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홍식 학장은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먼 타국에서 봉사활동을 결

정한 학생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봉사활동이 마중물

이 되어 고대의대 학생들이 뜨거운 가슴을 지닌 참의사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원상 봉사단 학생대표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

하는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사랑을 나누고 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후 봉사단을 이끄는 교수들의 특강이 이어졌다. 생리학교실 이민

구 교수는 ‘의대생으로서의 봉사활동’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

며 거창한 목표가 아닌 의대생 봉사자로서 주체를 찾길 바란다고 말

했다. ‘해외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 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핵의

학교실 최재걸 교수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봉사활동 내 

주의사항 등을 전했다.

지구촌 곳곳에 희망과 사랑을 전해요

고려대 의대, 2016학년도 하계
로제타 홀 봉사단 발대식 개최

고대의대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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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16년 5월 1일 ~ 2016년 6월 30일 •순서는 기부(약정)일 기준고려대학교 의료원 의학발전기금 기부

약정일 기부자 구분 약정액

16.04.15 이수자 장학기금 1,136,200

16.05.10 안중빈 안과학교실 2,000,000

16.05.11 이영미
의학도서관 3층 

시설개선
100,000,000

16.05.12 허걸 안과학교실 20,000,000

16.05.17 황순재 이비인후과학교실 공통 50,000,000

16.05.25 김현석 안암 가정의학과 3,300,000

16.05.30 남기천 안암 가정의학과 1,000,000

16.05.31
의과대학학부모회

(2012입학)
학부모 10,000,000

약정일 기부자 구분 약정액

16.06.03 권명오 안암 가정의학과 1,000,000

16.06.07 윤송연
임상치의학대학원 

치과교정학과
1,000,000

16.06.07 이하림
임상치의학대학원 

치과교정학과
1,000,000

16.06.07 조수경
임상치의학대학원 

치과교정학과
1,000,000

16.06.07 정혜경
임상치의학대학원 

치과교정학과
1,000,000

16.06.21
의과대학학부모회

(2016입학)
학부모 10,000,000

16.06.30
석경의료재단

성대영
환경의학연구소 20,000,00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 의대 문숙의학관 

윤병주홀에서 ‘2016학년도 하계 로제타 홀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고려대학교는 올해부터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보다 다양한 방식으

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의학 

분야 외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대의대의 ‘민족과 박애’ 정신을 구

현하도록 지원하는 ‘KUMC-Spirit 장학금’ 을 신설했다.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총 5개의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선정했으며, 고대의대의 전신을 세운 로제타 홀 여사의 헌신과 희생

정신을 이어받아 ‘로제타 홀 봉사단’ 이라고 명명했다. 이번에는 총 

35명의 봉사단원이 필리핀, 말라위, 몽골 등 해외에서 의료 및 교육, 

문화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발대식은 △개회 및 경과보고 △김효명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격려사 △이홍식 의과대학장 식사 △봉사 단원 임명장 

수여 △봉사단 조끼 착복식 △봉사단 선서 △ 특강 순으로 이어졌다. 

김효명 의무부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고려대의료원의 민족과 박애 

정신을 이어받은 로제타 홀 봉사단이 출범하는 것에 대해 큰 격려를 

전한다”며, “학생들이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책임감과 환자를 헤아

리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봉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2017학년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학생모집

전형일정

입학설명회

모집과정, 모집학과, 지원자격, 전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oku.korea.ac.kr)

※입학지원서는 위 입학처 홈페이지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 원서접수: 2016년 10월 4일(화)10:00 - 10월 7일(금)17:00 

나. 서류제출: 2016년 10월 4일(화) - 10월 10일(월)

 [등기우편 제출- 직접 제출 불가]

다. 1단계 합격자발표: 2016년 11월 11일(금)17:00 

라. 면접고사: 2016년 12월 3일(토)

마. 최종 합격자발표: 2016년 12월 16일(금)17:00
※ 문의처 : 입학처 (02-3290-5161~3) 의대 학사지원부 (02-2286-1132) 

가. 일시 : 2016년 9월 22일(목) 17:00

나. 장소 : 의대본관 2층 유광사홀[6호선 안암역 1번출구 5분소요]

봉사단 선서

봉사단 발대식 전경

임명장 수여 봉사단 학생대표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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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여름, 어두운 스튜디오에서 세계 각국 젊은이들이 모

여 가감 없이 대화를 나누는 한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이들은 본인 

스스로 국가대표라고 칭하며 본인 나라를 알리고 각 나라에 대해 가

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독특한 풍습, 흥미로운 문화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느낀 바를 외

국인의 시각에서 솔직하게 풀어내 큰 인기를 끌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는 국제 임상실습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통

해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 독일, 캐나다, 스웨덴, 말레이시

아 등 11개 나라에서 온 22명의 의대생이 실습을 하고 있다. 고대의

대는 이처럼 다양한 국적의 의대생들의 고민을 나누기 위해 지난 6

월 22일 오후 4시 의대 본관에서 ‘2016 의대생 비정상회담(2016 

Medical Student’s Non-Summit)’을 열어 열띤 토론을 펼쳤다.

‘2016 의대생 비정상회담’은 실제 프로그램처럼 의장단(고대 의대

생 3명), 외국인 패널(고대의대 외국인 교환학생 3명), 한국인 패널(고

대 의대생 4명)로 진행됐다. 또한, 실제 비정상회담 방송에 출연한 브

라질 출신의 카를로스 고리토가 특별 패널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

며,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고대의대 교수진을 비롯해 외국인 교환학

생, 학생 약 80여 명이 방청했다. 또한, 미국, 영국 등에서 온 의대생 

및 대학원생과 현재 고대병원에서 연수 중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연수의들이 청중으로 참석해 토론 주제에 대해 각 국의 예시를 들

며 의견을 나눴다. 막이 오르고 요나스 엠저(독일, 성형외과 실습), 캐

롤리나 닐슨(스웨덴, 영상의학과 실습), 켈리 마(캐나다, 성형외과 실

습)가 각 나라의 국기를 흔들며 입장했다. 패널 소개가 끝나고 각 나

라의 의학 교육에 관해 설명했다. 대학 입학시험이 없는 독일, 모든 

교육과정이 무료인 스웨덴, 17개의 의대 중 3개의 의대가 불어를 사

용하는 캐나다 등 확연히 다른 각국의 교육 환경에 대해 모두 흥미로

워했다. 이후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나의 

성적과 학점만을 위해 경쟁적으로 공부하는 나, 비정상인가요?’로 한

국인 패널은 모두 ‘정상’, 외국인 패널은 모두 ‘비정상’이라고 답해 한

국과 외국의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한국인 패널은 “한국 학생들은 

흔히 지옥이라고 말하는 대학 입시를 거치는 등 오랫동안 치열하게 

경쟁했다”며, “학업은 본인이 노력한 만큼 정직한 결과를 얻는 것으

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는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켈리는 “우리 

모두 스스로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고 공부하는 데, 과연 치열한 경쟁

을 통해 좋은 성적을 얻는 것만이 행복한 삶일까?”라고 반문했다. 이

어 ‘교수님도 그저 어렵고 무엇을 질문하는 데 어색한 나, 비정상인가

요?’ 두 번째 토론 주제가 주어졌다. 요나스는 “교수님을 만났을 때 

90도로 인사하는 등 사실 처음에는 한국의 예의범절이 익숙하지 않

아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지만 교수들과 질문을 통해 얻는 지식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또한, 캐롤리나는 방청석에 앉은 

교수에게 학생들이 교수들을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질문했다. 이에 이홍식 의과대학장은 “학생들은 교수에게 질문하

는 것을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교수와 마주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

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카를로스는 “이처럼 다양한 국적의 의대생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다”라며, “앞

으로 고대의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는 브라질 대표

로 꼭 참가하도록 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홍식 학장은 “이번 비정상회담은 학교생활의 문제점이나 어려움

에 대해 학생들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

로 그 의미가 크다”며, “다양한 국가의 의학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환경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공감하는 장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거시

적인 시각을 가진 참의사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또한, 

“오늘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교수 및 교직원들과 고민해 더욱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학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

다. 또한, 미국, 영국 등에서 온 의대생 및 대학원생과 현재 고대병원

에서 연수 중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연수의들이 청중으로 참

석해 토론 주제에 대해 각 국의 예시를 들며 의견을 나눴다.

