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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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 부터 Post 

2주기 ‘의학교육평가인증’을 위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 8월 30일 제출한 대학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한 서면평가에 

이어서 11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하였다. 

의학교육 평가인증단 평가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 설치하여 현장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자연과학캠퍼스 의학관, 삼성창원병원, 삼

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에 대한 현지 방문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인증평가 대상은 대학운영체계, 기본의학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등 6개 영역 20개 부문을 평가하였으

며 세부 평가문항은 9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우리 의과대학의 의학교육 인증여부는 한국의학교육원 판정위원

회에서 판정하며, 판정결과는 2013년 1월중에 발표 될 예정이다.

  의학교육인증평가 목적은 의학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 추구, 국가적인 의학교육의 표준화, 의과대학의 교육환경 

및 재무여건 개선 의학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의학교육의 수월

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인정평가활동을 수

행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하며, 평가 결과

를 공포함으로써 의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담당하는 것이다. 

의예과 수시2차 입학전형, 
293.8:1 경쟁률

  5명을 선발하는 2013학년도 의예과 ‘수시 2차(일반학생전형, 논술형)’

전형에 1,469명이 지원하여 293.8: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5명을 선발하

는 ‘수시1차(과학특기자 전형)은 99명이 지원하여 19.8:1이다.

  수시1차 과학특기자 전형은 서류평가(70) 성적과 사고력평가(30) 성적

을 합산한 총점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하며, 사고력평가는 수학과 생

물, 그리고 물리/화학 중 수험생이 희망하는 1과목 선택, 총3과목으로 평가

한다. 

  수시2차 일반학생전형(논술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언어, 수리(가), 외

국어, 과탐(과탐은 상위 2과목평균 기준)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이 3

이내인자중 학생부(50)성적과 논술(50)성적을 합산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제3주기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 실시

2013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최종합격자 20명 발표

  의학전문대학원(원장: 송재훈)은 10월 4일(목) 2013학년도 의학전문대학

원 최종합격자 20명을 선발 발표하였다. 

  최종합격자는 우선선발전형으로 MEET 백분위합산평균성적이 전국상

위 20% 이내인 자중 1단계전형성적(80)+면접성적(20)을 합한 성적순으

로 10명을 선발하였으며, 일반선발전형으로 1단계전형성적(60)+면접성적

(20)+MEET성적(20)을 합한 성적순으로 10명을 선발하였다.

[최종합격자 명단]
강민채, 김명경, 김민제, 김상철, 김서라, 김현진, 노수호, 문영경, 박수련, 

배주영, 배지혜, 이석준, 장은솜, 정준교, 조민성, 조수민, 하창희, 함희정, 

홍민석, 황인우, 이상 20명.



 

  예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상황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고 

우리나라 의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마침 의과

대학에 elective program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고, 해외 elective 

program에 참가하였던 선배들 대부분이 외국으로 나가보기를 추천

하였기 때문에, 일찍이 선택 실습을 미국에서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

습니다.이렇게 처음부터 미국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날이 갈

수록 미국 내 병원들이 외국인

학생을 받지 않는 추세였습니

다. 그리고 우리학교 교육병원

인 삼성서울병원보다 미흡한 병

원을 단지 미국에 있다는 이유

만으로 큰 돈 들여 갈 수는 없었

습니다. 위의 것들을 다 고려한 

후 저는 하버드 의과대학 교육

병원인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에 실습을 가기로 결정하

였습니다.

하버드 의대는 등록금이 매우 비

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USMLE 

Step1을 요구하지 않고, TOEFL 

성적을 요구하지만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미

국 내 많은 학생들이 하버드 의

대의 Exchange Clerkship Program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학생 교

육의 체계가 잘 잡혀있습니다.

저는 내과/신경과쪽에 관심이 있어 Cardiology, Nephrology, 

Infectious disease, Neurology등 15개의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골랐으며 그 중에서 Renal and Electrolyte Disorder (Consult)로 

배정이 되어 그 프로그램을 돌게 되었습니다.

