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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의과 학 실험동물연구

센터 개선공사 준공식을 개최하 다.

준공식은 서정돈 총장, 김현수 부총

장, 이종철 의무부총장, 교무위원, 박주

배 삼성생명과학연구소장,  최원석

표이사, 어환 학장, 한태희 연구부학장,

한명준 센터장 등 내외 관계자 6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한태희 연구부학장

의 사회로 한명준 센터장 경과보고, 의

과 학장 인사, 총장 축사, 의무부총장

축사, 건물투어 순서로 진행하 다.

서정돈 총장은 축사에서‘10년이 넘

은 노후 시설이 이종철 의무부총장 겸

삼성의료원장과 박주배 삼성생명과학

연구소장의 전폭적인 물심양면의 지원

으로 개선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하

고, 앞으로 훌륭한 실험동물연구센터

연구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연구성

과물을 기 한다’고 하 다. 

이어진 이종철 의무부총장 축사에서

‘실험동물연구센터를 기반으로 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추가로 시설을

확장해야만 하는 상황이 나타나도록 실

험동물연구센터가 활성화 되기를 기

한다’고 하 다.

준공식 후에 학장실에서 실험동물실

개선공사를 시공한 (주)비앤티스페이스

김성호 현장소장과 삼성생명과학연구소

장인성과장에게공로패를수여하 다.

의과 학 실험동물센터는 1999년 3

월 개소하 으며, 2001년 2월 국제실

험동물관리공인협회( A A A L A C

International)로부터 국제인증을 받

은 시설로 총면적은 1,986㎡(601평)이

다. 이번 개선공사 및 연구기자재 구입

비로 총36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예산

조달은 학에서 6억원, 삼성의료원에

서 10억원, 삼성생명과학연구소에서

20억원을 지원받았다.

노후시설교체와 연구기자재 투입으

로 온습도 안정화 및 청정한 사육환경

확보, 사용공간 및 동물실험공간 확보,

이동 동선 간소화, GEM 동물자원 장기

보존시스템 구축, On-Demand 항체제

작 기반 구축, Phenotyping Center 기

반을 확보 하 다. 실험동물 수용능력도

마우스는 22,960두로 150%, 감염실험

실은1,120두로 370%, 랫드는560두로

370% 확 되었다.

새롭게 동물실험에 해 최적의 인프

라를 구축한 실험동물연구센터는 고급

기술 지원을 확 하여 연구자의 만족도

와 연구력의 활성화를 이루어 초일류

실험동물연구센터로 확립해 나아갈 것

이다. 

실험동물연구센터개선공사준공식개최

성균관 학교 의과 학과 베트남 호치

민시티 학 Natural Science와의 교류협

정에 따라 2010년 10월 1일 베트남 호치

민시티 학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

최하 다. 우리 학에서는 어환 학장, 김

경규교수, 안지인교수, 안진현교수, 이경

훈교수가 참가하 고, 호치민시티 학에

서는 Ho Huynh Thuy Duong 부학장외

4명의 교수가 참가하여 각각 주제발표를

한후토론하는방식으로진행하 다. 

국제학술심포지엄 종료 후 recruit

ment fair에서는 4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writing test와 interview를

실시하 다. interview에 최종 통과한 학

생은 2011년 3월 이후 일반 학원 외국

인전형으로 지원하여 우리 학으로 입학

하게 된다. 

성균관의 -호치민시티 학국제학술심포지엄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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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회(분자세포생물학교실, 기초의학) 교수팀이 간에

서 포도당 생성을 관장하는 토크2를 조절하는 포스파타

아제를 조절하면 혈당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 당

뇨병치료의새로운분자적타깃을발굴했다.

의과대학 구승회 교수 연구진이 미국 솔크연구소와 공

동으로‘스멕’(SMEK)과‘포스파타아제4’(PP4C)의 증

가가 간에서의 포도당 생성 유발을 통한 혈당증가의 원

인이 된다는 것과, 제2형 당뇨병 모델 생쥐에서 리보핵

산 간섭(RNA inter ference) 방법을 통하여 스멕의 양

적 감소를 유발하면 혈당을 정상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는것을규명했다.