고대의대의 여름은 뜨겁다! 2016 Medical Student’s Non-summit!

다양한 국적의 의대생들과 ‘2016 의대생 비정상회담’ 열어
기획
특집

패널
Jonas

I found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four represented 

countries the most interesting. Even though Sweden and Germany are so 

close in terms of geography, the medical education is very different. So I was 

surprised to see, that Germany and Korea have more in common than one 

would assume. And I think I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medical 

education in Korea, Canada and Sweden now. Another lesson I learned was 

that Germany and Korea are quite similar in how students and professors 

interact, due to similar hierarchy.

패널
Kelly

It was very interesting to meet korean students who were fluent in English 

and had experience studying abroad. We were able to share cool stories about 

our experience, and learn from each other as a result of the interaction. 

I also found the conversation with the dean and professor of medical education 

very educational because we were able to share ideas regarding how to 

encourage a more cooperative learning environment, help students become 

better physicians as well as how to show our appreciation for the anatomy 

program donors. This event definitely taught me a lot about the different medical 

education systems and cultures in different countries. I was surprised to learn 

that students get funding from a the government to obtain post-secondary 

education in Sweden, that the physician-student relationship in Germany was 

similar to that of Korea, that Korean students are very competitive yet also very 

cooperative and manage to find many interesting ways to help their junior 

colleagues succeed in medical school, among many other things.  Overall, I 

thought that this event was extremely successful and educational. 

사회자
김연

우선 외국 의대 재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와 서로 닮은 듯 다른 면들을 발견하는 것

이 재미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 방식이나 친구, 선배, 교수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의대 

진학 계기 등 의대생들끼리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행사 도중에 청중의 교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등 재학생들과는 다른 

외국 학생들의 대담한 행동도 주목할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실습을 통해서 

아직 부족한 의학 지식에 대해 자신이 없었는데, 외국인 친구들을 통해 의대생이라면 누

구나 그러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

해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들

도 참여해 주셔서 아직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 토론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셨던 것도 좋

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외국 의대생들이 동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였습니

다. 청중의 미국 학생이 한 이야기로, 미래에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보살펴줄 의사들이 

동기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부분이 인

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패널로 참여했던 학생이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점수를 매

기고 등수를 세우는 것이 의학에서는 무의미하다는 부분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패널
송원석

Honestly, I savored every single moment of the event, but the most interesting 

moment was when the professors actively participated and gave invaluable 

remarks after the panel’s comments. I thought it was a great opportunity for 

students to actually hear from professors what their opinions are on 

interesting yet sensitive topics that are not usually brought up and discussed 

in our classroom. I actually had never given any thought about either medical 

education systems or cultures of different countries other than those of my 

own country and America. The indifference probably stemmed from me just 

assuming they were all going to be the same; however, after the event, I was 

genuinely surprised and learned so much about not only the medical 

education systems but also general atmosphere, attitudes of the people, and 

primary values of different countries. I was really intrigued by the event 

which surely broadened my perspective on different issues and actually made 

me want to explore more about foreign cultures. I would like to participate 

again whether it is through being in the panel again or just being one of 

audiences—I really hope the event is held again sometime in the future!

스페셜게스트 
Carlos

I was very impressed by the passion of the debating students – both Korean 

and foreigners. They were so keen to defend their views! That’s the main 

reason why we had such a productive debate! Then, the contributions made 

by the professors. It was great to see how their views differed from what 

students thought they would say! The international audience also add with 

insightful remarks and different experiences. Actually, I’m not a medical 

student. So I must say that I had a crash course on global medical education! 

Most systems have common core structures, but to see how differently 

students and practitioners behaved under it was a very thought-provoking 

experience. I think I’ll never see medical professionals the same way!

사회자
형원석

의료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듣는 것이 유익했습니다. 한국의 환경에서는 한국에 맞는 교육

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덜 치열한 사회에서는 공부나 학습 능력보다 소통이나 

다른 면들을 강조한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Testimonials 참가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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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리포트

공부와 시험의 연속이었던 본과 첫 학기를 마치고 맞이한 여름방

학. 나는 첫 학기를 무사히 마친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라는 명목 

아래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친구들과 남미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다. 남미, 지구 위에서 한국과 정 반대에 있는 곳으로 무려 한 

달이나 여행을 떠난다니! 처음으로 떠나는 장기간 여행이었기에 

내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지만, 한쪽에는 말이 통하지도 않는 곳

으로 떠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었다. 

남미 여행을 계획하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걱정하시는 부모님

을 안심시키는 일이었다. 남미 대부분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데다 치안 또한 불안정하다 보니 장기간 남미로 여행

을 가는 것을 불안해하셨는데 최근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는 지카 

바이러스와 지진 소식으로 인해 더욱 걱정하셨다. 혼자가 아닌 친

구들과 함께 하는 여행이기도 하고, 남미는 현재 겨울인 데다 내가 

머물 지역 대부분이 모기가 살지 않는 고산 지역이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떠나긴 했으나 남미에 도착

한 직후에 받은 외교부의 신변을 주의하라는 문자에 불안감과 경

각심이 다시금 생겼다. 

처음 도착한 나라는 페루였다. 장시간의 비행과 경유 시간 후 마

침내 남미에서의 첫발을 내디딘 페루 리마 공항에서 가장 먼저 눈

에 들어온 것은 택시기사 자격증을 목에 걸고 호객행위에 열을 올리

는 택시기사들이었다. 이 중에 상당수는 가짜 택시기사들인데 불법 

택시와 택시 바가지로 유명해서 그런지 공항 측에서 목적지에 따른 

대략적인 택시비를 알려주고 검증된 택시 회사에 직접 연결도 해주

고 있었다. 오죽하면 공항에서 이런 것까지 제공해줄까 생각이 들면

서 나와 내 친구들은 더욱 경계를 높이고 여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남미에 대한 경계와 불안은 시내로 들어가 관광을 하면서 

점차 눈 녹듯 사라졌다. 또한, 남미를 오기 전 책과 인터넷을 통해 

여행준비를 하면서 가졌던 내 생각이 상당 부분 선입견이었음을 

여행을 하면서 깨달았다. 지도를 들고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현지인

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고 길을 찾아주었고,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는 버스 승객들이 소지품을 주의하라고 귀띔을 주기도 하였다. 

길을 잘못 들어 리마 바닷가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는 현지인이 

흔쾌히 우리를 차에 태워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페루의 아이들이었다. 리마 아르마스 광장

에서 페루 학생들도 교복을 입는 것이 신기해서 물어보았는데 한두 

명 모여들더니 서로 재잘거리며 대답해주었다. 남미 학생들에게는 

동양인을 직접 보는 것이 신기했는지 계속해서 아이들이 모여들었

고 지나가는 다른 학생들도 웃으면서 쳐다보았다.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헤어지면서 먼 타국에서 인간미를 느끼며 남미 또한 

인간미와 정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페루에서의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리마-이카-아레키파-치바

이-쿠스코-푸노.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규모를 가진 국가들

이어서인지 남미에는 시외버스 시스템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 짧게

는 2~3시간부터 길게는 24시간 이상 이동하는 버스들이 있었고 

남미 내 국가 간 국경을 넘나드는 버스 또한 많았다. 나 또한 이동 

대부분은 버스를 이용하였는데 버스의 서비스가 생각보다 좋아 놀

랐다. 특이한 점은 버스 내에 비행기 안의 스튜어디스처럼 승무원

이 함께 타 중간 중간 음료수를 주거나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이었

다. 특히 음료를 제공할 때 페루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잉카 콜

라를 일반 콜라와 함께 제공하여서 노란색을 띠는 잉카 콜라를 마

셔볼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물론 버스 여행이 좋기만 한 것은 아

니었다. 화장실이 버스 내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쾌적하거나 사용이 

편리하지는 않았고 무엇보다도 버스운행시간에 지연이 빈번했다. 

