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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GING THE FUTURE

생명 존중을 실천하며 , 미래의학으로 도약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고대 의대

전문성, 창의성, 윤리의식을 갖추고

사명

인류 복지와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를 양성한다.

1

생명 존중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기본진료 역량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의학 교육 본연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개발하는 의사를 양성한다.

2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다양한 학문분야와 소통하고 융합하며
의생명과학을 선도하는 창의적 연구를 수행한다.

3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생명존중과 사람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세계의학발전을 선도한다.

교육 목적

자유 · 정의 · 진리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윤리의식, 전문성, 리더십을 갖춘 인재 양성

교육 목표

‐ 생명의 존엄성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사
‐ 최선의 진료와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
‐ 보건의료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지도자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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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1 Health Science Meeting Seoul 2011 개최

2012
1941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1

2

3

(현 안암병원) 개원

4

1948

2. 일생을 여성의학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에 힘쓴 김탁원, 길정희 부부
3. 전 재산을 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에 희사한 우석 김종익

‐ 국내 최초 법의학교실 창립

1983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개원

(전문학교에서 정식 대학으로 승격)

1985

수도의과대학

1. 최초의 여성의학교육기관을 세운 로제타 셔우드 홀

‐ 세계 최초 신증후출혈열 원인체 한탄바이러스 발견

서울여자의과대학

1957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선각자

의과대학 본관 준공

1976

(여자의과대학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

2013
국내 유일 단일 의료기관 연구중심병원 복수 지정

(안암병원, 구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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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개원

2014
‐ 문숙의학관 준공
6

‐ 국내 최초 냉동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아기 탄생

‐ 국내 최초 신종인플루엔자 세포배양 백신 개발

2015

1987

국내 최초 세계의학교육연합회 ( WFME) 평가

1959

세계 최초 열 손가락 절단, 8명 접합

국내 최초 신경외과학교실 창립

1988

국내 유일 세계 9개 의대와

1961

세계 최초 신증후출혈열 백신 한타박스 개발

‐ 국내 최초 심전도기기 도입
‐ 국내 최초 요도를 통한 수술 실시

1905

1964

고려대학교의 근간 보성전문학교 설립

국내 최초 법의학연구소 개소

1928

1967

조선여자의학강습소 개소

우석대학교 의과대학

1991
명륜동 캠퍼스에서 안암동 캠퍼스로 이전

2017

Global Alliance of Medical Excellence 창립

2018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90주년

2019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승격)

아시아 최초 세계의학교육연합회 학술대회 공동 주최

1994
국내 최초 대장암 복강경 수술 시행

1998
국내 최초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 시행

2028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00주년

국내 최초 의학교육학교실 창립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개교

1970

2001

국내 최초 재활의학교실 창립

국내 최초 한국형 인공심장 체내 이식 성공

1971

2007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출범

History

청담 캠퍼스, 정릉 K-Bio 캠퍼스 개관

200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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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계 최초 신로봇수술법 개발, 국제 표준 인정

1974

2009

국내 최초 성형외과학교실 창립

아시아 최초 가상해부대와 로봇시뮬레이터 교육 시행

100 th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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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세계대학평가
학문 분야별 순위

성과

90

세계 100 대 의대

THE 세계대학평가 90 위

■

QS 세계대학평가 해부생리계

국내 1위

■

2017 - 2018 의사 국가고시

■

국내 유일 단일 의료기관 연구중심병원 복수 지정

2년 연속 수석 배출

건

기술 이전

억원

2,243
4,348

위

학술 논문

건

10,459

건

통계 기준
2015 - 2019

외부 과제 수주

101

64

위

임상시험 수행

959

미래의학의 핵심 거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0 QS 세계대학평가
해부생리계

124

위

특허 출원 건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

2020 QS 세계대학평가
의과대학 부문

억원

: 안암병원, 구로병원

Advances toward the
future of medicine
8

Achievements

9

교육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의학으로 나아갑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 특장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국제 수준을 확립해가는 의학교육을 목표로 힘써왔습니다.
세계 유수의 의과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국제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국내 최고의 의학교육 인프라와 기초 연구 활성화,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스마트 러닝 공간을 구축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시대에 발맞춘 혁신적인 의학교육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생명 존중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미래의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 덕에 고대 의대만의
전인적 의사 양성 교육과정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은
미래의학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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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Universitas 21 회원 대학