이 연구진은 이전 연구에서 포도당 생성 증가 및 인슐

린저항성 유발의 근본인자로 밝혀진 토크2(TORC2/

CRTC2)가 AMPK 등의 키나아제(kinase)에 의해 인산

화가 주로 조절된다는 것을 밝혀냈었다(네이처지 2005

년 9월 8일자). 이번 연구에서는스멕및포스파타아제4

와 키나아제간의 균형적 작용이 포도당 생성 및 혈당 유

지의중요한분자적기전임을새롭게규명했다.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멕을 타깃(target)으

로한생리활성물질의발굴을통하여기존의메트포르민

(metformin) 계통과상이한신개념의당뇨병치료제개

발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평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생명과학분야의세계적권위지인미

국의 미국국립과학회원보(PNAS) 온라인판 최신호에 게

재됐다. 

구승회교수, 당뇨병치료새로운분자적타깃발굴

‘포스파타아제 조절로 혈당 낮춘다’

의학교육실에서는 7

월 2일(금) 부터 7월 3

일(토)까지 G2 과정의

Unit Chair교수들을

대상으로“2010년

Unit Chair 워크숍”을개최하였다.

워크숍은 지난 2월 개최한 Unit chair 간담회

에서 기획되었으며, PBL 교육과정 개발 및 수정

작업, G2문제은행 검토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

었다.

본 워크숍을 통해 각 Unit Chiar교수들은 교과

과정의 내실을 기하고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극대

화 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시간표를 제작하고

G2과정의 시험 문항 문제은행 제작을 위한 기준

을마련하였다.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한 학기 진행한 시

점에서 열린 본 워크숍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취약점을 보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학전문대학

교육과정의초석을다지는계기가되었다.

Unit Chair 워크숍 개최

의학교육실에서는 2010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삼성창

원병원 교수의 e-PBL 평가

제도를 대비하여 삼성창원

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PBL워크숍을개최하였다.

워크숍은 8월 20일(금)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되었

으며, 바쁜일정과먼거리임에도불구하고삼성창원병원

의2학기 e-PBL평가를담당할5명의교수가참석했다.

워크숍은 PBL의 개요, 진행절차, 직접 실습을 통해

PBL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오프라인 PBL에 대한

설명 이후 e-PBL 시연을 보고 실제로 평가 실습을 할

수있는 e-PBL평가를해보는순서로진행되었다.

삼성창원병원 교수 PBL워크숍

본교참여저자 : 제1저자/윤영실(박사후연구원)

공동저자 : 이민우(박사과정), 류동렬(박사과정), 서우영(박사과정)

교신저자 : 구승회교수(의과대학분자세포생물학교실)

2010년 10월 13일(수) 17시, 의

학관 중강의실에서 G1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 교학간담회를 실

시하였다. 이날 교학간담회는 G1

재학생 전원(40명)과 구홍회 학생

부학장, 정규화 삼성의료원 상무가 참석하여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하

고 있는 서초동 기숙사의 입사 시기 및 시설 등에 관한

질문에답변하였다.

2010년 2학기 교학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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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학부생연구논문 2편이 SCI 급 학술지에

게재 되었다. 의과대학 손대용(G3), 김선웅(G3), 하

창민(G1) 학생이 공동저자(1저자: 박재현 교수, 교신

저자: 정해관교수)로참여하여작성한논문이 SCI 급

논문인BMC Infectious Diseases에게재되었다.

이번에 게재된 논문은 2010학년도 2학기 M4 교육

과정의 기초의학선택실습과 M2 교육과정의 의과학

연구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작년말우리나라에서크게유행한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인식도와신종인플루엔자를예방하기위한손씻

기빈도등을성균관대학교자연과학캠퍼스학생들을

대상으로조사한것이다. 이 연구결과는향후신종인

플루엔자에 대한 인식도 및 예방행태 변화를 개선하

기위한기초자료로사용될수있을것이다. 