아무래도 장거리, 장시간 운행구간이 많은 데다 산간지역이나 사막 

지역 등을 통과해야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때문

에 나와 내 친구들도 원하는 목적지 중 일부를 포기해야 했다. 또

한, 우리는 다행히 겪지 않았지만 버스 내에서 물건을 훔치는 도둑

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어 우리의 각자 짐 간수에 주의를 기울였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여행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이 새롭고 기억에 

남는 일이었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을 꼽아보자면 페루의 이카

와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이다. 이카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남

동쪽으로 3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오아시스 도시로 TV 프로

그램인 “꽃보다 청춘”에서도 방영되었던 곳이다. 이카 버스 터미널

에서 티코 택시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하면 나오는 와카치나

(Huacachina)에 도착하니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언덕과 자그마한 

오아시스 마을이 보였다. 그곳에서의 백미는 바로 샌드보드와 샌

드지프. 일정 금액을 내고 친구들과 함께 샌드지프에 몸을 실어 사

막을 달리며 뜨거운 태양 아래 느끼는 바람은 새로운 즐거움이었

다. 스노보드처럼 모래에서 타는 샌드 보드 또한 새로운 경험이었

는데 처음에는 보드에 몸을 바짝 붙이고 엎드려 탔으나 점점 경험

과 자신감이 붙어감에 따라 보드를 서서 타며 모래언덕을 내려오

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막에서의 활동을 끝내고 마신 시원한 음료

수 한잔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나를 상쾌하게 한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금사막

인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많은 사람이 “우유니”라는 이름은 몰

라도 사진 한 장쯤은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바로 하늘이 땅에 고

여 있는 물에 반사되어 마치 하늘이 위아래 두 곳에 있는 것만 같

은 환상의 장소. 나 또한 우유니를 가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

였기에 한껏 기대를 하고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즈에서 우유니로 향

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남미는 지금 우기가 아니므로 사막에 물

이 없어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 관건이긴 했지만, 현지 투어 프

로그램에 신청하니 가이드들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진 찍기 좋

은 장소로 우리를 안내했다. 우유니 마을에서도 차를 타고 꽤 들어

가야 사막이 나왔는데 소금사막이라는 이름처럼 점차 주변에 하얀

색을 띤 소금사막이 등장하더니 어느덧 눈이 부셔 선글라스를 꼭 

껴야 할 만큼 주위 모든 바닥이 하얗게 변해있었다.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은 사막을 꽤 달리다 보니 드디어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

다. 사진에서만 보던 물이 찬 우유니의 모습이란! 글로 표현하기 어

려울 만큼 아름답고 황홀했으며 마치 내가 현실이 아닌 새로운 공

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주어진 시간 동안 친구들과 수없

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기

록하려 노력했고 사람 여러 명이 몸을 구부리는 등의 자세를 만들

어 물에 KOREA와 UYUNI라는 단어가 비추게끔 하는 단체사진

을 찍기도 하였다.  

기사를 쓰는 이 시점에 아직 내 여정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나는 

의대생이라면, 아니 의대생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남미로의 배낭여행을 해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비단 남미여행만의 

장점은 아니겠지만 나는 이번 여행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시야를 확

연히 넓힐 수 있었다. 사실 남미에 직접 오기 전에는 대중매체에 소

개되거나 교과서에 쓰인 이상의 것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막

연한 느낌과 여러 통계치를 통해 갖게 된 선입견을 품고 남미를 떠

올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남미에서 먹고, 자고, 돌아다니

다 보니 이곳 또한 다양한 피부색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맛있는 음식 또한 다양하며 오랜 역사를 가진 유적들과 세계

적인 자연경관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 더불어 세계 여러 곳에

서 모인 배낭여행객들을 숙소나 오가는 길에서 만나는 것 또한 귀

한 경험이었다. 미래의 의사가 될 사람으로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행이라는 공통점 아래 친해지는 경험은 후

에 사람과 마주하고 소통할 일이 많은 직업인 의사가 되는 것을 준

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나는 남미에서 기다

림과 여유로움을 배웠다.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 예과를 거치고 본

과 공부를 시작하면서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듯 경쟁하며 시간을 

보내온 내게 이곳에서의 여행은 계속되는 기다림과 이동의 향연이

었으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의 연속이었다. 물론 그러한 불

편함 때문에 여행계획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때때로 불안함을 느끼

기도 했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과 여

유로움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또한, 이번 여행에서 경험한 오랜 기다

림과 인내 끝에 오는 열매가, 그것이 멋진 광경이 되었든 맛있는 식

사가 되었든, 항상 느껴왔던 그것보다 훨씬 달콤하고 값지다는 것

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 깨달음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하게 될 의학 공부와 의사의 길을 걷는데 큰 자산이 되리라 믿

는다. 이제 절반 이상을 달려온 나의 여행. 남은 일정동안 어떤 다

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어떠한 새로움이 나를 흥분케 

할지 기대가 된다!

글·사진. 호의령 구호영, 오동건

의대생의 방학 보내기

남미 배낭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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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의대,
 네 번째 인문학 소양 강연 릴레이 이어가
 허태균 교수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마음’에 대해 역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 6월 2일(목) 오후 1시에 유광사홀

에서 2016학년도 1학기 마지막 ‘생각의 향기’ 강연을 성공리에 마

쳤다. 이번 강연은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마음’ 이라는 주제

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허태균 교수가 연단에 섰다.

허태균 교수는 본인의 해외 거주 경험을 예시로 들며 한국인의 

의식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한국인의 특성 때문에 대한민국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

었다고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이 무언가를 잊고 달려왔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강의를 마치며 허 교수는 tvN 드라마 <기억>

의 삽입곡을 함께 감상하자고 말하며 “고대의대 학생들도 지금까

지 열정적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며, 

“후에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의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춘학 의과대학 교육부학장은 “이번 허태균 교수의 강연은 학

생들에게 지나온 인생에 대해 다시금 반추하게 만드는 시간을 제

공할 것”이라며, “이어지는 2학기 생각의 향기도 학생들의 인문학 

소양을 고양시키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허태균 교수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노스웨스턴대학교 사

회심리학전공 철학박사를 마친 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사회심리학자다. 주요 저서로는 <어쩌다 한국

인>, <가끔은 제정신>이 있다.

한편, ‘생각의 향기’는 미래 지도자가 될 고려대 의대인들이 각 분

야의 권위 있는 연사들을 통해 사람과 사회에 대해 균형 잡힌 인

식과 풍부한 감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학과 1, 2학년

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문학 교양강좌다.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려대 의대, 장기근속 교원 표창장 수여식 가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 5월 31일 30년, 20년, 10년 장기 

근속한 교원 47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번 수여식은 기초교실과 대학원 및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

병원 등 각 기관별로 진행됐으며, 30년 근속을 맞은 구로병원 정

신건강의학교실 조숙행 교수, 20년 근속을 맞은 약리학교실 민본

홍 교수, 10년 근속을 맞은 안암병원 내과학교실 지종대 교수 등 

47명의 의대 교수진이 표창장과 격려금을 수여 받았다.

이홍식 학장은 “지금의 고대의대가 있기까지 열정적으로 힘써주

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교수님들께서 

의학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학장으로서 더욱 노력하

겠다”고 언급했다.

 고려대 의대,
 UAE 보건부 면허국과 교류간담회 및 세미나 가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지난 5월 23일 아랍에미리트 보건부 면

허국(United Arab Emirates Ministry of Health, Health 

Authority) 관계자가 방문해 교류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 시스템과 교육 체계 및 정책을 

알리고자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서울대학교병원 

주최로 열렸다. 이번 교류간담회를 계기로 UAE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에 기여해 나아가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UAE 진출 기회

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의과대학 의인문학교실 안덕선 

교수가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세계의학교육연합을 통해 고대의료

원 및 의대를 소개하고 한-UAE 보건의료협력 세미나를 개최해 

유익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도록 했다.

이날 UAE 측 아흐메드 알 아마디 고등교육평가위원장, 칼레드 

아이다 알 자베리 인허가 및 환자송출국장 등을 비롯한 국내 보건

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약 열 명의 

방문단이 의과대학을 찾았으며, △상견례 및 양 기관 소개 △고대

의대 홍보 영상 시청 △기념품 전달 및 사진 촬영 △의대 및 안암

병원 투어 △한-UAE 보건의료협력 세미나 △본교 투어 순으로 

이어졌다.

아흐메드 알 아마디 고등교육평가위원장은 한국과 교류를 추진

하는 데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으며,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고대의대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과 연구 인프라 등이 놀랍다“며, 

“오늘 교류간담회가 양국의 다각적 교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이홍식 학장은 “양국 교류를 통해 궁

극적으로 국제무대에서 헌신하는 인재를 키우는 고대의대가 되도

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려대 이경미 교수,
 ‘제 12회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수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이경

미 교수가 '제 12회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수상자

로 선정됐다.

