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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kkumed.ac.kr  의과대학교육목표Ⅰ仁, 義, 禮, 智를 바탕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의사를 양성한다.

총장 간담회 개최
대학·의과대학간 소통과 창조경영을 통한 상호 협력 방안 모색

성균관대학교 제19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준영 총장은 지난 4월 13일(수) 삼성서

울병원에서 의과대학 보직교수들과 간담

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준영 총장과 대학본부 성

재호 기획조정처장, 조준모 교무처장, 박

선규 학사처장이 참가하였다. 의과대학에

서는 이종철 의무부총장, 권오정 학장, 기

창원 교무부학장, 최연호 교육부학장, 손

태성 학생부학장, 배창대 연구부학장, 진

성민 강북삼성병원교육수련부장, 오태희 

삼성창원병원교육수련부장, 이상훈 내과

주임교수, 전호경 외과주임교수, 배덕수 

산부인과 주임교수, 구홍회 소아청소년과

주임교수, 유범희 정신과 주임교수, 김경

규 연구부학장보, 구승회 분자생물학분과

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창의적 혁신을 통한 소

통과 창조경영으로 대학 ·의과대학·삼

성의료원간 상호 협력과 전략적 발전 방

안을 찾기 위하여 개최하였으며, 기창원 

교무부학장 사회로 참석자 소개와 총장, 

의무부총장, 학장 인사 순서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MD출신 의학교육실 교수 충원, 의예과 

교양·기초교육과정 보완 ▷기초의학 발

전을 위한 교수충원, 우수대학원생 유치, 

시설 및 기자재 예산 지원 ▷연구력 향상

을 위한 연구교수 제도 운영, 연구과제 

O/H 탄력적인 적용 ▷삼성창원병원 부학

장 제도 신설 ▷교·직원 병원진료 혜택 

확대, 대학 내 정신건강 상담소 상설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준영 총장은 ‘오늘 간담회가 대학과 

의과대학이 소통과 상호 협력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간담회를 마쳤다.

2�012학년도 의학전문대학대학원 입학전형, 경쟁률 1�0�.1�:1
20명 모집에 202명 지원

지난 6월 16일 마감한 ‘2012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수시 입학전형’ 원서 접수에서 20명 모집정원에 202

명이 지원하여 10.1: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2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은 1단계

전형에서 서류평가성적, GPA성적, 공인영어성적으로 

모집정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하여 7월 29일 1단계전

형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1단계전형 합격자들은 9월 3일 심층면접전형을 실

시하여 1단계전형성적, 면접성적, 의학교육입문검사

성적 전형으로 최종합격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합격자

는 10월 4일 발표할 예정이다.

구 분 일 정 비 고

입학원서 접수 6. 14(화). ~ 6. 16(목).
100% 인터넷 접수
http://applybank.jinhak.com

구비서류 접수 6. 16(목). ~ 6. 20(월) 의과대학행정실(수원) 방문 및 우편 접수

1단계 합격자 발표 7. 29(금). 예정 성균관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심층 면접 고사 9. 3(토). 면접장소: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10. 4(화). 예정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등록 예치금 납부 최종합격자발표시 공고 우리은행 성균관대학교 지점

최종 등록 2012. 1. 예정 우리은행 전국 지점

입학전형 주요 일정



M2 교학간담회 개최

의과대학(학장 권

오정)은 2011학년도 

1학기 의예과 교학

간담회를 5월 24일 

의학관 1층 중강의

실에서 개최하였다.

권오정 학장, 손

태성 학생부학장, 

강종순교수, 김경규

교수, 박재현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기숙사문제, 동아리방 환경개선

문제, 예과성적 반영문제 등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는 시

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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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시행

2011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재임용(2011. 9. 1.) 및 승진임용

(2011. 10. 1.) 심사가 시작되었다.

임용기준실적의 충족여부는 현 직급체류 기간 동안 발표한 논문

실적이 총점, 학술지 등급별 기준 점수, 국제 A급 주저자 논문편수, 

학위취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금번 재임용 대상 인원은 총 14명이며(서울병원 8명, 강북병원 6

명) 승진임용 대상 인원은 총 7명(기초의학 3명, 삼성서울병원 2명, 

강북삼성병원 2명)이다.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 교원에게는 공문을 통하여 개별안내를 

실시하였다.

교수 승진 33명(2011. 4.1.)