‘기초의학선택실습’교육과정은M4 학생들이임상

전 의학교육과정을 마치고 동기가 부여된 상태에서

기초의학 분야를 보다 깊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며, ‘의과학연구’교육과정은 M2 학생들

이 기초 의과학의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최신 의

과학 연구기법을 지도교수와 1:1 지도하에 각자에게

주어진과제와실습을통해배우는교육과정이다.

의과 학 학부생 3명, 공동저자로 논문발표
1저자: 박재현교수, 교신저자: 정해관교수/ 의과대학사회의학교실

구홍회(소아청소년과학교실,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9월 24일부터 26일 일본 요꼬하마에서 개최된 제72

차 일본혈액학회에서‘제대혈 이식에서 중간엽 줄기

세포의이용에대한동물실험과임상시험결과’를주

제로특별초청강연을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환자나 공여자의 것이 아닌 제3자의 제대혈로

부터 유래된 중간엽줄기세포를 제대혈이식시 동시 이식한 세계 최

초의 임상시험으로 2008년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정청으로부터 승

인받아시행했다. 10례를시행한임상시험결과제대혈이식의생착

실패나혈류장애등의합병증이없는우수한치료성적을보였다.

구홍회 교수는 일본혈액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국제전문학술지

인 <International Journal of Hematology>誌(혈액병리학회지)

의 국제편집위원(Editorial Board)으로 2009년 위촉을받아활발

한국제학술활동하고있다. (삼성서울병원소아청소년과, 3410-3539)

구홍회교수, 일본혈액학회초청강연

엄성희(분자세포생

물학교실, 기초의학)

교수가 포스코청암재

단 2010년 제2기 청

암과학펠로 생명과학

신진교수부문에최종선정되었다. 

포스코청암재단의 청암과학펠로

십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의 4개 기초과학 분야에서 신진교

수, Post-doc, 박사과정 대학원생

의 젊은 과학자들을 선발해 국내에

서 안정감과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

램이다. 

생명과학부문 신진교수 펠로는

엄성희 교수를 포함한 5인이 선정

되었으며, 증서수여식 및 워크샵이

11월 5일과 6일 서울 포스코센터와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거행될 예정

이다. 

엄성희 교수, 제2기

청암과학펠로선정

정해관(사회의학교실, 기초의학) 교수는 사단법인 환경독성보건학회

에 약대 정규혁 교수와 공동회장에 취임하였다. 환경독성보건학회는

700명의회원으로학술연구재단등재지‘Environmental Health and

Toxicology’발간하고있다.

정해관교수, 환경독성보건학회
공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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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식(내과학교실,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주관하는세계

정상급 연구그룹 또는 연구자와 글로벌 R&D

협력의 대표적 프로그램인‘글로벌연구실

(GRL)’지원과제에최근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명식 교수는 Autophagy(자가포식) 및

Proteolysis(단백질 가수분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일본 도쿄의과학연구소의 고마쓰 박사와 공동으로 "세포

기능 및 대사 조절에서 자가포식의 역할에 대한 연구" 제

하의 과제를 연간 5억원씩 3년간 최대 9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글로벌연구실 지원과제는 올해 BT분야 2

개과제를비롯해총 6개과제가선정돼국내연구진과해

외 저명 연구진 또는 연구팀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진행하

게 된다. 글로벌연구실 사업은 노벨상 수상자 등 해외 석

학들이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특히 올해의 경우 경쟁률이

17.5대 1(총 105개 과제 신청, 6개 선정)에 달하는 등 국

가 글로벌 R&D 역량을 높이는 핵심사업으로서 국내외의

큰 관심속에 수행되고 있으며, Science, Nature지에 논

문발표등세계적수준의연구성과를거두고있다.

(삼성서울병원내분비대사과, 3410-3439)

2010년 8월 2일(월) 사우디아라비아의

Al-Imam University 학장단이 방문하

였다. 