이경미 교수는 최근 차세대 항암치료법으로 주목

받는 면역세포치료제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 바이오

벤처 엔케이멕스에 기술 이전했다. 또한, 해당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

인 '암연구(Cancer Research)' 에 발표해 국내 세포치료기술 수준을 높

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여 받았다. 이 교수가 개발한 치료기술

은 기존보다 비용 절감 및 치료 효과가 우수하고, 기존 세포 치료제로는 

어려웠던 난치성 고형암의 치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상식은 지난 6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년도 생

화학분자생물학회 국제학술대회' 에서 진행됐다. 이 교수는 상패와 함

께 상금 오백만원을 수여받았다.

한편,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은 생명공학 여성과학자의 중요성을 알

리고 우수한 여성과학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크로젠의 후원으로 지난 

2005년 제정됐다.

 고대의대 이영미 교수팀,
 국제 학술지 ‘최우수 논문상’ 수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인문학교실 이영미 교수팀(이영미, 장형

주, 이영희, 권효진)이 지난 6월 28일 국제 학술지 ‘Teaching 

and Learning in Medicine’이 선정한 ‘2015년 최우수 논문상

(Annual Editor’s Choice Award)’을 수상했다.

‘Teaching and Learning in Medicine’은 의학교육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로, 매년 의학교육 분야 전문가 7명의 심사를 

거쳐 한 해 동안 발표된 논문 중 가장 뛰어난 논문 한 편을 선정해 

최우수 논문상을 수여한다. 이에 2015년도 당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 5편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으며, 그 중 이영미 교수팀의 연

구논문인 ‘Investigation of Unethical and Unprofessional 

Behavior in Korean Residency Training’이 최우수 논문상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논문의 제1저자인 의인문학교실 장형주 조교는  전공의 시절 동

료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전공의 

부적절행위 사례를 수집했으며, 이를 8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그 

원인을 다양한 맥락에서 분석했다. 이 연구는 전공의 비윤리적, 

비전문가적 행위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 이를 개인적 일

탈로 치부하지 않고 수련환경이나 조직문화 등 외부요인의 영향력

을 강조한 점, 직업전문성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영미 교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게 돼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전공의 수련환

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

라고 소감을 전했다.

 고려대 송진원 교수,
 국제 한타바이러스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송진원 교수

가 국제 한타바이러스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Hantaviruses) 차기 회장으로 임명됐다.

송진원 교수는 현지시각으로 6월 1일 미국 콜로

라도주립대학교에서 열린 ‘제10회 국제 한타바이러

스학회(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FRS, HPS and 

Hantaviruses)’ 이사회(現 회장 Connie Schmaljohn 박사, 미국)에

서 차기 회장(President-Elect)으로 선출됐다. 이는 1976년 세계 최

초 신증후출혈열의 원인체가 한탄바이러스임을 밝힌 이호왕 고대 명

예교수 이후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회장에 임명된 것으로, 임기

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이다. 송 교수는 80여 편의 SCI(E) 논

문을 포함해 국내·외 학술논문 130여 편을 발표한 한타바이러스 연

구 분야의 선도자이다. ‘임진바이러스’, ‘제주바이러스’ 등 여러 신종 바

이러스를 발견한 업적을 인정받아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상, 2013년 

이호왕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극소량의 혈액으로 한탄

바이러스의 감염장소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되기도 했다.

송진원 교수는 “메르스, 에볼라 등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이 아직 개

발되지 않은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 상황

에서 국제 한타바이러스학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임기 동안 

전 세계 한타바이러스 연구자들과 힘을 합쳐 세계 보건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차기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제 한타바이러스학회는 세계적 한타바이러스 관련 학술대

회로서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등 3대륙에서 3년에 한 번씩 교대로 개

최되며, 전 세계에서 한타바이러스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해 30년 역

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저명한 학회다.

의대•의전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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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의대 교수진,
 ‘2016학년도 석탑연구상’ 수상
 다수의 SCI 논문 등재로 글로벌 역량 인정받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1명의 교수진이 '2016학년도 석탑연구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 5월 31일 고려대학교 본관 3층 회의

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구로병원 흉부외과 김현구, 해부학교실 

선웅, 법의학교실 손기훈, 안산병원 피부과 손상욱, 안산병원 호흡

기내과 신철,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이경미, 안산병원 의생명연구

센터 황선욱, 의인문학교실 안덕선,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은백

린,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전훈재, 구로병원 내분비내과 최경묵 이

상 11명의 고대의대 교수진이 수상자로 선정돼 상패를 수여 받았

다. 이들은 연구의 질, 연구비 수주액, 연구(논문 및 학술 단행본)

의 양 등 3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석탑연구상 수상자로 선

정됐다.

특히, 전임교원의 2%만을 선정한 수상자 35명 중 11명이 의대 

교수로 고대의대가 우수한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연구

중심 대학으로 앞서 나가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한편, 고려대학교는 소속 교수진 중 연구업적이 탁월한 교원에

게 연구 성과를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석탑연구상을 제정했다.

 내과학교실 김명규 교수,
 대한신장학회 젊은연구자상 수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명규 교수

(안암병원 신장내과)가 최근 대한신장학회의 젊

은연구자상을 수상했다.

김명규 교수는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 36회 대한신장학

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상의 주인공이 됐다. 대한신장학회 젊은

연구자상은 연구업적이 우수하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만 

40세 이하 신장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발표된 논문의 인용지수

의 합이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연구자에게 수상하고 있다.

 고대의대 마취통증의학교실,
 기본 술기 워크숍 성공리에 마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홍식) 마취통증의학교실이 지난 6

월 9일 의과대학 임상수기센터에서 마취통증의학과 기본 술기 워

크숍(Perioperative Basic Procedures in Anesthesiology 

Workshop)을 개최했다.

안암병원 수련의 및 의학과 4학년 12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기조강의 3개(주제 1: Direct Laryngoscopy, Supraglottic 

Airway Devices 주제 2: Fiberoptic Brochoscopic 

Intubation, Cricothyrodotomy 주제 3: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Direct or Sono-guided), Arterial 

Catheterization (Seldinger device), Intraosseous Access), 

임상 실습으로 구성됐다.

마취통증의학교실 윤승주, 박지용, 최성욱 교수는 연구 논문과 

생생한 영상 자료를 통해 학생들에게 본인들의 노하우를 알렸다. 

강의를 마치며 강의 내용을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려면 많은 노력

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오늘 워크숍 내용을 숙지해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시 그에 걸맞은 처치를 해야 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OSCE Room으로 자리를 옮겨 Hands-on or 

Simulation based Training이 이어졌다. 교수와 학생들은 이해

를 돕기 위해 조를 이루어 강의에서 습득한 지식을 직접 모형에 실

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워크숍을 기획한 임춘학 교수(마취통증의학과장)는 “오늘 

워크숍에서 다룰 술기는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마취통증의학

과 뿐만 아니라 의사라면 꼭 익혀야 하는 술기 중 하나이다”라며, 

“이번 워크숍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 접

하기 힘든 마취통증의학 분야의 기본 술기를 직접 익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려대 여자교우회,
 ‘미래 의학 연구의 핵심 요람’ 고대의대 방문

지난 5월 25일 고려대학교 여자교우회(회장 남명화, 고대의대 36

회) 40여 명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방문했다.

이홍식 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고대의대를 잊

지 않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고려대 여자교우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R&D 강화,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

동을 펼치고 있는 고대의대가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명화 회장은 “교우들과 학창시절을 보낸 고대의대에 고려

대 여자교우회 여러분과 함께 방문하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고대의대가 좋은 의사를 키워내고 연구 분야에서도 뛰

어난 성과를 얻어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

다. 개회식에 이어 고려대 여자교우회는 의과대학 캠퍼스 투어를 

통해 아시아 최초로 가상해부대와 로봇시뮬레이터를 갖춘 실용해

부센터와 임상수기센터, 의학도서관을 방문해 고대의대가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의학교육 기관임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려대 의대 의학교육센터 이전식 열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 7월 11일 오후 2시 제1의학관 의학교육

센터에서 이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전식에는 김효명 고려대 의무부총

장 겸 의료원장, 이홍식 의과대학장을 비롯한 고대의대 교수진이 다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고대의대는 교수와 학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수학습 지원과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기존 교

수학습지원센터를 의학교육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현재 교육정책실, 교

수개발실, 학생계발지원실, 수업지원실, 진료수행교육지원실 등 5개실

과 1개의 운영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의학교육센터는 강의실과 멀리 떨어진 의과대학 본관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학생들이 보

다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제1의학관 5층으로 자리를 이전했다.

