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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학장 : 송재훈)은 지난 4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중강당에서 ‘2013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1세기 의생명과학시대를 선도하고 미래 인류사회에 공

헌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입학설명회는 송재훈 

학장 인사, 고은미 교무부학장의 의학전문대학원 소개 및 

주요 입학전형요강 안내, 질의응답 및 상담 순서로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설명회에는 입학지망생 90여명이 참석

하였다.

| 입학전형 주요 사항 | 

•1단계전형 : 모집정원(20명)의 3배수 내외 선발

   (서류평가 + GPA + 공인영어)

•2단계전형 : 우선선발-50%내외, 일반선발-50%내외

•전형별 전형요소 반영방법

2013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 개최

사정방식
서류
평가

GPA
공인
영어

면접 MEET 합계 비 고

1단계전형 60 20 20 100
3배수 

내외 선발

2단계
전형 

우선선발 (1단계 성적) 80 20
최저학력

기준
100

1, 2단계 
합산

일반선발 (1단계 성적) 60 20 20 100

-  우선선발 MEET 최저학력기준 : 자연과학추론1, 자연과학추론2 백분위 

성적을 합산한 평균이 상위 20% 이내

-  일반 선발 MEET 성적 반영 방법 : 자연과학추론1. 자연과학추론2 표준점수를 

합산하여 반영함

-  국가공인 국어능력인증 시험 성적은 지원자격(한국언어문화 연구원 TOKL 

시험성적 : 5급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성적 : 4+급 이상) 기준으로만 활용

[ 교수 ] 정년보장

곽미숙(서울병원), 김계현(강북병원), 김철환(강북병원), 신재균(기초의학), 

심우석(서울병원), 오기원(강북병원), 온영근(서울병원), 이명순(기초의학), 

이상철(서울병원), 이원영(강북병원), 이창우(기초의학), 전성수(서울병원), 

정유숙(서울병원), 이상 13명.

[ 부교수 ] 임용기간 : 2012. 4. 1 ~ 2016. 3. 31

김영선(서울병원), 김준모(강북병원), 김찬교(서울병원), 김희진(서울병원), 

서범천(강북병원), 송수정(강북병원), 이가영(강북병원), 이정언(서울병원), 

이진아(서울병원), 조성기(서울병원), 최민규(서울병원), 최윤라(서울병원), 

최정한(서울병원), 최준호(서울병원), 최필조(강북병원), 한주용(서울병원), 

홍현표(강북병원), 이상 17명.

전임교원 승진임용 발령 의대발전기금  기부자 현황
(2012.4.18 ~ 2012.5.17)

메드트로닉
코리아

600만원

민은하 200만원 

이현주 200만원

임도훈 200만원 

임용식 200만원 

최미옥 200만원

구본석 100만원

김성진 100만원

김진형 100만원

김효국 100만원

손태규 100만원

이성수 100만원 

홍성철 100만원 

김기황 50만원 

이하영 50만원

조재용 50만원 

최상재 50만원

박범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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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참관기
아시아태평양 의학교육학회 (APMEC)를 다녀와서

교육

2012년도 아시아태평양 의학교육학회 

(APME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전 세계의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을 담

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모여 의학교육의 최

신 이슈들을 토론하고 새로운 교육방향을 탐

색하는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 이번 학회에

서의 주 이슈는 “Transformative medical 

education”, “Interprofessional medical 

education” 등이었는데  이와 관련 첫날 영

국 던디의대 Dr. Harden 의 기조발표는 인

상적이었다. 즉 세계화되

고 다변화 되고 있는 다양

한 교육 자원을 과감히 활

용하고 이를 지역적 필요 

및 학생 개인에 맞추어 본

질적 변화를 유발한다는 내

용이었다. 특히 갈수록 조

직화되고 정형화 되고 있는 

교육제도 하에서 학생 개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개

인화된 교육을 시도한다는 

발상은 학생 수가 많지 않

은 성균관의대의 경우 눈여

겨 볼만한 대목이었다. 또

한 싱가포르의대를 중심으

로 “Interprofessional medical education”

에 대한 발표가 많았는데 점점 여러 직종이 

팀을 이루어 환자진료에 관여하게 되는 추세

에 맞추어 의대교육 때부터 여러 직종이 교

육에 관여한다는 시도인데 여러 장점에도 불

구하고 직종간 편견, 바쁜 일정 등 시행상

의 어려움도 많은 것 같다. 성균관의대 개교 

즈음 많은 관심을 모았던 "Problem based 

learning" 등 이후 많은 혁신적 교육개념이 

제시되었고 이들에 대한 많은 논란이 계속되

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우리 현실에 맞추어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노

력일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교

육환경 및 의대 학생들에 대한 정확하고 균

형 잡힌 이해가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새로

운 교육개념 들의 바탕에는 학생들을 좀 더 

잘 가르치고 싶다는 교육자 개개인의 교육적 

열정이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이 활동

하게 될 의료현장은 앞으로 많은 변화를 겪

게 될 것이고 이에 맞추어 교육환경도 변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

다. 