방문인사는 Al-Imam University의

Khalid Bin Abdulrahman학장과 IT담당자와 교수 2명이 방

문하였다. KOTRA 무역관을 통해 이루어진 본 방문은 Al-

Imam University학장단이 한국의 e-Learning 및 IT분야에

선두적인의과대학인우리의과대학을방문을요청하여이루어

졌다. 기창원 교육부학장 이하 직원들은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서 진행하는 e-PBL과 이러닝컨소시엄에 대해 설명하고 임상

술기센터, 방송실등의시설을보여주며 e-Learning 및 IT 기

반을이용한의학교육의현황및구현사례를소개하였다. 

Al-Imam University 학장단은 설명회와 교내투어를 통해

우리 의과대학의 의학교육현황에 관심을 보이며, 이후 성균관

대 의과대학과 Al-Imam University의 협약을 맺기를 원한다

는의견을표명하였다. 

사우디 Al-Imam University 학장단 방문

이명식교수, 

교과부 로별연구실과제선정
정승규(이비인후과학교실, 삼성서울병원) 교

수는 8월 1일부터 6일까지싱가포르선텍컨벤

션 센터에서 개최된 2010년도‘제6회 세계생

체역학 학술대회’(WCB 6th World Congr

ess on Biomechanics)에서“Ex perimental

and Numerical Investigation on the

Airflows inside Four Asymmetric Nasal Cavities due

to Deviated Nasal Septum" (비중격만곡에의한비대칭

비강에서 공기의 흐름에 대한 실험적, 수치 해석적 분석)

에 대한 발표로 호흡역학(Respiratory Mechanics)분야

최우수발표로선정되어상장과부상을수상했다. 

정승규 교수가발표한논문은건국대학교공대와공동으

로 연구하고 있는 주제로, 코막힘을 호소하는 환자의 비강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알아낼 방법이 있는가, 향후

어떤방법이가능할까라는의문을전산유체역학이란방법

을사용하여비강내공기흐름의특성을관찰한내용이다. 

이번 학회에서 일본 Cray Inc.의 후원으로 호흡역학

(Respiratory Mechanics)분야 발표 중에 ▲최우수 발표

상(Best Oral Communication prize), ▲최우수포스터상

(Best poster prize), ▲최우수신인과학자상(Best young

investigator prize) 이 있었는데 이중 최우수 발표자로

선정된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이비인후과, 02-3410-3579)

정승규 교수, 세계생체역학학회
‘Best Oral Communication Prize’수상

이비인후과
정승규교수

내분비대사내과

이명식교수

의학교육실에서는 8

월 24일(화)에 임상실

습교육의 발전을 논의

하기 위한‘임상실습

교육담당교수간담회’를개최하였다. 

간담회의 주된 내용은 기본임상술기 지침서

와 기본진료수행 지침서 활용에 대한 안건이

었다. 

의학교육실에서는 교수들에게 각 교실에서

교육이필요한부분을표시한OSCE/ CPX 대

비 지침서를 배부하였으며, 기창원 교육부학

장은 임상실습 교육담당교수들에게 지침서를

학생교육 시 참조하여 기본 임상술기와 진료

수행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할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현재 시행되는 임상

교육의 정확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학생들이 의대 행정실에 임상실습 설문지를

제출하도록지도할것을독려하였다. 

의학교육에 대한 논의 시간에는 다양한 질

문과의견을수렴할수있었다.

실습담당교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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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2009학년도후기학위수

여식을 8월 25일(수), 오전11시에 600주

년기념관새천년홀에서거행하였다. 

학위수여식은 대성전에서 고유례(告由

禮)를 지낸 서정돈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

원과 임관 이사장, 강희근 상임이사, 류덕희 총동창회장, 배영

근총동창회상근부회장, 졸업생, 학부모등내·외귀빈이참석

한가운데거행하였다. 

고유례는 입학, 졸업, 건물 준공 등 학교의 경사로운 일이 있

을 때마다 선성선현(先聖先賢)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으로, 600

년성균관의정통성을이은성균관대학교만의고유의식이다.

이날학위수여식에서는학사 1099명, 석사 869명, 박사 151명

등모두 2119명에게학위를수여하였으며, 의과대학은의학석사

8명, 이학석사2명, 의학박사 10명, 이학박사7명을배출하였다.

