이사로 활약하였다. 보

성전문학교 30주년 때는 보성전문기념사업에 거액을 희사하기도 

하였다. 그는 평소에 “우리는 배워야 한다. 조선인이 중등 이상의 교

육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중등학교 이상은 설립하지 않은 조선

총독부의 방침 하에서는 우리 자신들의 재력으로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을 다수 설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곤 했다.

金鍾翊 선생이 여의사 양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仁村 金性洙 선

생과도 인연이 있다. 1933년 홀여사 귀국 이후에 金鐸遠 선생은 여

자의학강습소의 여자의전으로 승격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백방으

로 노력하였다. 이때 仁村이 金鍾翊을 金鐸遠에게 소개시켜주었다. 

그리하여 1936년 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기성회의 이사로서 참여하

게 되었다. 金鍾翊 선생은 늘 사회사업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

는데 미처 그 포부를 펼치기도 전에 평소에 계획했던 것을 유언으로 

남긴다. 1937년 4월 16일 金鍾翊 선생은 이질로 경성제국대학 부속

의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 병세는 악화되어서 5월 6일 저녁 8시경 

그의 어머니 아씨(阿氏)와 부인 朴惠淳(朴春子)을 비롯하여 친족과 

친지, 주치의를 앞에 두고 박영진이 그의 말을 받아쓰는 중에 거액의 

재산을 사회사업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友石 선생이 유언으로 기부한 돈은 총 175만원이었다. 당시에 175

만원이라는 돈은 총독부 당국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의 큰 돈이었다. 

그 무렵 일본인 부호 1백 명이 모여서 설립한 조선상업은행의 설립 

총 불입 자본금이 477만5천 원이었으며, 당시의 쌀 한 가마니 값이 8

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友石 선생의 유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성여자의학강습소를 의학전문학교로 승격시

키는 것이었다. 여자의학강습소의 의전 승격과 함께 부속 결핵요양

원을 세우는 데에 65만원이라는 거금을 희사한 것은 그가 생전에 총

애하던 장녀 평수양이 여고 재학 중 결핵으로 사망한 데 대한 슬픔과 

평소 조선 의학의 발전을 염원해 왔던 것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그의 유언에 따라 1938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가 정식 의학전문

학교로서 개교하게 되었다. 이후 경성여의전은 해방 후 서울여자의

과대학을 거쳐서 여자가 남자의사에게 진료를 받지 못하던 시절에 

그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 1957년 남녀공학인 수도의대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소임을 맡기 위한 

자기 발전 노력의 결과였다. 이후 1966년 종합대학으로 변신하면서 

金鍾翊 선생의 호를 따라 명명한 우석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어졌

으며, 1971년 12월에는 민족 교육구국의 전통의 뿌리를 같이 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합쳐져서 현재까지 발전하고 있는 만큼 金

鍾翊 선생의 큰 뜻은 오늘까지 살아있다.

우석 김종익

비뇨기과학교실 박홍석 교수

(구로병원)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R.네스, G.윌리엄즈)

인간의 관점에서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질환은 없어져야하는 대상으로만 여겨 질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생물군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진화의 한 형태로 보아 질 수 도 있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

는 유리한 신체반응이 현재로는 오히려 질환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현대인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과 같은 대

사성질환의 경우 먹을 것이 항상 충분하지 않았던 우리 초기 인류에 있어서는 기회가 될 때 많이 먹고 체내에 지방으로 축적하는 형태

가 삶에 유리 하게 작용 할 수 도 있지만 고칼로리 식품이 넘쳐나는 현대에서는 이러한 지방축적이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미생물과의 인간의 끊임없는 생존경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종양의 경우도 수정란이 분화하여 장기가 생성되는 과정이나 손상된 

조직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오류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오류를 통해 예상치 않은 진화도 이루어 졌으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질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정상과 비정상, 양성과 악성, 병원성과 비병원성 등 이분법적인 논리로 접근 한다면 결코 질

환을 이해 할 수가 없다.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보아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질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

한다.

글. 정신건강의학교실 이헌정 교수 (안암병원)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업무 소개 포함)

안녕하세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부에서 학생들의 
학적관리와 교원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지은 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인물포커스 릴레이에 선정이 되어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영광
스럽습니다.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

학적 담당으로서 1년의 학사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문제가 발생되거
나 낙오되는 학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에 매년 2월 졸업식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 가장 뿌듯하면서도 보람
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학생이나 교수님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일이고,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문의를 많이 받기 때
문에 저의 설명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거나 만족스러워하면 그것 
또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 보람을 많이 느
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힘든 점은요?