국제 의학교육 및 연구 협의체 창립

Universitas 21

GAME(Global Alliance of Medical Excellence)

학생행복센터

스마트 러닝 공간, 의학도서관

Welfare Center for Students

Korea University Medical Library

11

국제 수준을 확립해가는 고대 의대

국내 최고의 의학교육 인프라

인적 현황
2020년 9월 기준

졸업생

Universitas 21의 국내 유일 회원대학

8,041명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의학의 진보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의학교육의 패러다임을

재학생

전환하고자, 세계연구중심대학 연합체인 Universitas 21(U21)의 국내 유일 회원

653 명

대학으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보건의료 교과과정 도입, 연구중심 환경의
교육 프로그램 협력과 국제 교류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표준을 선도해

492

국제 의학교육 연구의 발판 마련

임상교원

‘GAME(Global Alliance of Medical Excellence)’이라는 국제 의학교육 및

2012년 의과학연구지원센터, 줄기세포실험실, BSL-3 및 ABSL-3 실험실,
실용해부센터, 실험동물연구센터를 비롯한 국내 최고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현한
의과대학 본관을 완공했습니다. 2014년 준공한 문숙의학관은 예방의학, 생화학,

전임교원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홍콩중문대, 영국 노팅엄대학, 독일 뮌헨대 등 세계 유수의 의대 9곳과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해부학, 미생물학, 생리학 등 기초의학, 연구실, 세미나실을 한데 갖추어 연구와

명

교육을 한 공간에 집약시킨 건물로 고대 의대는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70 명

모두에게 사랑받는 스마트 러닝 공간
2018년 의학도서관이 의과대학 개교 90주년을 기념해 리노베이션을 마쳤습니다.

연구 협의체를 창립했습니다. 또, 2019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전문 의학정보와 창의적 학습 및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학술대회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와 공동 개최해 전 세계 56개국 800여 명의

스마트 러닝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고 학생뿐 아니라 교수, 전공의, 의료기술직

의학교육 전문가들과 컨센서스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등 모든 의과대학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2021년 문을 열 청담 캠퍼스와
정릉 K-Bio 캠퍼스를 통해 연구진들이 최대한 연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수월성 높이는 병원 캠퍼스화
의학교육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원
캠퍼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과대학과 안암, 구로, 안산병원에
국제 세미나와 대규모 강의가 가능하도록 최고급 음향설비 및 녹화시스템을 보유한
원격강의실을 구축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강의를 손쉽게 녹화하고
↑
전자 현미경으로 세포의
미세구조를 관찰하는 연구원
↑↑
실용해부센터의
가상 해부대 실습 강의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의학도서관의 ‘Studio M’, 양질의 교육 콘텐츠
발굴을 위한 구로병원의 ‘AK 스튜디오’ 및 안산병원의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교육 인프라 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실제 병원과 동일한 환경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장비, 모형과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진료실습으로 교육 효과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시뮬레이션센터는 다양한 임상술기 교육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 인프라의
혁신을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학생뿐 아니라 전공의, 간호사, 의료기술직 등
병원 실정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으로 임상 역량 향상과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Center list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구로병원과 안산병원에도 시뮬레이션센터 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01. 의학도서관
02. 의과학연구지원센터
03. 의학교육센터
04. 실험동물연구센터
05. 생물안전센터

12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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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적 의사 양성 메커니즘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의사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학지식은 물론 기전연구, 신약개발, 치료기기 개발 등
연구개발분야에서 개발자, 벤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고대 의대는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회를 예측하며 한발 앞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통적인 의사의 전문성은 물론, 타 분야에서도
선도적으로 활동하는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아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구 역랑을 강화시키는 유연한 교육과정
고대 의대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이론과 실무가 공존하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상에 빠르게 노출해 환자와 의료인 간 유대감을 교육하며,
기초 - 심화 - 몰입 단계적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다양한 학문으로 시각을 넓히고 개방적인 사고를 체화하도록 ‘Enrichment-