김효명 의무부총장은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교수님들을 

위한 교육지원과 학생들의 학습활동 지원을 한층 강화해 의과대학이 

발전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식 학장은 “지금의 의학교육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방면

에서 힘써 주신 교수 및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

으로 의학교육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고대의대가 참의사를 키워내는 

요람이 되도록 학장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대 일반대학원,
 연구장려 장학금 수상자로 의과대학원생 3명 선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이 시행하는 우수논문상 및 연구장려 장학

금 지급 대상자 선발에 의과대학 일반대학원생 3명이 선정됐다. 연

구장려 장학금은 대학원 연구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려대학교가 세

계 정상급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도록 지난 2014년에 신설된 장

학 제도다. 이에 고대의대 일반대학원에서는 2016학년도 1학기 수료

연구생 중 우수논문상 및 연구장려 장학금 수상자를 선발했다.

수상자는 의과학과 윤성식(의생명과학 전공, 박사과정), 의학과 

한규만(정신건강의학 전공, 박사과정), 의과학과 이유나(의생명과

학 전공, 석·박사 통합과정) 총 3명이며, 이들에게는 백만 원의 연

구장려 장학금을 주어진다.

이홍식 의과대학장은 “최근 급격하게 변하는 의료시장에서 능동

적으로 상황을 주도해 나가려면 의학 연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며, “연구장려 장학금을 통해 앞으로 의료 분야 연구 및 의학

기술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연구자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고대의대,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에서 장학금 수여 받아
 의대대학원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 3명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 지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 7월 7일 오후 4시 의대 본관 학장

부속회의실에서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이사장 문용자) 장학

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고대의대는 국내 최초로 의대대학원에 통일보건의학 협동과정

을 개설하고 2학기부터 건강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을 본격화한다. 이번에 지원한 대학원생은 총 3명으로 이 중 

2명이 북한출신 보건의료인들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과 ㈜인터컴(대표

이사: 최태영)의 선의와 노력이 만난 결과이다. 통일보건의학을 선

도할 미래 주역들의 고대의대 협동과정 진학 사실을 접한 국제회

의 기획전문 회사인 인터컴(대표이사: 최태영)이 남북한 의료통합

과 건강한 통일에 기여하고자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을 통해 입학

금과 장학금 전액을 지원한 것이다.

문용자 재단 이사장과 최태영 대표이사는 “보건의료교육를 매개

로 남북한의 건강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보건의료분야의 리더로 자라나 남북한의 교류, 협

력과 통일의 주역으로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이홍식 학장과 김영훈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 주임교수는 

“고대의대는 지난해 통일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남북 보건

의료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

도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와 통일보건의학분야 인재 육성에 아낌없

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8·9월 학사일정

8

1(월) 휴·복학 원서 접수(~8.25)

1(월)~5(금) 2016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1(월)~12(금) 의학4: 임상의학능력성취도평가

15(월) 광복절

16(화) 의학과 2학년 개강(예정)

16(화)~9/23(금) 의학2 : category 4(예정)

23(화)~30(금) 2016학년도 제2학기 등록

29(월) 의학과 1학년 개강(예정)

9

1(목) 2016학년도 제2학기 고려대학교 개강

1(목) 생각의 향기(예정)

6(화)~9(금) 2학기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14(수)~16(금) 추석연휴

23(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9/9~11/26)

23(금)~24(토) 정기 고연전

30(금)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

26(월)~11/4(금) 의학2 : category 5(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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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본과 1학년 1학기를 종강하고 얼마 전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마

치 전쟁터에서 기나긴 전투를 끝내고 승전보를 들고 돌아온 장수의 마

음인 것 같았습니다. 지난 학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었나 봅니다. ‘아, 이

제 1학기가 무사히 끝났구나...’ 하며,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며칠을 편히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대생이면 누구나 지내

는 본과 1학년이지만 예과와는 다른 공부량 때문에 학기 시작 전부터 

본과 1학년을 준비하는 마음엔 걱정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학기 중 

5월에는 20일 이상을 감기에 시달렸지만 매일 매일의 빡빡한 학사일정

과 해야 할 공부가 많아 병원에도 변변히 가지 못했었습니다. 진작 보약

이라도 해줄 걸 하는 마음뿐이었지 회사일 때문에 바쁜 저나 공부로 바

쁜 아들이나 건강을 챙기기 위해 특별한 뭔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마 동아리 활동인 검도와 헬스장에서의 운동이 지난 1학기를 잘 견

딜 수 있게 해준 게 아닌가 합니다.

1학기를 무사히 끝낸 안도의 한숨도 잠시, 주위에서 선배 엄마들이 그

러더군요. 지난 1학기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앞

으로 계속해야 할 공부량과 인턴, 레지던트 이후의 병원생활은 정말 의

지와 신념 없이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최근 헬스를 다시 시작하는 아들을 보며 2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는 군사 같이 느껴졌습니다. 쉬는 동안 그 동안 못 본 책도 읽는 등 

편안하게 보내는 모습을 보며 지나고 나면 걱정했던 것만큼은 아니고 학

교에서 하는 대로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가겠다는 마음자세만 있다면 힘

든 고비 하나씩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결코 

녹록치 않다고 아들보다 25년여를 먼저 산 인생 선배로서 단언할 수 있습

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나 결코 일어나서 안 될 상황이

나 불행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 다 지나가

며, 그런 경험이 미래의 내가 더 단단해지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아들이 고대의대에 입학하고 난 후부터 저에겐 새로운 일과가 생겼습

니다.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할 때, 네이버에서 ‘고대의대’와 ‘고대병원’

을 검색 해 보는 일입니다. 새로운 연구소식과 수상소식 등에 같이 기뻐

하고 나날이 발전해나가는 병원의 모습과 의대의 모습은 저에겐 또 하

나의 희망찬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바이오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끝없는 생명에 대한 

욕망과 인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런 인간의 생명과 욕망에 대한 연구와 관련 산업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

아 있을 연구과제와 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대의대생들이 연구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공간을 만들어 주신 학교와 선배님들, 그리고 많은 

기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

해 ‘세상을 바꾸는 의사가 되자’라는 슬로건과 같이 미래와 인류에 대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미력한 글을 올

립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1 학부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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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학교실

송진원 교수

환자 혈액에서 극미세소량의 한탄바이러스
유전체 전체 염기서열 정보 얻는 새로운 기술 개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송진원 교수팀이 방위사업청의 

연구지원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국군의무사령부와 공동으로 신증후출

혈열(유행성출혈열)을 앓고 있는 환자의 혈액에서 신속하게 한탄바이러

스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송진

원 교수가 주저자(Principal Investigator)인 이번 연구결과는 ‘사이언

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에 5월 25일 ‘다중 프라이머 유전자 증

폭반응 기반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을 이용한 신증후출혈열 환자 혈액

에 서  극 미 세 소 량 의  한 탄 바 이 러 스  진 단  및  분 석(원 제: 

Phylogeographic analysis of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patients using multiplex PCR-based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사이언티픽 리포

트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로 생물,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과 임상과학 분야의 연구결과를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다. 연구의 핵심은 새로운 다중 프라이머 유전자 증폭반응 기반-차세

대염기서열분석법을 통해 극미세소량의 바이러스 유전체가 있는 신증

후출혈열 환자 혈액에서 한탄바이러스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얻는 것

이다. 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으로 신증후출혈열 환자에게 신속 정확

한 진단을 내림과 동시에 감염 장소도 밝힐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연구

결과는 앞으로 급성 바이러스 감염병의 출현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인수

공통전염병의 전파 경로를 찾게 해 큰 의미가 있다. 송진원 교수는 “최

근 고병원성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류의 건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이번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을 이용

한 연구결과를 통해 한탄바이러스의 발생과 전파에 대한 깊이 있는 이

해가 가능하고 다른 신종 바이러스병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송진원 교수는 1996년 고대의대 미생물학교실에 부임한 이후 '

임진바이러스', '제주바이러스' 및 여러 신종 바이러스를 발견했으며, 그 

업적을 인정 받아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상, 2013년 이호왕 어워드를 

수상했다. 또한 80여 편의 SCI(E) 논문을 포함해 국내외에 학술논문 

130여 편을 발표하는 등 한타바이러스 관련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바

이러스 연구의 권위자이다. 송 교수가 소속된 고려대학교 미생물학교실

은 1976년 이호왕 교수가 세계최초로 신증후출혈열의 원인체인 한탄바

이러스를 발견해 의학계에 큰 기여를 했으며, 현재 다양한 병원성 바이

러스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바르게 하라, 교육은 의과대학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고 삶을 바꿀 수 있다’
교수들은 강의를 홀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교수의 업적을 주로 

연구논문과 학회 참석과 같은 학술 활동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수가 드문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강의를 갈고 

닦을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교수들이 교육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잃는 것

은 당연할 수 있다.