3개 병원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교수님이나 학생에게 긴급한 업무 
연락 시 전달이 용이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관심이 가는 분야나 취미는?

운동을 좋아해서 스포츠 경기를 자주 보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야구
를 가장 좋아합니다. 시즌 중에는 주말에 경기장에도 자주 가는 편인
데 날씨 좋은날 신나게 응원하고 오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상
쾌해 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시즌에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
을 하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겼네요..^^

앞으로 각오?

개인적으로 제가 내년 초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1년여의 휴직기간
동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제가 담당하는 업무의 개선과 교수님 
및 학생들의 연구,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물포커스 추천 누구? 이유는?

의료원 교육수련팀에서 근무하시는 권현경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항
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사람들까지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시
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에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
각됩니다.

인물
포커스

학사지원부에서
학적관리와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학사지원부

홍지은 선생님

인물포커스 릴레이

의과대학 학사지원부

홍지은 선생님
의료원 교육수련팀

권현경 선생님



성형외과학교실 한승규 교수,

‘창상치유의 혁신적 최신지견’ 출간
고려대 성형외과학교실 한승

규 교수(구로병원 당뇨성창상센

터장)가 세계적인 출판사와 함

께 혁신적인 창상치유법과 최신

지견 등을 총망라한 ‘창상치유

의 혁신적 최신지견(Innovations and Advances in Wound Healing 

– Springer社, 287페이지)’을 출간했다.

이 책은 창상치료 및 피부재건에 있어서 국내 최고 권위자인 한승규 

교수가 2년전 발간한 ‘창상치유의 최신지견’의 2nd Edition으로 집필

됐으며, 수천 례의 임상경험과 연구 성과 등을 기반으로 한 치료 경험

과 노하우 등을 다뤘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세계

적 출판사 스프링거社의 제안으로 집필된 이번 책은 세계 최초로 미국

학회지 등에 발표된 여러 종류의 세포이식방법과 안면, 수부 등 노출부

위의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치유방법을 포함한 한 교수만의 독창적

인 치료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개발되고 임상에서 사용 중

인 최신 창상치유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을 싣고 있으며, 

주름성형과 코 성형 등에 있어서 수술하지 않고 필요한 부위의 연부조

직을 간단히 증대시킬 수 있는 세포주입방법도 담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 김동식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고려대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장 김동식 

교수가 지난 11월13일 오후 2시에 서울 소공

동 더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15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

관상을 수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장기•인체조직•조혈모세포 

등록기관(지자체, 민간단체, 의료기관 등), 

이식의료기관 등 생명나눔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로, 생명나눔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기관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김동식 교수가 이끄는 고려대 안암병원 간이식 팀은 최근 이

식 100례를 달성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수의 고난도 이

식을 성공시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이식을 위해 해외에서 먼저 

찾아오는 등 국내외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뇌종양팀, 최우수 논문상 수상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노력, 뇌종양 연구 성과 인정받아

고려대 신경외과학교실 뇌종양팀(박경재, 강신혁, 정용구 교수)이 최

근 ‘2015년 제 55차 대한신경외과 추계학술대회’에서 뇌수막종의 악성

화에 영향을 주는 종양유전자인 AEG1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이미 뇌종양분야의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Neurooncology에 금년초에 발표되었던 내용으로 국책 연

구과제로 연구비를 받아 진행되어온 연구다. 뇌종양팀은 지난 2007년

부터 완벽하게 뇌종양을 치료하면서 환자의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

는 맞춤형 치료를 계획하여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뇌종양 연구를 펼쳐 

왔으며, 그 결과로 50여 편의 국제학술지 논문 및 해외 학술발표, 다수

의 국책과제 수주 및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

다. 연구팀은 “방대한 연구와 고난도 치료법을 바탕으로 뇌종양으로 고

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 뇌종양팀의 목표이자 사

명”이라고 전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조윤정·김동식 교수팀,

아태국제학회에서 최고 구연상 수상
고려대 진단검사의학교

실 조윤정·외과학교실 김

동식(간담췌외과) 교수팀이 

최근 태국에서 개최된 

APHIA 2015 (Asia Pacific 

Histocompatibility and 

I m m u n o g e n e t i c s 

Association Conference: 아시아태평양 조직 적합성 학회)에서 최고 

구연상(Best oral presentation award)을 수상했다. ‘Mixed 

Chimerism in Multilineage hematopoiesis after recovery from 

GVHD following Liver Transplantation’을 주제로 발표된 이번 연구

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 유수의 연구진이 모인 가운데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으며,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제1저자인 윤정 진단검사

의 학과 전공의가 최고 구연상을 수상했다.