학회 둘째날 소위 “Professionalism"을 어

떻게 의학교육 범주에서 정의하고 가르칠 것

인가가 관심을 모았다. 전통적으로는 의과

대학 및 이전 이후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

이 다양한 학과외 활동, 선후배 동료 간 인간

관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문인으로서의 

직업관, 인성, 규율 등이 형성되었는데 이러

한 환경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아쉬움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개선시키고 또한 이

러한 내용 들을 적절히 정규 교과에서 다루

려는 시도인 것이다. 최근 국내 의과대학에

서도 시작되고 있는 인문의학교실의 개설, 

의예과  교육의 강화 등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Student 

mentoring system에 대한 발표들이 인상

적이었으며, 의학교육에서 학생들에 대한 

mentoring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느낄 수 

있었다. 우리학교도 지도교수제도 및 학년담

임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학생지

도 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의과학 연구에서 임상의사 들의 역할

이 점점 중요해지며 소위 "Translational 

research"가 강조되고 있는 요즈음 이를 어

떻게 의학교육에 반영할지 또한 중요한 과제

다. 의학교육에서 전통적 기초의학의 역할

이 축소되어 가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의과학 연구의 개

념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

련 학회 기간 중 싱가포르 의대 캠퍼스에 신

축된 “Center for Translational Medicine"

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15층 규모의 웅

장한 건물에는 ”Cancer science institute 

of Singapore", "Metabolic medicine 

program", "Neuroscience 

r e s e a r c h  c e n t e r " , 

"Cardiovascular research 

institute" 등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고 학생들이 의

대 시절부터 각 연구기관

에 배정이 되어 의과학 연

구에 관여한다고 한다. 또

한 1-4 층에는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위하여 각종 환

자마네킹들이 수술실, 중환

자실, 분만장 등 다양한 병

원 환경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 마네킹들에 각종 의료

장비들을 적용했을 때 실제 

결과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등 기술적 혁신들

이 놀라왔다. 마지막 날 싱가포르대학병원들

의 전공의들이 의과학 연구에 관여하기 위해 

스스로 연구그룹을 형성하고 선배의과학자

들을 초청하여 연구세미나를 주최하고 각종 

연구재단에 연구비 신청을 하는 일련의 노력

들을 발표하였는데 그들의 자발적이고 선도

적인 시도들이 너무 “가상하고 기특하여” 발

표 후 연자와 대화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

은 격려와 충고를 하였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는 본 학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

표하는 의학교육학술대회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 매번 같은 기관인 싱가포르 의대

에서 주최하면서 싱가포르의대 자체의 교육

관련 자원 활성화에도 인적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하리라 짐작하면서 그들의 선도적인 노

력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분자세포생

물학교실, 한태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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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교수, 
Faculty of 1000 추천논문 선정

김진경(마취통증의학교실, 삼성서울

병원, 부교수)의 논문[Comparison of 

surgical conditions during propofol 

or sevoflurane anaesthesia for 

endoscopic sinus surgery. (Br J 

Anaesth 2008 Jan)]이  Faculty of 

1000의 추천논문으로 선정된데 이어 

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의 추천

논문으로도 선정되었다.

 Faculty of 1000은 biology and medicine분야의 각 섹션별로 

세계적 석학들로 구성된 전문가 풀이 논문에 대한 평가와 코멘트를 

통해 추천논문을 선별해내어 F1000 factor를 논문별로 부여하고 

있다. 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은 해외주요학술지에 투고한 

국내 과학자들의 상위 피인용논문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우수 연구

자간의 연계 및 저변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관 교수팀, 
미세혈관감압술 2000례 달성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안면경련·삼차신경통 클리

닉 박관 교수팀이 지난2월 21일 미세혈관감압술(MVD) 2000례를 

달성했다.