승진
직급

근무지 교실 성명

교수
승진
(총

14명)

기초의학 분자세포생물학 김덕환

기초의학 분자세포생물학 안진현

서울병원 내과학 장동경

서울병원 내과학 허우성

서울병원 내과학 안진석

서울병원 외과학 김희철

서울병원 소아청소년학 안강모

서울병원 신경과학 김병준

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 김갑수

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 김정수

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김지혜

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최상희

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최동일

창원병원 진단검사의학 김영재

부교
수

승진
(총

19명)

기초의학 생리학 조하나

기초의학 분자세포생물학 고관수

기초의학 분자세포생물학 신동우

기초의학 분자세포생물학 이기영

서울병원 외과학 권준혁

서울병원 흉부외과학 양지혁

서울병원 흉부외과학 최용수

서울병원 정형외과학 유재철

서울병원 성형외과학 변재경

서울병원 산부인과학 오수영

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 김효열

서울병원 신경과학 주은연

서울병원 핵의학 최준영

서울병원 응급의학 조익준

강북병원 내과학 이은정

강북병원 신경과학 김용범

강북병원 정신과학 임세원

강북병원 피부과학 김원석

창원병원 응급의학 황성연

2011 의과대학 신임교수 워크숍 개최

의과대학(학장: 권오정)에서는 5월 14

일 토요일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세미나

3실에서 2011학년도 ‘의과대학 신임교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의과대학 신임교수 워크숍은 신임교수 

25명과 작년 워크숍 불참 교수를 대상으

로 진행하였다. 워크숍은 이종철 의무부

총장, 권오정학장 인사로 시작하여 의과

대학의 교무, 학생, 연구, 교육, 행정 전

반에 대하여 기창원 교무부학장, 손태성 

학생부학장, 배창대 연구부학장, 최연호 

교육부학장이 안내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학습을 촉진하는 수업 전략, 

파워포인트 고급기능 사용법, 좋은 시험

문항 만들기 등 학생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연도 제공하였다.

이명식(내과학교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교수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미

국 샌디에고에서 열

리는 ADA(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학회에서 초청연자로 선정되어 자가포식

(Autophagy)과 당뇨병 간의 관계에 대한 

강연을 했다.

ADA 학술대회는 당뇨병 관련 학회 중 최

고의 학술적, 임상적 의의를 갖는 학회로서 

여기에 한국 학자가 초청 강연을 갖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서 한국 의학의 우수

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자가포식과 당뇨병의 관계를 세계 최

초로 보고한 이명식 교수의 업적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자가포식과 당뇨병, 기타 뇌신

경 질환, 면역 질환, 노화, 대사 전반 등에 

대한 추후의 연구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명식 교수는 2008년에  ‘자가포식’

(Autophagy)이라는 세포사멸(死滅) 메커

니즘이 당뇨병 발병 기전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사실을 세계 처음으로 규명하

고 이러한 사실을 세계적 학술지인「Cell 

Metabolism」에 게재해 주목을 받았다.

이명식 교수, 미 ADA학회 초청연자 참석
한국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자가포식과 당뇨병에 대해 강연

내분비대사내과 이명식 교수



제27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참가

제27차 의학교육학술대회에 권오정 학장외 학장단 및 교수 11명이 참

가하였다. 의학교육학술대회는 한국의학교육학회 주최로 '한국의학교육

의 성찰과 나아갈 길 (Medical Education: Reflection and Reform)'이

라는 주제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의학교육추세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더불어 의학의 목표와 의사 역할의 변화

에 따른 의학교육 변화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새로운 의학교육방법이 소

개되었다. 의학교육학술대회에 참가한 우리 의과대학 학장단 및 교수들

은 한국의학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고찰하고 미래의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교육 담당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소희, 김나영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선정

삼성융학의과학원(원장: 정영희) 융합의과학과 이소희(박사

과정, 지도교수: 서민아), 김나영(석박사통합과정, 지도교수:

남도현) 학생이 4월 6일 교과부가 시행하는 '글로벌 박사 펠로

우십' 장학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은 201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에서 국내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예정자를 대상으

로 세계수준의 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 3,000만원씩 2년 

동안 6,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에는 총 1271명의 박사과정생이 지원하여 평균 

4.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서면평가를 통과한 601명 가운데 

287명(22개 대학)이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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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진 교수, 젊은 의학자상 수상

전홍진(삼성서울병원 정신과학교실) 교수가 4월 

14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1년 대한신경

정신의학회 학술대회(이사장 오병훈)에서 ‘젊은 의

학자상’을 수상했다. 