의과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고통 받는다. 시험이 끝나

면 기억나지 않을 ‘죽은 지식’을 외우기 위해, 학생들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게 된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나흥식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저는 생리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생리학의 흥미로운 면

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나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대학

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무성의합니다. 많은 교수들은 학생

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만한 나이가 되었다는 논리를 펴면서, 교육법 개

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합니다.”

나흥식 교수는 고려대에서 강의 평가가 뛰어난 교수에게 수여하는 ‘석탑

강의상’을 2006년 첫 번째 수상한 이후, 15번 수상한 유일한 교수이다. 나 

교수가 하는 교양수업은 의대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의 학생들로 항상 

가득하다. “강의에 필요한 정보들은 이미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 교수

는 말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원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긴 쉽지 않다. 나 교수는 흥미로운 이미지와 예제를 

추가해 가르치는 등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해왔다. 나 교수는 학생들

이야 말로 교수의 교육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스승이라고 했다. 

학생들의 반응이나 질문이, 교육 방법이나 강의 자료를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과목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

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인체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은 어느 것일까

요?’라고 물었을 때,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더 중요한 기관일수록, 더 단단한 뼈와 다른 기관으로 보호받기 때문입니

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뇌, 심장, 폐, 생식기관, 소화기관이 있는 곳

을 보면, 중요한 기관의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순서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거의 잊혀 지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겐 중요한 일이죠. 논리적인 강

의를 들은 후에는 아무런 배경지식이 없었던 학생이 전문가 수준의 질문

을 하기도 합니다.”

나흥식 교수의 목표는 보통의 학생들을 훌륭하게 만들고, 훌륭한 학생

들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대로만 된다면, 교육이 의과대학의 혁

신을 일으킬 수 있고 많은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나 교수는 믿는다.

신경병증성 통증과 아토피 피부염이 연구주제인 생리학자로서, 나흥식 

교수는 의학 연구자로서의 그의 일을 사랑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교

육을 통해 학생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흥식 교수는 자신 또한 좋은 선생님을 만난 수혜자라고 말했다. “중학

교때 생물 선생님이 제가 생물학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셨

습니다. 선생님은 시험을 위해 암기하는 것 대신에 분석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죠.”

나 교수는 빈민들에게 담보가 없이 소액대출을 제공해 빈곤퇴치에 이바

지한 공으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무하매드 유누스’에게 영감을 받

아, ‘팀 기반 교육 시스템’을 강의에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이 

팀으로서 협동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저는 수업 마

지막에 각 팀마다 한 학생을 뽑는데, 그 학생은 구술 테스트를 받아야 하

고 그 학생이 얻은 점수는 곧 모든 팀원들의 점수가 됩니다. 이 방법은 학

생들의 협동심과 학습욕구를 신장시키는데 매우 성공적이었고, 이 방법은 

곧 다른 과와 학교 전체로 퍼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은 대학 교수
앞으로 삼년 후면 나흥식 교수는 의대 교수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칠 것입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 교수는 대도시나 외딴 시골을 가리지 

않고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해왔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교육방법이 너무 진부하다는 것

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잘못된 교육 방법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과학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은 듯합니다.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

이들이 공부를 경쟁의 수단이 아닌 흥미의 대상으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흰 도화지와 같은 유치원생들의 교육에 열정을 갖는 이유

입니다.” 

나 교수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과학 교사들과 ‘재능기부’ 형식의 관

계를 구축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부터 강원

도 홍천에 있는 전교생이 12명뿐인 초등학교까지, 기회가 닿는 대로 학생

들 앞에 서 왔다. 나 교수의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은 여러 학생들이 꿈을 

찾아 고대 의대로 왔다. 작년에 고대의대에 입학한 신입생 중, 10명의 학생

이 중 고등학교 시절에 나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고 했다. 

나 교수는 “생물학적 인간이라는 교양수업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 생명과 환경이 갖는 중요한 가치를 알

려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아토피 피부염 및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
동물 모델 개발자
나흥식 교수는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 쥐 모델의 개발자로, 이 모델에 대

한 정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통증관련 교과서인 ‘Textbook of 

Pain’ 에 실렸다.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1981년부터, 단 하루도 제 일을 즐기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실험실은 나의 놀이터에요.” 나 교수가 말했다. “연구는 아

직도 제가 매일하는 일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는 또한 피부 염증의 일종인 아토피 피부염 쥐 모델의 개발자이다. 아

토피 피부염은 환자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특히 가려움증을 완

화시키려고 긁는 과정을 통해 피부염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만성 통증과 아토피 피부염의 공통점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나흥식 교수

는 지난 2014년 이화여대 약대 박혜영 교수

와 함께 새로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개

발했다. 나 교수는 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

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과 협업을 계속할 것

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7월 18일자 <코리아타임스> 

나흥식 교수님 인터뷰에서 발췌했습니다.

피 한 방울로 한탄바이러스 감염 장소 알아내는 길 열린다

고려대 송진원 교수, 연구 성과 ‘사이언티픽 리포트’ 게재

‘죽은 지식’에 새 생명을 어떻게 불어 넣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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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Watson은 그 유명한 탐정 셜록 홈즈의 조력자로, 명석한 추리능

력과 객관적 분석을 통하여 셜록을 돕는 인물이다. 또한 그는 의사이기

도 하다. 이렇게 의사는 명석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직종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반영하고 있고, 또한 Dr. Watson은 그 통념

을 강화하는 문화적 아이콘이기도 하다. 또 다른 왓슨은 IBM이 보유한 

초대형 컴퓨터 의사다. 왓슨에는 수많은 임상정보가 입력되어 있고, 인

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환자 영상을 읽고 진단하기도 한다. 최근 언론

에는 왓슨을 이용한 인공지능 진료의 발전이 조만간 의사의 지위를 위

협할 것이라는 (우리로서는) 다소 무서운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인공지

능은 객관적인 상황을 기계적으로 계산하고 분석하다 보니, 주관적이

고 ‘인간적’인 사람보다 더 믿음직하므로 진단을 맡겨도 좋겠다고 여기

는 세간의 평판도 읽을 수 있다. 지금과는 점점 달라질 미래는 무섭고 

불안하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하고, 이것이 교육과 학습의 

목표이기도 하다. 전통의 유지와 미래의 개척은 대학에서 포기할 수 없

는 두 개의 축이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AI 왓슨의 시대에 맞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의사와 사뭇 다른 이미지를 가진 과학자들에게서 일부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과학자들은 조금은 기괴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기도 하

지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과학자들이다. 수많은 만화나 영화 

속 악당의 직업이 과학자인 것은 과학자에 대한 통념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왜 과학자는 못 믿을 만한 존재라는 인상을 얻게 되었을까? 과

학자들은 축적되어 온 안정적인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상

을 해석하기보다는, 정보가 부족한 영역에서 기발한 창의성을 발휘하

여 ‘가설’을 구축한 후,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새 정보를 창조하는 

직종이다. 이 과정은 창조적인 동시에 틀릴 가능성도 매우 높은 불완전

한 과정의 연속이므로, 보고 또 보는 반복을 거듭해야 한다. (그래서 연

구를 영어로 ‘re’search 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연구 중인 내용에 대해

서 과학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명석한 척 하지만 틀릴 수도 있지만 늘 

기괴하다. 더구나 연구 결과를 공개한 후에도 오랜 시간동안 동료들과 

논쟁을 계속해야 한다. 이러한 과학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무것도 모

르거나 상식을 파괴하는 듯 한 것이라, 부정적 이미지와 맞닿아 있다. 