병리학교실 김한겸 교수, 대한적십자 박애장 수상
의료활동, 건축봉사 등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지구촌 복지증진에 앞장서

고려대 병리학교실 김한겸 교수(구

로병원)가 27일 오후 4시 대한적십자

사 창립 110주년 기념식에서 적십자

박애장 은장(銀章)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올해 창립 110주년을 

맞이한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주의 이

념 구현과 인간의 고통경감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한

겸 교수는 ‘한국대학생 해외봉사단장’으로 파견되어 해외 각지에서 의

료, 건축, 환경개선, 치과진료 등 전문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10년 

동안 몽골병리의사들이 자력으로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도록 자궁경

부암조기진단법을 교육하는 등 지구촌 불우 이웃들의 복지증진을 위

한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 영광의 적십자박애장 은장을 수상하게 됐다.

병리학교실 김영혜 교수,

‘2015년도 대한병리학회 의함학술상 수상’
고려대 병리학교실 김영혜 교수(안산병원)

는 대한병리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의함학술

상을 수상했다. 의함학술상은 2005년부터 젊

은 병리학자를 위한 대한병리학회 기금상으

로, 전년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 논문에 수여하는 학술상이다.

수상논문은 2014년 국제학술지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pathology에 실린 ”Loss of CDC14B expression in clear cell renal 

cell carcinoma: meta-analysis of microarray data sets” 로 투명세

포신세포암의 마이크로에레이 데이터를 메타분석하여, 투명세포신세

포암과 정상조직 간에 발현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를 찾아내고, 찾아

진 유전자 중 CDC14B의 발현을 투명세포신세포암과 정상 조직에서 

면역화학염색을 이용하여 비교하여 증명하고, 임상-병리학적 인자와

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CDC14B 단백의 기능을 추정하고, 투명세

포신세포암의 발생에 기여함을 밝힌 논문으로, 이 연구를 통해 마이크

로에레이 메타분석이 병리의사에게 biomarker를 발견하는 유용한 방

법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비뇨기과학교실 천준 교수,

대한비뇨기과학회 차기회장 선출
고려대 비뇨기과학교실 천준 교수(안암병원)가 

대한비뇨기과학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 천준 

교수는 지난 11월 18일 개최된 '제67차 대한비뇨

기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정기평의원회'에서 차기

회장과 차기 대한비뇨기과학재단 이사장으로 선

출됐다. 임기는 2016년 11월부터 2년간이다.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이기형 교수,

대한소아내분비학회장 취임
고려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이기형 교수(안암

병원)가 최근 대한소아내분비학회 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1995년 창립해 

최근 20주년을 맞이했으며 지난달 20년사를 발

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소아의 

성장장애, 사춘기발달이상, 갑상선질환 및 당뇨 등 소아청소년 내분비 

질환을 연구하는 학회다. 신임회장인 이기형 교수는 11월 1일 취임했

으며, 임기는 2017년 10월말까지 2년간이다.

마취통증의학교실 이일옥 교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차기 이사장에 선출
고려대 마취통증의학교실 이일옥 교수(구로병원)

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일옥 교수는 최근 개최된 마취통증의학회 학술대

회 정기 평의원회에서 제20대 차기 이사장으로 선

출됐으며, 임기는 2016년 11월부터 2년간이다.

인사 동정 및 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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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내과학교실(CA)
        안암병원
직위  부교수
성명  유철웅
전공  심혈관 중재시술

소속  신경외과학교실
        안암병원
직위  부교수
성명  박경재
전공  종양-기능정위 및
         뇌혈관질환

소속  마취통증의학교실
        구로병원
직위  조교수
성명  이동규
전공  심폐마취

소속  산부인과학교실
        안산병원
직위  조교수
성명  민경진
전공  부인종양학

소속  영상의학교실
        안산병원
직위  조교수
성명  추지영
전공  흉부심장 영상의학

소속  내과학교실(GE)
        안암병원
직위  조교수
성명  최혁순
전공  소화기학

소속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구로병원
직위  부교수
성명  심정옥
전공  소아소화기영양학

소속  영상의학교실
        구로병원
직위  조교수
성명  유인선
전공  두경부 영상의학

소속  내과학교실(HO)
        안산병원
직위  조교수
성명  이세련
전공  혈액종양

소속  마취통증의학교실
        안산병원
직위  조교수
성명  김연희
전공  이식환자 마취 및
         중환자 관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새로운 교수진을 소개합니다.  2015년 9월 1일에 임용된 신임교수진의 열정을 기대해봅니다.2015학년도 후기 신규임용교원

강신혁 교수, 박경재 교수, 정용구 교수 (왼쪽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