미세혈관 감압술은 반측성 안면경련이나 삼차신경통 환자에게 

시행되는  치료법이며, 안면신경이나 삼차신경에 대한 혈관 압박을 

풀어 주는 미세 현미경수술이다.

박 교수팀이 이룬 이번 성과는 1997년 4월 첫 수술 후 2008년 2

월 1000례를 달성하고 이후 4년만에 2000례를 달성한 것으로 이

는 국내에서 최단기간 내 기록이며, 외국에서도 드문 실적이다. 또

한 박관 교수팀은 최근 6년간 SCI(E) 등재 국제학술지에 18편의 관

련 논문을 게재했는데, 이는 단일기관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김동익 교수, 
국제혈관외과학회 초청강연

김동익(혈관외과, 삼성서울

병원) 교수가 지난 3월 10일 미

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국제혈관

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Vascular Surgery)에서 ‘하지동맥

폐색증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초청강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박근칠 

반재호 

백민기 

신동우

유재철

이병달

이상혁

이성원

임세원

전호경

내과학교실, 삼성서울병원, 교수

이비인후과학교실, 강북삼성병원, 부교수 

비뇨기과학교실, 삼성서울병원, 조교수

분자세포생물학교실, 기초의학, 부교수

정형외과학교실, 삼성서울병원, 부교수 

마취통증의학교실, 삼성서울병원, 교수

이비인후과학교실, 강북삼성병원, 조교수

비뇨기과학교실, 삼성서울병원, 교수

정신건강의학교실, 강북삼성병원, 부교수

외과학교실, 삼성서울병원, 교수 

암 예방의 날 기념 대통령표창 ‘근정포장’ 수상

대한이과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대한소아비뇨기학회에서 ‘국외부문 우수논문상’ 수상

한국미생물학회 ‘KRIBB 학술상-신진과학자부문’ 수상

AAOS(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에서 ‘우수포스터상’ 수상

제40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대한남성과학회 회장으로 선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GSK 젊은 의학자상’ 수상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 취임

교수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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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수기문항)

모형 혹은 사람을 이용한  

단편적 임상 수기 혹은 

신체진찰 과정 평가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진료문항)

표준화 환자를 활용해 전반적 

진료 능력 & 환자-의사 

관계 측정, 

평가하는 임상 수행 평가

*스테이션 : 시험단위의 명칭

출처 : http://www.kuksiwon.or.kr/

        의사국가고시에서의 실기 시험 (박훈기)

        25회 의학교육연수회 자료 (양회생)

        성균관의대 실습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이준행)

   1.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용어의 정의

CPX 

 정신/신경

 근골격/피부감각기/내분비

 순환/호흡

 소화

신장비뇨/생식출산/성장발달

 기타전신증상/상담

6범주 중 1개씩 

출제

OSCE 

채혈 및 주사

 일반진찰

응급수기 및 진찰

 검사수기

 외과수기

 기타수기

6범주 중 1개씩 

출제

   4.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출제 범위

CPX 문항은 임상적 상황을 숙지하는 시간 1분, 환자면담 10

분, 사이시험 (interstation) 5분으로 구성되며, OSCE 문항별 

시간 배정은 상황 숙지 1분, 수기5분이다. 중간 휴식 시간 10분

을 포함하면 한 수험생에게 배정된 시험 시간은 대략 2시간 40

분 가량이다. 사이시험 스테이션에서는 각 CPX문항별로 직전

의 환자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진단가설과 향후 계

획을 작성해야 한다.

  5.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시행 방법

•술기능력

•병력청취 및 신체진찰

•환자 교육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2.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평가영역

OSCE 

초점, 진료 단면

5분

채점관

진료의 일부/수기

평가 범위

스테이션시간

평가

평가 영역

CPX 

진료 전체

10분

표준화 환자

전반적 능력
환자의사관계

   3.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내용

* IS : 사이시험 (interstation) 

cpx
1

cpx
4

cpx
5

cpx
6

cpx
2

cpx
3

IS
1

IS
6

IS
5

IS
4

IS
2

IS
3

OSCE
1

OSCE
6

OSCE
5

OSCE
4

OSCE
2

OSCE
3

One Minute Tip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의 중요성

2009년부터 의사국가시험에 임상술기 영역이 포함되며 실기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의사국가고시에서 실기시험은 시험의 당락을 좌우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고시 준비과정에서 실기시험의 전반적인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본 호에서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대한 이모저모를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전달 드립니다.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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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 홈페이지 (www.mededu.or.kr) 