서정돈총장은졸업식사에서졸업생들에게‘창의적사고와도전

정신및글로벌역량을배양함으로써, 여러분 앞에펼쳐질무궁

무진한 도전의 장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천할 것을 주문하였으

며, 자랑스러운 18만동문선배들처럼, 국가와사회의발전에기

여하는자랑스러운성균인으로살아가기’를당부하였다.

의과대학학위수여자명단

•의학석사 : 김기호, 김지연, 소윤경, 이상훈, 이정애, 임도형, 정수민, 조정미

•이학석사 : 박범수, 정라라

•의학박사 : 강미라, 김상욱, 김영환, 김한섭, 박경아, 안견, 이수진, 이창호, 홍

정희, 황유철

•이학박사 : 김영석, 김의태, 김진훈, 백진영, 유동렬, 최현경, NGUYEN

LEXUANTRUONG

2009학년도 후기학위수여
2011학년도 의학전문 학원

최종합격자 발표

10월 5일 2011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최

종합격자 20명을 발표하였다. 2011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은 20명 모집정원

에 104명이 지원하였으며, 7월 30일 모집

정원의 3배수인 60명을 면접대상자(1단계

전형합격자)로 선발하였다. 면접대상자들은

9월 2일(목) 인성평가, 학업능력평가, 의사

소통능력평가, 논술능력을 평가하는다단계

면접을 실시한 성적과 9월 28일 발표한 의

학교육입문검사시험 성적을 반영하여 우선

선발 전형과 일반선발전형으로 최종합격자

20명을선발발표하였다.

최종합격자 20명은 전원이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였으며, 내년 1월중에 최종등록을 하

여야한다.

[합격자명단]

강소희, 강수연, 김경아, 김두리, 김효정, 박수진,

서동욱, 서정호, 송주연, 이상윤

이은규, 이지희, 이호준, 전수용, 정경진, 정동영,

정원영, 최고운, 최대호, 하재욱

G2 : 이재호, 전지영, 정현, 조민경

G1 : 김은실, 노현우, 이보라, 이효선

2010년 9월 27일 G2, 10

월 5일 G1 재학생중 성적우

수자에 대해 삼성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의학전문대학

원 학생으로 2010학년도 1

학기 성적 상위자 총8명(G2

4명, G1 4명)에 대해 등록금액의 50%(G2)와 40%(G1)

를각각지급하였다. 

수여식후간담회자리에서어환학장은학교생활과학업

의어려움에대해이야기나누면서장학생들을격려하였다.

장학금 수여자

성적우수 삼성장학금 수여 2010학년도2학기장학금지급현황

학 년 재학인원 장학급지급인원 금 액

M1 21 21 115,815,000 

M2 18 15 81,070,500 

G1  40 37 140,425,000

G2  36 35 131,291,000

G3 43 36 202,212,000

G4 44 39 219,063,000

합계 202 183 889,87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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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는 의생명과학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연이

뭉쳐 새로운 전문 인재 양성 대학원이

국내에서처음으로설립됐다.

삼성융합의과학원(Samsung

Advanced Institute for Health

Sciences and Technolgy, SAIH

ST, http://saihst.skku.edu)을 신설

해의료산업관련연구를수행하며동

시에 동 의학원의 중점 연구분야에 대

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인 융합의과학과를 신설했다. 그

리고 2011학년도대학원융합의과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

정총 40명의신입생을선발한다.

삼성융합의과학원은 의과대학과 공

과대학, 자연과학부, 생명과학부, 정보

통신과학부의 교수와 삼성의료원, 삼

성전자, 삼성SDS, 삼성종합기술원의

연구원 총 40여 명을 참여케 하여 다

제학적 융합 연구 및 교육을 시도한다

는 점에서 관련 학계와 기업체로부터

큰주목을받고있다.

교육은 초기에는 삼성의료원 성균관

의대 교육시설을 사용하다가, 2015년

도에는 일원역 근처의 신축 건물로 이

전할 계획이다. 선발된 대학원생들에

게는 교육기간 동안 전액 장학금과 기

숙사를지원한다.  