↑ 스튜디오 M

Stream’ 과정을 신설했고, 주도적인 의과학 연구를 위해 학생연구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부부터 연구를 주도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의학교육의 토대
의대생의 행복과 삶의 질 또한 전인적 의사 양성에 중요한 토대이기에 ‘학생행복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심리검사, 진로상담, 학습 1:1 선후배 멘토링,
신체 운동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지도교수제를
수정 · 보완한 전문학습공동체(Professional-Learning Community)를 운영해
한 명의 어드바이저 교수가 한 학년당 두 명씩, 총 12명의 학생을 전담해
지도 ·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학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며 학생들이 성숙한
공동체 의식과 전문가 의식을 갖춘 좋은 의사로 성장하도록 세밀하게 지도합니다.
이외에도 해외 의료봉사, 임상실습 교류 등 언제나 진정성 있는 교육으로

주요 현황

임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동아리

26 개
장학금 수혜 금액 (2019학년도 기준)

2,149,102,35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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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15

연구

↑ 미생물 실험실

주요 현황
2020년 9월 기준

기초 교실

14 개
임상 교실

24 개

연구 , 그 이상의 연구
미래의학 연구의 핵심 요람입니다 .

부속 병원

3개
연구소

41개

국내 최고의 연구중심 의과대학
고대 의대는 세계 최초 신증후출혈열 원인균 발견과 백신 개발, 국내 최초의 법의학
연구소 개소와 같은 의학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며 의학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 두 곳의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 보유,
BK21 플러스 사업 선정, 국가전략프로젝트 정밀 의료사업단 선정 등 연간 400억 원에
달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돋움했습니다.

16

Research

17

기초의학에서 첨단 미래의학까지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글로벌 리더

인적 현황
2020년 9월 기준

연구교수

선도적인 법의학 연구로 민주화에 공헌
1971년 국내 최초로 법의학연구소를 설립해 법의학 연구의 기틀을 다지며 국내
유수의 법의학자와 부검의를 양성 · 배출함으로써 과학적인 법 적용과 인권 신장에

122 명

지난 2013년 안암병원과 구로병원이 연구중심병원에 지정되며 국내 의과대학으로

연구강사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1987년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故) 박종철 군의

20 명

사인(死因)이 고문에 의한 것임을 규명하고 용기 있게 증언하면서, 권위주의 시대의

조교

청산과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크게 이바지해왔습니다.

최고의 연구 역량, 연구분야 트리플 크라운 달성!
유일하게 2개의 연구중심병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의대의 모든 산하
병원들은 단계적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스마트 인텔리전트 병원으로 거듭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의료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정밀 의료를 바탕으로
환자별 개인 맞춤형 치료를 통해 특별한 진료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52 명

세계 최초로 유행성출혈열 예방백신 개발

일반대학원생

‘Physician Scientist’ 양성 황금 라인업 보유

1976년 세계 최초로 신증후출혈열 병원체를 발견해 ‘한탄바이러스’로 명명하고,

(석사/박사/석박통합)

전공의 연구를 위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전문의 연구를 위한 ‘혁신형

고려대학교 바이러스병연구소에서 예방백신 개발에 매진해 1988년 마침내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1991년 ‘한타박스’라는 이름으로 실용화된 백신은

378 명

의사 · 과학자 양성사업’ 두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의사과학자 양성 황금 라인업을
구축한 국내 유일 의과대학입니다. 학생 – 전공의 – 전임의 – 중견의사 단계에

아시아 전역에서 판매되었고, 2천 명대의 한국의 신증후출혈열 환자를 5백 명

따라 수준에 맞는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미래 의생명과학과 인류사회에

선으로 대폭 감소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기여하는 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국산화
고대 의대 교수진은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신종
인플루엔자 범부처사업단을 이끌며 개발하고 국산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으며,
치료제와 진단키트 개발에도 기여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안전에

■

Tech 01

미래의학 선도기술 Top 10

암 정밀
진단 치료

공헌했습니다.
신종 감염병 연구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고대 의대 교수진은

Tech 02

Tech 03

유전자 가위

3D 장기 프린팅

Tech 04

Tech 05

Tech 06

페이션트 온 어 칩

메모리 에디팅

착용형 소프트 로봇

Tech 07

Tech 08

Tech 09

Tech 10

체액생검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A.I 기반 신약개발

클라우드형 공유
병원 정보시스템

확산 초기부터 국가방역체계에 대한 참여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방역체계에 도움을 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으며, 끊임없이 신종 감염병 연구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는 신종 감염병 치료제 개발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8