< 이러닝 컨소시엄 메인 홈페이지의 상단부 입니다 >

클릭

① OSCE 동영상 : 181개 (국시 OSCE시험 38개 항목 전체 자료 확보)

② CPX 동영상 : 37개 (국시 CPX시험 52개 항목 전체 자료 확보 예정)

③ 기타 강의 동영상 : 76개

•이러닝컨소시엄 홈페이지 임상술기 동영상 보유 현황 (총 294개)

   2. 성균관의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접속

① 아이폰 : 앱스토어에서 『성균관 의대』

② 안드로이드폰 :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성균관 의대』 

•성균관의대  모바일  앱 검색 방법

스마트 폰 다운로드 후 “임상술기동영상” 실행

•임상술기동영상 시청 방법 (우측화면 참조)

※ 본 내용 혹은 의학교육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의학교육과 관련된 좋은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2148-9922, mededu@skku.edu

       성균관의대 임상교육을 위한 동영상 활용 안내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의사국시 실기시험 항목의 교육용 동영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균관의대 교수님과 학생은 성균관의대 주관의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에서 실기시험 항목 90여 개를 포함한 300여 개의 임상술

기 동영상을 보실수 있으며 성균관의대 모바일앱을 통한 임상술기동영상 시청도 가능합니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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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의대의 가능성과 도전

1997년 2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합격자들이 입학을 앞두고 서정돈 학장

님과 여러 교수님들과 첫 만남을 가졌

을 때 여러 가지 선배로서 도움이 될 만

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가능성’이란 단어입

니다. 의과대학 생활 6년 동안 항상 잊

지 않고 가슴에 새겨 두었던 ‘가능성’이

란 저희 성균관의대 학생들에게는 용기

를 주는 불씨이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게 만들던 의무감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전해주시는 의

학지식들을 잘 습득할 수 있었고, 의사로서의 여러 소중한 덕목들

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면서도 ‘가능성’은 정말 소중했는데, 본

인의 진로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생각하고 수련을 받던 타 

학교 출신 인턴, 레지던트와 달리, 열린 미래를 향해 나의 ‘가능

성’을 넓히고 실제로 가능하게 하려는 도전을 해야만 하는 성균관

의대 출신들은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 수련기간

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최선을 다한 노력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의학이라는 전문과목을 선택하여 동기들보다도 조금 

빠르게 2007년 전문의가 되었고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교

원발령을 받고 성균관의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

며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성균관의대 학창시절부터 저를 달리게 했

던 ‘가능성’은 계속 열려있었고, 적극적으로 학회활

동과 학술, 연구 활동을 하게 하는 원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부분에서 도전

의 결과로 ‘가능성’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

습니다.

올해 저는 일산백

병원 건강증진센터의 

동문

 성균관의대 제3회졸업생 정경욱(삼성

서울병원, 외과, 임상강사)가 지난 3월 17

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대한

외과대사영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중외

학술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경욱 임상강사는 <Enhanced 

Recovery in Elective Colon Cancer 

Surgery: Is There Any Additional 

Benefit in Laparoscopic Era?> 논문으로 

중외 학술상을 수상했다.

제3회 졸업생 정경욱 임상강사, 중외학술상 수상

센터장으로 임명되어 40여명의 직원들이 연간 1만명  이상의 건

강검진을 수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

의학회에서는 홍보 간사, 학술위원, 정보위원으로 적극적으로 활

동 중입니다. 그리고 대한스트레스학회의 정보통신이사로 활동하

는 등 적극적인 내,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전문의가 되어 성균관의대 선생님들의 품에서 

나온 이후 낯설고 어색한 환경에 처할 때마다 의과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시절을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실천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졸업 이후에도 언제나 조언과 도

움을 아끼지 않으신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가 할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균관의대와 인연을 맺은 이후 항상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 두었던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도전과 노

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가능성을 제 후배, 제

자들에게 심어주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성균관의대의 졸업생이 배출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성균관의대 졸

업 동문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선후배 

졸업생과 학생들과의 교류를 넓히고 

성균관의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문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394명의 

졸업생들과 함께 성균관의대의 ‘가

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이준형, 1회졸업생, 

인제대 일산백병원 가정의학

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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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 세 달 째

모든 unit이 끝나가고 국시 준비를 시작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본과 4학년을 비롯하여 아직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후배님들에게 동

기부여가 되길 바라며 인턴 생활에 대한 짧은 글을 적어봅니다. 