연구분야는 분자의학, 재생의학, 바

이오 시밀러, 바이오공학, 의료정보학,

신경과학, 분자영상학 등 7개 세부 연

구분야를다루게된다. 

이를 위해 삼성융합의과학원은 설립

추진단장으로 정명희 서울

의대 약리학 교수를 선임

했다.

정명희 설립추진단장은

“앞으로 보건의료과학 및

기술 분야는 세계적 수준

으로 성장 발전한 IT분야

에 이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전제하

고, “보건의료과학 및 기술 분야를 체

계적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의료계,

BT, IT, 제약, 의료정보 등의 다양한

학문을 융합시키는 교육시스템 구축이

관건이며이러한시대적필요성에의해

삼성융합의과학원을 설립하게 됐다”며

설립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의생명과

학분야의글로벌인재양성을위해최선

을다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

10월 12일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124명이 지원하였으며, 10월

30일 면접전형을거쳐 11월 26일 최종

합격자를발표할예정이다.

삼성융합의과학원행정사무실 : 02-2148-7798

삼성융합의과학원 설립

설립추진단장
정명희약리학
교수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원장:김계정)

기관연구윤리심

의위원회(IRB)는지난10월1일, 행정동1층

대회의실에서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

(ICH-GCP) 교육을실시했다. 

진료교수및전공의, 간호사, 의료기사

등 총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삼

성서울병원임상시험센터장인김호중교

수 외 삼성서울병원 6명의 교수가 강사

로참석하여 3시간에걸쳐진행되었다. 

이 교육은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센터

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임상연구자의

책임, IRB의책임, 동의서등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

며, 교육 후 평가를 통해 임상연구시 필

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었다.

「Cancer Metastasis and Cancer Stem Cell Biology」주제

삼성생명과학연구소(소장 박주배)와 삼성서울병

원(원장 최한용) 난치암연구사업단에서는 10월 8∼

9일 양일간 삼성서울병원대강당에서‘제15회 삼성

분자의학국제심포지엄’을개최하였다. 

「Cancer Metastasis and Cancer Stem Cell

Biology」(암전이와암줄기세포)를주제로개최한이번심포지엄은암전이및암

줄기세포연구분야에대한최신지견과암정복을위한연구방향을논의하는첨

단생명과학의장이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암전이 연구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미국 MD앤더슨의

이사야피들러(Isaiah J. Fidler) 박사와암줄기세포연구분야의석학인네덜란

드암연구소의르네버나드(Rene Bernards) 박사가참석하였다.

또한 최근 암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혈관신생차단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한

카이스트의 고규영 교수와 암관련 네트워크와 신기능 암억제인자를 발견 및 작

용기전을세계최초로규명한서울대학교의김성훈교수를비롯한국내외세계

적석학들이대거참석해최신연구동향에대해발표하였다.

삼성분자의학 국제심포지엄은 삼성생명과학연구소 설립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삼성생명과학연구소와 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

이공동주최하였으며, 난치암연구에대한보다심도깊은논의가활발히이루어

졌다.

제15회 삼성분자의학 국제심포지엄 개최

의학-제약-IT-BT-의료정보등다학제적프로그램으로

미래의료산업리더육성

삼성창원병원, 의약품임상

시험관리기준임상연구자

보수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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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최한용

(崔漢龍) 원장은 지난 10월 6일 카자

흐스탄 알마티시에서 알마티시 에시

모프 시장과 두룸베토프 보건성국장

과상호의료교류 및협력을 위한 협

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서울병원과 알마티시는 ▲의사

교육 및 세미나, 학회개최를 통한 상

호 의료기술 교류 ▲연구부문 상호

협력▲상호환자의뢰를적극추진키

로합의했다. 

알마티시는 삼성서울병원의 선진

의료기술을적극적으로유입하고, 현

지 의료진을 삼성서울병원에 연수보

내는 등 의료기술 향상을 위해 삼성

서울병원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

여이번협약을체결하게됐다.

이에따라내년부터알마티시의의

료진이 삼성서울병원을 찾아 연수를

받을예정이다.