Research

19

고대 의대 , 세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Global Frontier of KU Medicine
20

21

의학도서관 재탄생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전문 의학정보, 창의적 학습, 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스마트 러닝 공간에서 최신 학술 연구 정보를
수집 · 분석한 학술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2

23

사회 공헌

고대 의대는 손길이 필요한 곳에
생명의 온기를 더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우리 대학은 영리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가 우선이라는 신념으로 의료사각
지대 해소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1980년대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시달리던 근로자와 농촌 주민들을 위해 1983년 구로병원을 시작으로
1984년에는 여주병원, 1985년에는 안산병원을 설립해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습니다.
로제타홀 봉사단
우리는 가장 척박한 땅, 모두가 거부한 의료 불모지에서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해
등불을 밝힌 로제타 홀 여사의 헌신과 봉사 정신을 이어받아 2016년 ‘로제타홀
봉사단’을 창립했습니다. 봉사단은 매년 필리핀, 말라위, 몽골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외 곳곳을 방문해 의료 및 교육, 문화 봉사활동으로 사랑의 인술을
실천하며 나눔의 가치를 전파합니다.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 실천
↖ 2017년 8월
필리핀을 방문해 사랑과
희망을 전한 로제타홀 봉사단
← 2005년 10월
파키스탄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파견된 의료봉사단

24

Contributions to Society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며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의료 불모지에 생명의 나무를 심어왔습니다. 국내에서 시작된
봉사활동은 1993년 몽골 북부 수흐바타르 지역 의료봉사를 기점으로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해외 재난구호와 의료봉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생명 존중과 인류애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5

사회와 세상 , 인류의 역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글로벌 리더

고대 의대의 자랑스러운 글로벌 리더

한국 바이러스 연구의 전설

미생물학교실 이호왕 명예교수
· 미국최고시민공로훈장
· 인촌상, 과학상, 호암상
· 태국 Mahidol 왕자상
·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 대한민국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
·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
· 아산 생명과학 연구소장

바이러스 병원체 발견부터 진단법 발명 · 백신 개발까지 완료한 세계 최초
의학자입니다. 1973년부터 미생물학교실 교수로 재직했으며, 1983년 제12대
의과대학장을 역임했습니다. 1976년 신증후출혈열 병원체인 ‘한탄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1988년 예방백신과 진단법을 개발해 세계 의학발전과
인류 건강 복지에 기여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미국학술원 외국 회원, 자연과학자
↑ 간접면역형광항체법으로 관찰한
한탄바이러스와 젊은 시절의 이호왕 명예교수

최초 일본학사원 명예 회원이라는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 마다가스카르 한 오지 마을에서
아이의 다친 다리를 치료하는 이재훈 의료선교사

이재훈 의료선교사 1993년 51회 졸업

마다가스카르의 슈바이처

· 아프리카 오지 선교회 마다가스카르 선교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부(PCK) 선교사

민족과 사회를 위한 사명감으로
누구보다 앞장서 걸어갑니다.

· Fiainana Be dia Be CEO
(마다가스카르 현지 비영리법인)
· 밀알복지재단 · 아프리카미래재단 · 웰인터내셔널
마다가스카르 지부 지부장
· 제1회 이태석상
· 아산상 의료봉사상

영원한 고대인, 의과대학의 큰 자랑

· 국민훈장 목련장

고대 의대는 개교 이후 8,000여 명 이상의 의료인을 양성하고 배출한 국내 최고의

· 보령의료봉사상 본상

의학교육기관입니다. 우리 대학 교우들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중추적 역할을 도맡아
국민건강 증진과 후학 양성에 기여하고, 의학 관련 협회와 정관계 요직에 진출해
시대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의학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힘쓰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의사가 1만 명당 16명 수준인 의료복지 불모지, 마다가스카르에서
의술을 펼치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환자들과 주변 빈민촌 환자들을 돌보며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2만여 개의 오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동진료사업을

또한, 학교의 전신을 세운 로제타 홀 여사의 희생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곳곳의

펼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실, 보건당국과 함께 현지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민족과 박애의 정신을 널리 알리며 고대 의대의 위상을 드높이고