실습을 돌며 느꼈겠지만 인턴은 각종 술기와 수술방스크럽 등 몸을 

쓰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우리가 6년간 해왔던 공부와는 완전

히 다른 종류의 일입니다. 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

며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혼자 하던 공부와는 상당히 차이

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걱정이 많이 되긴 하겠지만 못할 일을 시키

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의 차가 조금은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일은 늘

게 되어있습니다. 나는 몸을 쓰는 일은 잘 못하는데.., 술기에 자신이 

없는데.. 등의 걱정은 한달 만 일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므로 크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걱정 보다는 인턴 생활에 대한 기

대를 가지고 국시 공부를 하면 좀더 즐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입니다. 기대할 만한 인턴생활- 첫 번째를 꼽자면 단연 동료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입니다. 짬짬이 나는 시간에 피곤하다고 잠만 잘 것이 아

니라 다른 인턴들과 인턴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충도 나누고 

tip도 얻으면 빡빡한 일상이지만 힘들지 않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즐거움뿐 아니라 손쉽게 다양한 케이스에 접근 

할 수 있어서 아카데믹한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약간의 관심

과 의욕만 가지고 있다면 편한 마음으로 active하게 환자를 볼 수 있

고 매일 f/u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인턴 생활이기도 하지만 주어진 일이 

한정적이라 어느 순간 ‘뭐 이정도 쯤이야’하는 자만심이 생기기도하

고 권태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주의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중대한 과실로 이어질 수 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어

나는 실수는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남게 된다는 생각을 갖

고 alert함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일에 권태감이 찾아올 때

도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하는 일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decision 

making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쯤 상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

다. 일이 귀찮고 대강하고 싶어도 내가 찍은 ECG, 내가 한 culture 결

과를 보고 교수님들께서 판단을 내리신다고 생각하면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는 공부가 시험만을 위한 지겨운 과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의사 생활에 큰 힘이 되어줄 재산을 모은다고 생각하며 의사가 된다는 

것에 자긍심과 기대를 갖고 열심히 공부 하셔서 내년에 모두 병원에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심예지, 10회 졸업생, 삼성서울병원 인턴)

OSCE/CPX 후기 및 후배들에게 남기는 글

이제 4년째를 맞는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는 M6/G4 여러

분, 그리고 그 이하 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인턴이 된 06학

번 박중민입니다.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후배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잘 치르기 위해 저의 경험과 느낀 점, 그리고 당부 사항을 글로 써 봅

니다. 먼저 OSCE 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역시 반복된 연습이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머리 속에 순서도를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도 방에 들어간 순

간 방 안에 어떤 기구가 있는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훑어보

고, 빠르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OSCE 는 그 특성상 술기를 시행하는 데 조건이 자세히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과적 검진을 하면서 눈/귀는 검진하지 마라든

지, 산과 진찰 후 특정 사항들을 기록하라든지 하는 지시사항이 꽤 있

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문제를 확인하면서 그러

한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열심히 반복 

연습하면 실패하기 어려운 시험이 OSCE 입니다.

CPX 는 여러 가지 교재들이 많지만,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각각의 증

상 별로 더 물어봐야 할 것들과 신체검진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잘 

모른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환자교육을 꼭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CPX 시험의 특성상 혼자서는 연습을 하기가 힘듭니다. 같이 시험

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표준환자 및 감독관의 역할을 하면서 연습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을 맞춘다기보다는 질문 리스트를 빠지지 

않고 체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습할 때의 case 자료로는 학장단 교과서와 그 외 자료

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CPX 시험은 총 10분으로 구성되는데, 연습할 때는 시간을 좀 더 짧

게 잡고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들이 대답을 느리게 하는 경우

도 있고 환자 교육과 진료 계획 설명 등에도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리

는 편입니다. 연습할 때는 전체 시간을 약 1-2분 정도 짧게 잡고 연

습하되, 병력청취, 신체검진, 환자 교육에 각각 4분-2분-3분 정도로 

구성하고 나머지 1분은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면 좋습니다. 중간 알림 

종은 8분째에 울립니다. 밖에서 4-5분째에 들리는 CPX 알림 종으로

도 시간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OSCE 와 달리, CPX 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자기 소개를 하고, 당황하지 말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시험은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지만, 국시 실기만