알마티시는 카자흐스탄 남동부의

도시로약 117만명의인구가살고있

으며, 시내에약 70여개의의료기관

이 있다. 현재 7개의 병원을 추가 건

설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최한용 삼성서울병원장은“카자흐

스탄알마티市와상호의료교류협약

을 체결한 것은 우리의 앞선 의료기

술을 지원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의 의

료 역량을 높이고, 더불어 해외에 삼

성서울병원을 알리는 큰 기회”라며

“앞으로도 몽골, 아랍 국가 등 해외

국가기관과의협약확대를통해아시

아의료허브병원으로도약해나간다

는 중장기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

고밝혔다. 

삼성서울병원대외협력파트 : 02-3410-6748

삼성서울병원-카자흐스탄알마티市상호의료교류협력체결

카자흐스탄에선진의료기술전수및상호교류통해‘의료韓流’기대

6·25전쟁 60주년을맞는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禮를

갖추고 仁을 행하는 참 의료인’

양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성

균관대학교의과대학과어환학장

님의건승을기원합니다.

저는 육군 제27보병사단장입니

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 것

은 귀 교 의학과 출신 군의관인

‘이승동 중위’의 책임감 있고 헌

신적인 군복무 자세에 대해 감사

의말씀을전하기위해서입니다.

최근 천안함사태에서보셨듯이

북한은변함없는한반도공산화를

지속 조장하고 있으며, 해킹, 유

언비어 유포 등을 통한 국론분열

과체제전복을끊임없이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단은 완벽한 전투준비태

세를확립하기위해‘대침투훈련’

을 1박 2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

다. 훈련간, 귀교출신인‘이승동

중위’의전문적이고적극적인임무

수행으로 유기물(사체)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작전을 조기에 성공

적으로수행할수있었습니다.

또한, 이 중위는일선대대의군

의관으로서 용사 개개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여 치료하며, 평상시 환자를

찾아서진료하는적극적인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는 등 헌신적으로

임무수행을 하며 수 많은 장병들

의귀감이되고있습니다.

이는 힘써 지도해 주신 교수님

들의가르침이있었기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 가르침이 든든한 국

토방위 초석을 다지고 있음을 기

쁜 마음으로 전해 드립니다. 또한

이 중위의 헌신적인 군복무 자세

가 후배들에게 널리 전파되어 모

범이되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기자부대는 국

가안보 수호라는 군 본연의 임무

환수에 더욱 전력해 나가며, 국민

의 안전과 사회의 발전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보지킴이로

거듭날것을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참 의료인’양성에

매진하시는 의과대학장님의 노고

에경의를표하며성균관대학교의

과대학이 무궁히 발전하여 세계적

수준의 의과대학으로 도약하길 기

원합니다. (제27보병사단장올림)

졸업생 이승동(02학번)중위,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군복무 소식

국토방위의초석을다지는‘禮를갖추고仁을행하는참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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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여름방학을 이용한 의과대학

및삼성서울병원탐방행사는예년에비하

여참가신청자들이많아서 3개조로나누

어세부행사를진행하였다.

우리 의과대학의탐방행사는수험생/학

부모님들을대상으로교육환경및시설을

견학시켜드리는행사로써, 년 2회개최하

고 있다. 탐방행사 개최 목적은 성균관의

대의 입시안내와 삼성의료원-자연과학캠

퍼스의학관내의우수한교육시설을홍보

하는 것이다. 의대알리미는 이 행사를 최

근수년간성황리에개최해오고있는홍보

동아리다.

여태까지의탐방과이번2010 여름탐방

행사의가장큰차이점으로는규모의변화

다. 신청한 학생들의 수가 2배 이상 늘어

났기 때문에 부담감도 들었지만, 학교에

대한사람들의관심이늘었다는것과이번

기회를통해서우리학교에대해서더알릴

수있다는것을생각하니까한편으로는기

분이좋았다.

어환 학장님의인사를시작으로홍태희

알리미의회장의학교에대한설명과의대

생의 진로, 그리고 학교의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40명씩 세조로 나누

어각조별로병원내의교육시설과병원시

설을견학하였다. 내가담당한3조는강의

실로이동하여홈페이지설명과질의응답,

컴퓨터실습실, 의대도서관, 헬스장등병

원시설을견학하였다. 