외과와 내과를 넘나들며 폭넓은 진료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오지 통합의료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의대에서 배운 사랑과 나눔의 인술을 실천하며 모교를 빛낸

전문의사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교우들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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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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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기관
2020년 9월 기준

국제기구
- Association for Medical Education
in the Western Paciﬁc Region
(AMEWPR)
미국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Medicine
- The University of Kansas
Medical Center
조지아
- European University
캐나다
- Dalhousie University
Faculty of Medicine
프랑스
- University of Montpelier
독일
- Ludwig-Maximillian University
in Munich Faculty of Medicine

일본
- Wakayama Medic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Nagoy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 Hokkaido University Faculty of
Medicine, Graduate School of
Medicine and School of Medicine
- Sapporo Medical University
- Kurum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株)三美神
- National Institute for
Physiological Sciences
- SOKENDAI
홍콩
-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Faculty of Medicine

싱가포르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Yong Loo Lin School of Medicine
대만
- National Taiwa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as 21 Health Sciences Group - Medicine Group
(19 institutions 13 countries)
University of Amsterdam

뉴질랜드

University of Auckland

카자흐스탄
- Kazakh Medical University
-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iology
and Biotechnology

영국

University of Birmingham

영국

University of Glasgow

영국

University of Nottingham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인도네시아
- Gadjah Mada University
Faculty of Medicine

아일랜드

University College Dublin

미국

University of Connecticut

중국

에티오피아
- University of Gondar College of
Medicine and Health Sciences

Fudan University

홍콩

University of Hong Kong

말레이시아
- Universiti Teknologi MARA

Universities-Institutions

Countries

네덜란드

베트남
- Vinmec International Hospitals

다자간협정 포함, 2020년 9월 기준

국제교류 부분

남아프리카공화국

University of Johannesburg

스웨덴

Lund University

캐나다

McMaster University

호주

University of Melbourne

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호주

University of Queensland

칠레

Pontiﬁcia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멕시코

Tecnólogico de Monterrey

42

개국

42

개

인바운드 (해외 > 고대)

Person

Countries

187

명

35

개국

아웃바운드 (고대 > 해외)

Person

145

Countries

명

23

개국

GAME : Global Alliance of Medical Excellence
캐나다
University of Alberta

이탈리아
University of Bologna
홍콩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네덜란드
Erasmus University Medical Center
독일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호주
Monash University
일본
Nagoya University

국제 교류
28

International Exchanges

영국
University of Notting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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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메디컬 캠퍼스

1 안암 캠퍼스

2 구로 캠퍼스

3 안산 캠퍼스

4 청담 캠퍼스

5 정릉 K-Bio 캠퍼스

안암 캠퍼스
구로 캠퍼스
안산 캠퍼스

병상 수

연면적

1,048
1,075
809

136,017m2
119,780m2
82,344m2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의과대학을 비롯한 산하 각 병원을 모두 캠퍼스화하여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과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 안암 캠퍼스

2. 구로 캠퍼스

3. 안산 캠퍼스

4. 청담 캠퍼스

5. 정릉 K-Bio 캠퍼스

· 미래 융복합 의료인재 양성

· 한국형 의료실리콘밸리 구축

· 안산 헬스시티 거점

· 융복합 연구 전초기지

· 신종 감염병 연구 클러스터

· 서울 바이오 허브의 중심

· 중증환자 집중케어 시스템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 초특화 진료 경험 제공

· K-Bio 산학연 전진기지

의과대학과 안암병원으로 연결되는

한국형 의료실리콘밸리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안산 캠퍼스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

청담 캠퍼스는 대한민국 바이오 헬스 분야의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신종 감염병,

안암 캠퍼스는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를

받는 구로 캠퍼스는 중증환자를 집중케어하며

센터를 마련해 고대 의대의 생명 존중과

새로운 전초기지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며

빅데이터, 의료인공지능 관련 연구·교육·사업

바탕으로 미래의학 인재 양성의

중증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인류애를 뿌리 깊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사회 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이자 본격적인 신약 및 백신 개발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루어지는 융복합 콤플렉스로서 역할을

핵심 요람의 기능을 다할 것입니다.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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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Medical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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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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