큼은 소위 "벼락치기"가 어느 정도 통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국시실기 전 1주일에서 열흘, 그 기간만큼은 정말 열

심히 준비하십시오. 시험이 끝난 그 순간을 생각하며, 국시 실기에 최

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박중민, 10회 졸업생, 삼성서울병원 인턴)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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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티 후기
새 학기가 시작되고 설레는 맘으로 엠

티 가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에서 새로 개

막한 야구중계를 보면서 롯데가 이겨라 한

화가 이겨라 하다 보니 어느새 금방 엠티

장소에 도착했다. 엠티 장소는 대성리였고 

우리 숙소 근처에는 벌써 여러 팀이 짐을 

풀고 공을 차면서 놀고 있었다.

도착해서 짐을 풀고 공 좀 차면서 놀다

가 고기를 굽고 밥도 하고 저녁 준비를 했

다. 근데 어쩐 일인지 저녁 준비를 하는데 

일은 우리 남자들 밖에 안하고 여자들은 

방에서 핸드폰을 보며 쉬고 있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상황인데 세상이 참 

변한 거 같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

지면서 점점 사회가 이상해지고 있다. 요

새 여자들은 집안일도 어릴 때부터 안하면

서 자라서 남자들보다 못하는 것 같다. 조

선시대가 그립다.

어쨌든 준비해서 먹은 저녁은 진짜 맛

있었다. 엠티 가서 구워 먹는 고기 맛은 

먹어본 사람만 안다. 저녁을 다 먹고 일학

년들이 준비해 온 촌극과 미스의대를 볼 

시간이 되었다. 일학년들은 촌극으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다. 

하나는 한명이 쥐 흉내를 내면서 오렌지를 

입으로 까 다른 사람이랑 입에서 입으로 

먹이기도 했고, 차력쇼 비슷하

게 한사람이 맞고 다른 애들이 

때려서 아픔을 참는 것을 보여

주는 무지막지한 퍼포먼스도 

했다. 

다음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인대회 였는데 후배들 여장

한 모습이 가관이었다. 작년

에 나도 여장을 했었는데 나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답고 

섹시했다. 우리 동기중 한명이 붕대를 둘

둘 둘러맨 하의실종 패션 여장남자한테 반

해서 눈물까지 흘렸다. 일등에겐 인삼주가 

주어지고 대회가 끝났다

일정이 모두 끝나고 술자리를 가졌다. 

그렇게 엠티가 끝났고,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었지만 엠티 내내 정말 즐거웠다. 

(최상문, M2)

KISSA (키크는 사탕) - 락 밴드 동아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ROCK 밴드 키사

는 성균관의대가 생기기 시작한 해부터 의

대의 역사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대 내 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동아

리로, 동기 친구들은 물론이고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을 자랑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

리 키사는 많은 친구들이 악기를 접해본 적

이 없고 동아리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작했

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추진 못했

어도 열정만큼은 그 어느 밴드에도 뒤처지지 

않는 밴드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예과 2학년, M2 친구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본과 특성상 공연과 

같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활동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활동을 간략히 소개해 드

리자면 1년에 총 6번의 공연이 있습니다. 많

죠? 우선,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터 

공연을 하고, 1학기에 열리는 정기공연 성격

인 일일호프를 합니다. 또 매학기 성대 밴드

들의 축제인 성락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키사가 성락연의 초창기 시절부터 함께한 밴

드이기 때문에 종종 피날레나 오프닝 등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의과대

학 축제에 참가해 항상 피날레 공연을 맡아 

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클럽 공연을 합니다. 그것도 무려 대

한민국 밴드의 근원지 홍대에서 한답니다.

공연 외로 또 1년에 한 번씩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선배님들도 오시는 대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부한 새내기 친구들

을 소개하고 일원과 율전에 떨어져 있어 보

기 힘든 선후배들 얼굴도 보고, 졸업하신 반

가운 선배님들도 뵐 수 있는 한 해의 정말 소

중한 자리이죠. 2012년도 대모임은 지난 4

월 달에 했습니다. 올 한해도 어김없이 찾아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졸업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 전하고 싶네요.

그리 쉽지 않은 의과대학 생활에 있어, 커

다란 활력소가 되고 있는 밴드 동아리 키사. 

벌써부터 다가오는 공연에 흥분을 감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 성균관대 의과대학 최

고의 동아리 키사였습니다.(M4, 공유택)

학생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