삼성서울병원견학을마치고수원의자

연과학캠퍼스로 이동하여 삼성학술정보

관, 의학도서관을 견학한 후 우리 의대의

수업방식중의 하나인 PBL을 연극형식으

로 구현하여 보여주었다. 이어서 해부학

실습실과기초의학연구실을견학하고마

지막으로학생들에게흰가운을입히고폴

라로이드로사진을찍어서주는행사가있

었는데, 탐방행사에참여한학생들이자신

들이 가운 입은 사진을 보면서 다짐을 다

진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보람

을느끼고앞으로홍보를더욱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생각도들었다.

이번 여름방학탐방행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입시, 그리고더나아가모든꿈

꾸고소망하는일들이성취되길기원합니

다. (김기윤, M2) 

소식지에 게재할 의과대학 가족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원고분량은 A4용지 1/2매 내외이며 의과대학 홈페이지

(www.skkumed.ac.kr)의『원고접수』메뉴를이용하여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 의 | 031)299-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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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의 , 오케스트라제1회정기연주회를추억하며...

2010년 9월 4일은 성균관대 의대만

의오케스트라가꽃피운날이었다. 브

람스의 피아노 5중주로 서막을 연 이

번 첫 정기 연주회에서 우리 오케스트

라 크레센도(회장 : G2 최재영, 악장

G1 박순효)는 G2 유규상의 지휘로 쇼

스타코비치의 재즈 왈츠, 비제의 카르

멘 모음곡, 그리고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0번을 연주했다. 이번 연주회는작

은 클래식 음악 동아리로 시작한 크레

센도가명실상부한오케스트라로거듭

나게 되는 계기였다. 또한, 유수의 명

문의대가 그러하듯, 이번 연주회는 우

리 의대가 완연한 모습의 오케스트라

를갖추게되는역사이기도하다. 

단원의 대다수가 본과 학생들로 이

루어져 있어 많은 단원들이 학습이라

는 부담을 안고 있었고 학기 중에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연습해야 하는

힘든 조건에서도, 단원 모두는 시간과

체력을아끼지않았다. 또한, 한 달 남

짓한 여름방학의 10여일을 연습에 투

자하면서까지 첫 정기연주회 개최라

는 같은 꿈을 꾸며 모두가 힘을 합쳤

다. 연주뿐만 아니라 연주회 기획을

위해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처음인지

라,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손쉽게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우

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했고, 지난

학기 동안 그리고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동안 흘렸던 땀방울들로 첫 연주

회의성공이라는결실을맺었다.

전문 연주자가 아닌 우리 의학도들

이아름다운소리를내기위해애를쓰

고, 또한 많은 이들의 소리를 하나의

거대한 어울림 속에 포함시키는 일은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른다. 하

지만, 사람을 감동시키는 소리, 동료

단원들과 어울리는 소리를 찾는 과정

은, 우리젊은의학도들이장차환자를

감동시키고, 이 세상에 어울리는 그런

의사로 커가는 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

까하는생각이든다. 

우리 단원들의 노고 뒤에는 언제나

우리를 지탱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

시며, 그 분들이 안 계셨다면 이번 연

주회는 열릴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김호덕 지도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기

초의학 교수님들과 임상의학 교수님

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다. 행

정실에서도 연주회장 대관과 현수막

제작 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다.

또한, 타악기 객원 연주자로 참여해

준, 심벌즈의G1 김상호와트라이앵글

의 G1 김지훈은 바쁜 본과 일정 속에

서도 같이 연주회에 올라 무대를 빛내

주었다. 이 모든 분들께 우리 단원들

의심심한감사인사를전해드린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연

주회를 찾아주신 많은 교수님들과

선·후배, 동기 학우들님에게도 감사

드린다. 그분들의 열성적인 격려와 갈

채는 우리 단원들의 마음 속에 영원한

감동으로자리잡을것이다.

(G2,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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