전홍진 교수는 지난 3년 간 활발한 연구와 진

료 활동으로 우울증과 자살에 대해 20여 편의 논문

을 저명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

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홍진 교수는 2007년 미국정신신체의학회에서 

Scholar Award를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우울증과 자살의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신과 전홍진 교수

권현철 교수, 美 심장학회
하이라이트세션 발표

권현철(삼성서울병원, 내과학교실) 교수가 4월 5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미국심장학회(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에서 일종의 하이라이트 세

션인 Late Breaking Clinical Trial Session에서 

EXCELLENT Study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이 세션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

하는 자리로서 올해는 22개 연제만 엄선할 정도로 참여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 교수가 

발표한 세션 주제는 ‘약물방출 스텐트를 삽입한 후 클로

피도그렐(clopidogrel)을 사용하는 기간의 비교: 6개월 대 

12개월’이었고 국내 19개 기관이 참여한 다기관 전향적 무

작위 비교 연구였으며 서울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결

과였다. 

권 교수가 발표한 세션은 심장 관련 의학뉴스로 가장 

저명한 사이트인 theheart.org에서 소개했으며 (http://

www.theheart.org/article/1208053.do) ACC 2011 

Research highlight 11개 연제에 선정될 정도로 큰 관

심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http://www.theheart.org/

editorial-program/1210493.do)

진동규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희귀난치성환자 헌신적 진료, 공로 인정 받아

진동규(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

가 5월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들

에게 헌신적인 진료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

관 표창을 받았다. 

진동규 교수는 뮤코다당증(MPS), 소아당뇨 등 소

아 희귀질환 및 소아내분비질환 분야를 진료하며, 

희귀병 질환 소아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소아청소년과 진동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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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창원병원,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인증’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합격’, 6월 22일 인증서 교부식 및 현판식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원장 김계정)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전하고 의료수준이 

병원으로 인증됐다. 이번 보건복지부 의료기

관 인증을 통해 삼성창원병원은 4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인

증마크를 수여받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

한 병원’ 으로 지정, 운영된다. 또한, 공공보

건의료사업 참여시 가점 등 각종 행정 및 재

정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게 될 전망이다.

김계정 원장은 ‘이번 보건복지부 의료기

관 인증 획득은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이 창원지역의 유일한 대학병원으로서 지역 

의료계를 선도하는 정부 공인 의료기관 임

을 확인함과 동시에 삼성의료원의 산하병원 

간 진료협력센네트워크 강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중추

병원, 성균관대학교 병원으로 끊임없이 교

육, 연구를 수행하는 우수한 대학병원으로 

자리매김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본교 졸업생 박혜윤·박경아, 삼성의료원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1기’에 선발

先 해외연수, 後 교수임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창의적 우수 의료인재 양성 목표

본교 졸업생 박혜윤(97, 1회), 박경아(98, 

2회) 전문의가 삼성의료원(의료원장 이종

철) ‘SMC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의 제1

기 조기해외연수 대상자로 최종 선발됐다.

 ‘SMC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삼성

의료원이 해외 환자 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

문의를 선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삼성의료원은 기존 의과대학의 先근무, 

後연수 방식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먼저 인

재를 키우는 先연수, 後근무의 파격적인 임

용방식인 ‘조기해외연수프로그램’을 도입하

였다. 이번에 선발된 젊은 전문의들의 출신

교는 성균관의대 2명, 연세의대 2명, 서울

의대 1명이고, 이중에는 신설 성균관의대의 

1회와 2회 졸업생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 후 평가

과정을 통과하면 성균관의대 교수로 임용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교 졸업생 박혜

윤 전문의는 6월말부터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t.Paul’s Hospital, 

James Hogg Research Center에서 2년간 

계획으로 연수를 시작하였다.

성균관의대 김성(삼성의료원 인사기획실

장)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교수로 발령받

지 않은 젊은 인재들이 연구와 신의료에 몰

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젊은 의사를 대상으로 시도하

는 새로운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삼성의료

원에 새로운 활력과 경쟁력을 불어 넣고 궁

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의료수준 향상과 국

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높은 기

대감을 나타냈다.

조성권(성대의대 6회 졸업, 연세대 의과대학 약리학교

실, 지도교수 박경수) 기초 전공의가 ‘2011 데이비드 골

드스타인 상(David J. Goldstein award)’을 수상했다. 

 ‘2011 데이비드 골드스타인 상’은 지난 3월2일부

터 5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제112차 

미국 임상약리학회 연례학술대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에

서 올해 전공의 우수 논문 17개에 수여하는 ‘학회장 상’

(Presidential trainee award)과 이 중 최우수 논문 저

자 1인에게만 수여하는 상이다. 연구는 당뇨 치료약의 

병용 투여에 관한 내용으로 연세대학교 약리학 교실과 

연세의료원 임상시험센터의 협조로 진행하였다. 논문

은 미국 임상약리학회에서 발행한 과학 학술지 Clinical 

Pharmacology & Therapeutics 3월호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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