전통적 의학은 모두 경험적이었고, 임상 시술에 과학적인 근거를 밝히

는 것은 그리 필수적이지 않았다. 현대 의학의 발전은 경험적 지혜를 과

학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즉 의학적인 경험은 과

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새로운 약물의 개발이나 임상 시술의 적용 

모두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이제 의사들이 전

통적으로 축적되고 잘 정립된 지식에 의존하여 임상을 수행하는 것뿐

만 아니라, 다소 모험적이며 기괴한 과학자로서의 소양 역시 가지기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실상 이러한 요구가 대학의 정규 의과대학 교과

목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애매한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학과 사회의 대응은 그 동안 학생을 선발하여 ‘의과학 엘리트’를 양성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MD-PhD 과정의 개설이나, 일부 연구

중심 대학교에 의과학대학원을 개설하는 것 등이 이러한 시도의 하나

라고 생각된다. 

Dr. Watson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모든 의사들은 본인의 경쟁력과 

국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이 요구받고 있다. 전통적 지식과 경

험을 데이터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AI를 구현하는 것은 이미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의 역할 중 상당 부분이 조만간 기계로 대치될 것이라고 한

다. 그러나 개발자 또는 과학자로서의 창의적이며 기괴한 측면을 AI가 

구현하게 될 날은 아직도 멀었고, 기계에게 인간이 지배되는 디스토피

아를 원하지 않는 인류는 이러한 기능을 AI에 넣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의사와 의과대학의 적극적 대응의 한 축은, 과

학적 소양 증진에 있고, 또 한 축은 아이러니하지만 보다 인간적인 의사

를 양성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의과대학의 교육 역시 과학

적 역량 증진, 즉 의과학 교육의 확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인문학 교육과 같은 인성 교육 역시 강화하여 균형 감각을 높여야 

한다. 과학과 인문학 교육이 더 폭넓게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Dr. Watson

인물
포커스 의학정보관리부

이은주 과장님

인물포커스 릴레이

의학정보관리부

이은주 과장
병리학교실

김희환 선생님

우연히 ‘도서관학(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사서’라는 명함으로 공부가 

아닌 일터로써 20년 넘게 도서관에 있을 줄은 몰랐다.

학창시절 나에게 도서관은 동기와 선배, 후배를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

다. 또한, 먹먹하고 처절한 나의 모습에 자신 없고 지쳤을 때 나를 위로해 

주던 곳이고 때론 혼자 눈물을 삼킬 수 있었던 곳이었다. 도서관에서 새

벽 안개를 보며 힘을 얻고, 밤 하늘의 별을 보며 미래를 꿈 꿀 수 있었다.

요즘 의학도서관은 전 세계의 지식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원문까

지 제공하고, 소장하지 않은 자료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제공 받으며, 

교육/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이용 교육과 연구지원서비스 등 전문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본교 소장 도서도 세종 소장 도서도 클릭 한 

번으로 의학도서관에서 365일 24시간 책을 받아 볼 수 있고, 반납도 가

능하다. 과거 책과 공부방(열람실)만이 도서관의 전부라는 생각은 큰 오

산이다.

최근 고민하고 있는 의학도서관의 과제는 시공간 제약 없는 지식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물’간의 지능을 연결, 이를 다시 

개인화시키고, 융합하는 초고도화 작업이다. 

7월 의학도서관은 좀비처럼 걸으며 시험 공부하거나 머리를 쥐어짜며 

전공서적을 파고 들었던 학생들은 잠시 휴식기에 들어 갔다. 대신 동기들

과 웃고 떠들고 때론 열심히 토론하고 언쟁하는 모습으로 또는 책 너머 

우정을 쌓거나 논문을 찾기 위해 서가 사이를 뛰어다니는 모습들로 바뀌

었다. 도서관 지킴이 사서들은 고대 역사를 대변하는 도서들의 무게를 감

당하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자료를 찾아 제공하고 연구지원을 제공하기

에 여념이 없다. 또한, 열람실과 로비를 쾌적하고 열린 공간으로 기획하여 

변화를 꾀하고 있다. 

도서관은 언제나 열려있고 언제든 올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살아 숨 쉬

는 공간이다. 치열하고 꿈 많았던 학창시절 기억의 편린 중 의학도서관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가슴 한편에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다음 인물포커스는 항상 웃는 얼굴의 의과대학 기초학교실 숨은 조력

자!! 병리학교실의 김희환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캠퍼스
라이프

의학과1. 홍원진

2월 29일, 본과 1학년 개강 첫날, 나는 내가 과연 이번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걱정됐다. 학기 시작 전에 선배님들로부터 본과 1학년 1

학기에 대해 ‘네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거야.’, ‘고3때의 한 3배쯤

은 공부한 것 같아.’ 등 한번도 ‘할 만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부반장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데 이번 학기에 학년 대표단의 일원을 맡게 되어 더욱 부담이 크기도 했

다. 첫날 수업을 듣고 나서 나의 두려움은 정확히 적중했다. 예과 때는 

전공, 교양 상관없이 첫날은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진도를 나가

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시간표를 보니 첫날부터 6교시까지 빽

빽하게 수업이 있었고, 각 과목별 총론을 나가는 데다, 심지어 해부학은 

넙다리 앞쪽(anterior thigh)에 대한 진도가 예정되어 있었다. 나는 

‘50분짜리 수업인데 넙다리 앞쪽이면 뼈랑 근육 몇 개 정도 배우고 말

겠지?’라고 생각했으나, 그 50분 동안 슬라이드 수십 장이 지나갔고 그

날 복습해야 하는 뼈의 온갖 부위 단어들을 보며 한숨만 나왔다. 본과 

1학년 1학기에서 보통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해부학 실습이라고들 한

다. 나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첫날과 둘째 날 해부학 실습이 가장 기

억에 남는다. 첫날은 조별로 각자 배정받은 카데바(cadaver)에 대해 경

건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실습을 위해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둘째 

날은 다리의 얕은 구조물을 보기 위해 피부 벗기기(skinning) 작업을 

했는데, 첫날 그 엄숙했던 분위기, 둘째 날 처음으로 인체에 메스(mes)

를 댔던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1학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고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역시 암기 위주의 압도적인 학습량 이었

던 것 같다. 고등학교 때까지 나는 수학, 물리와 같이 이해 위주의 과목

을 좋아했고 생물, 영어와 같이 암기 위주의 과목을 싫어하는 편이었는

데, 본과 공부는 일단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되니 더욱 적응하기 힘들었

다. 특히 해부학, 조직학과 같이 구조물의 이름, 위치를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의 경우에는 ‘일단’ 외워야 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

왔다. 어떤 동기는 외워야 할 것이 정해져 있으니 편하다고 말하기도 했

지만,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었던 것 같다. 외우는 것을 귀찮아하

는 성격이다 보니 딱히 나만의 암기법이 없어 본과 1학기 생활은 암기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한 학기 동안 항상 어렵고 힘든 기억만 있던 것은 아

니다. 첫 시험이 해부학 시험이었는데, 시험 며칠 전까지도 공부하는 방

법을 잘 몰라 허우적대던 나한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

낌없이 조언해준 선배님과 동기들, 시험공부 때문에 바쁜데 흔쾌히 질

문을 받아주고 수업 필기를 빌려주는 동기들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적응

하여 마지막 기말고사까지 버텨낼 수 있었다. 또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같이 힘든 과정이고, 동기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과정에서 그 순간만

큼은 힘들었던 것도 잊을 수 있었다.

또한 공부를 하다 보니 나름대로 요령도 생기고 재밌는 것도 찾을 수 

있었다. 가령 예전부터 무릎반사의 원리가 궁금했는데 기초신경과학 시

간에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으니 이해도 잘 가고 수업이 재밌게 느

껴졌다. 특히 생리학 과목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생리학이란 학문 

자체가 인체의 기능이 나타나는 과정이나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 가령 ‘왜 아침에 

밥을 먹고 나면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고 싶을까?’, ‘왜 운동을 하고 나

서 쉬는데도 일정 시간동안 계속 숨이 가쁠까?’ 등에 대한 기전을 알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즐거웠다. 학기를 마치고 되돌아보니 힘들

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은 추억도 있었고 단순히 의학 외적으로도 배웠

던 것이 많아서 보람찬 생활을 보낸 것 같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고등

학교 3학년 때도 해보지 않은 밤샘 공부를 해보고, 집중력이 부족해 한 

곳에서 세 시간 이상 공부한 적이 없는데 시험기간에 중앙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기도 했고, 학년 대표단 업무를 하면서 난생 처음 해보

는 여러 가지 일과 중간 중간 생기는 트러블도 경험해 보고, 시험이 끝

난 날 동기들과 함께 신나게 놀기도 하고, 이 짧은 세 달하고 보름 정도

의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가장 힘들다고 하는 본과 1학년 1학기를 지내는데 가장 

옆에서 도움을 주고 격려해준 14학번 동기 및 선배님들, 모르는 것이 있

을 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좋은 의사가 되도록 성심성의껏 가르쳐 주

신 해부학교실, 생리학교실, 생화학교실 교수님들과 조교님들, 나이도 

가장 어리고 미숙한 일처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도와주셨던 학년 대

표단 분들과 학사지원부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조교님들, 그리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항상 격려해 주고 한 학기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

와주신 부모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본과

1학년 1학기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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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AGIC의 본격적인 닻을 올리다
KU-MAGIC 연구원 기술사업본부장 및 연구단장 임명
각 사업별 연구단 구축, 바이오메디컬 융합연구 가속화

고려대학교는 지난 5월 24일 인촌챔버에서 KU-MAGIC 연구

원 기술사업본부장에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송해룡 교수를 

임명했다. KU-MAGIC 연구원의 5개 각 분야 연구단장도 임명됐

다. 바이러스/감염병에는 구로병원 연구부원장 임채승 교수(진단

검사의학과)와 약학대학 송대섭 교수(약학과), 미래형 의료기기에

는 안암병원 연구부원장 이상헌 교수(재활의학과)와 정보통신대

학 인호 교수(컴퓨터학과), 정밀의료에는 안암병원 김열홍 교수(혈

액종양내과), 생명과학대학 김형기 교수(생명공학과), 스마트에이

징에는 의과대학 김원기 교수(뇌신경과학교실), 생명과학대학 이

민석 교수(생명공학과), 빅데이터 및 AI에 공과대학 고한석 교수

(전기전자공학부)와 의과대학 이준영 교수(의학통계학교실)가 각

각 임명됐다. 임기는 기술사업본부장과 연구단장 모두 2016년 5

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만 2년이다. 고려대가 지난해 출

범한 KU-MAGIC 프로젝트는 ‘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의 약자로 바이오메디컬 관련 융합연구 촉진

과 이를 통한 사업화, 글로벌 네트워킹 등을 바탕으로 의료산업화

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본부장과 사업단장 인사임명

을 통해 KU-MAGIC 프로젝트를 더욱 가속화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5일에는 바이러스/감염병 분야 융합연구 및 사업화 논의를 

위한 킥오프 미팅을 가졌으며, 다른 연구단도 미팅을 통해 융합연

구를 활성화 시키고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도

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KU-MAGIC 연구원은 9월 초 

‘2016 KU-MAGIC 리서치 포럼’을 개최하여, 바이오메디컬 분야

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연구진들과 의료진들이 함께 참여해 심도 

연구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고대의대 이영미 교수, 의학발전기금 1억 원 기부
학생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효명)은 6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의무부총장 접견실에서 약정식을 가졌다. 이영미 

교수(의인문학교실)가 전달한 1억 원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발

전을 위한 ‘의학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약정식에는 이영미 교수를 포함하여 김효명 의무부총장, 

이홍식 의과대학장, 박종훈 의무기획처장, 편성범 대외협력실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영미 교수는 “언젠가 기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

데, 존경하는분들 앞에서 약정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

다”며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효명 의무부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의료원 내 기부문화 확산

에 큰 밑거름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후학 양성 및 의학 발전에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그림 그리는 의사 최창희 교우, 고대의료원에 서양화 기증
의료원 발전과 환자 쾌유를 위해

고려대학교의료원은 6월 14일 의과대학 본관 본부회의실에서 

의사 화백 최창희 교우(의대 29회)로부터 서양화 3점을 기증 받았

다. 기증 받은 서양화 3점은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에 전시

되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와 고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할 예정이다. 이날 기증식에는 최창희 교우와 문영목 前 서울시의

사회장을 비롯한 고려대학교 김효명 의무부총장, 이기형 안암병

원장, 은백린 구로병원장, 차상훈 안산병원장, 편성범 의료원 대외

협력실장 등이 참여했다. 최창희 교우는 “모교발전을 위해 작품을 

기증하기로 결정했다”며 “환자들에게 치유의 희망을 전달할 수 있

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효명 의무부총장은 “의료원의 성장동

력은, 이처럼 교우님들의 사랑과 지원에서 시작된다며”며 “최창희 

교우님의 작품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안이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최창희 교우는 고대의대 졸

업 후 1999년 화단에 데뷔하여 前 한국의사미술회장을 역임하는 

등 진료활동과 더불어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는 고대의대의 자랑

이다. 특히 지난 2012년과 2014년에도 고대의료원에 서양화 3점

을 기증하며 꾸준한 모교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세계 내분비 연구자들과 학술 교류의 장 마련
제8회 아시아-오세아니아 비교내분비학회(AOSCE)
심포지엄 성료

제8회 아시아-오세아니아 비교내분비학회(The Asia and 

Oceania Society for Comparative Endocrinology, AOSCE 

2016)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지난 6월 20일(월)부

터 24일(금)까지 5일 간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학회와 고려대 의대 BK21PLUS 융합중개 의과학 

사업단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아시아, 오세아니아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의 13개의 국가에서 100여명의 학자들과 국내 110여명

의 학자들이 참석해 그 열기가 뜨거웠다. 또한, 고대의대의 국제적

인 학술적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내분비학과 신경생물학 분야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는 6개의 기조

강연을 포함해 12개의 심포지엄, 103개의 포스터 발표로 구성됐

다. 아울러 다양한 실험동물모델에서 내분비학 및 신경생물학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으며, 기초생명과학에서부터 중개

의과학연구에 대한 폭넓은 발표도 이뤄졌다.

성재영 AOSCE 조직위원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김효명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경진 지역조직위원회 수석고문, 카즈

요시 츠즈이 학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효명 의무부총장은 “AOSCE 학술 심포지엄은 비교내분비학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여러 대학들 간의 

친밀감 형성 및 내분비 분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했다.

김경진 지역조직위원회 수석고문은 "이번 학회는 13개국 내분비

분야의 뛰어난 연자들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해외 내분비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회가 

보다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즈요시 츠즈이 학회장은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 간의 학술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위해 1987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

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오세아니아 비교내분비학회(AOSCE)는 내분비학 

및 신경생물학 등 기초 생명과학에서부터 임상의학 중개연구 기반

의 의과학 연구에 대한 발표들까지 최신 연구를 발표하고, 다양한 

최신지견을 공유할 수 있는 행사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열리 행사

로서 세계 각국의 의학정보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고대의대 황종익 교수,
메디컬오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협약
난치성 탈모 관련 질환 환자들에 희망

고려대 의료원산학협력단(단장 윤영욱)은 지난 6월 1일 고려대

학교 의과대학 3층 본부회의실에서 ㈜메디컬오와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모발재생 제품 개발’에 대한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협

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윤영욱 산학협력단장, 황종익 교수와 

㈜메디컬오 장동훈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

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본 협약을 통해 ㈜메디컬오가 보유한 한방 

발모 기술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보유한 양방 검증시스템을 이

용하여 과학화와 표준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

학 황종익 교수는 “고려대학교가 보유한 다양한 동물모델과 차별

화된 분자생물학적 기전 분석 시스템이 한방 천연물 소재의 탈모

관련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 검증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것”이

라고 말했다. 탈모관련 질환은 난치성 질환으로 그동안 예방 및 

치료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황종익 교수의 기술이전 협약

을 통하여 안전한 천연물 소재로부터 탈모 치료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려대의료원은 KU-MAGIC 프로젝트, 산

하 2개 병원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 운영, 의료기술지주회사, 대

형국책과제 수주 등을 통해 의료기술을 특화해 집중 육성하며 의

료산업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KUMC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