  MGH는 내과 분과 별로 입원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

두 Primary Medicine Team 아래로 입원하여, 필요에 따

라 각 분과로 협진을 의뢰하는 체계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

우 Gastroenterology 환자는 Gastroenterology 환자들끼리, 

Cardiology 환자는 Cardiology 환자끼리 병동 별로 구분이 되어있다

면, MGH의 경우는 Team 1 아래에 Gastroenterology, Cardiology 

환자가 모두 한 병동에 모여 있는 형태를 띕니다.

제가 속해있었던 Renal Consult Team의 경우 attending physician 

한 명, 그 아래 fellow 한 명, 그 

아래 레지던트 한두 명, 실습학생 

한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enal Consult Team의 일과는 기

본적으로 협진 환자를 아침 일찍 

fellow가 모두 파악하고 치료 계획

을 수립하여, 오전 혹은 오후 회진

에 attending physician에게 보고

하는 형태를 띕니다. 학생에게 주

어진 임무는, 협진이 의뢰된 환자 

중 일부를 배정받아, fellow의 역

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환자를 적

게는 1명, 많게는 3명까지 배정받

았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오자

마자 배정받은 환자를 만나 신체진

찰을 시행하고 처방을 직접 손으

로 작성하여 환자 차트에 끼워 넣고 

attending physician에게 발표합니다. Attending physician은 내가 

내린 진단과 치료 계획을 확인하고 최종 승인하여 primary team에

게 공식적으로 회신합니다.

또한 새로 들어온 환자 중 흥미로운 케이스가 있으면 fellow가 학생

에게 그 환자를 맡으라고 하는데, 그 경우 primary team의 입원기록

을 확인 한 후, 직접 가서 kidney-oriented history taking을 하고 

회진 때 attending physician에게 발표해야 합니다.

학생이 한번 맡은 환자는 학생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신장조직검사 결과가 pathology conference에서 발

<Renal Consult Team,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2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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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택실습 후기
-하버드 의과대학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황성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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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될 경우, 병리과의 교수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이 먼저 

3~5분정도의 간단한 병력을 발표해야 했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환

자에 대한 교수님들의 질문에 학생이 직접 대답해야 했습니다. 환자

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학생이 진행하였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 학생은 실제 진료 과정에 편입되어 능동적으로 참

여해야 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M5 발표 때

처럼 “무슨 약을 써야 하겠습니다”로 끝나서는 안되며 약물의 정확

한 종류, 용량, 투여 경로와 기간까지 모두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

다. Lasix 20mg IV, Bumex 2mg IV라고 직접 손으로 써서 처방

을 해야 합니다. 한국과 달리 학생의 참여가 많은 것, 그리고 환자들

이 학생을 진료팀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협조해주는 것 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그리고 Clerkship Program에는 없는 내용이지

만 attending professor에게 부탁하여 외래를 참관하였는데 외래진

료시간 3시간 동안 총 6~8명의 적은 수의 환자를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 프로그램 외에 중환자실과투

석실에 있는 fellow에게 부탁하여 그곳의 환자를 assess하고 혈액투

석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attending physician인 

Dr. Ravi Thadhani와 Dr. Kevin Tucker가 지정해준 특별한 topic

의 논문, 혹은 attending 본인이 직접 썼던 논문을 읽고 다음날 발

표를 준비하느라 밤을 지새웠던 것도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이번 실습에서 느낀 점도 많았지만 아쉬움이 

남는 점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영어입니다. 환자를 직접 봐야 하기 때문에 일상 대화를 

비롯해 병력청취를 영어로 할 줄 알아야 하고, 팀원들을 비롯한 의료

진들과 소통하기 위해 의학적 내용과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논리적으

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하며, 영어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 문법에 맞게 

영작문을 할 줄도 알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실습 초기에 매우 힘든 

적응시간을 거쳤습니다. 조금 더 많이 준비되었었다면 진료하는데, 

그리고 논문을 보는데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적극

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으

로는 옆에 같이 있는 미국 의대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는 참여도가 

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곳 의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수준이 높

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것도 있지만, 영어가 원어민처럼 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것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

다고 마음먹은 정도로는 부족하고, 악착같이 달라붙어야 합니다.

Elective program을 통해 짧은 1달동안 정말 많이 경험하고, 공부하

고, 느꼈습니다. 여름 한 달 동안의 값진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신 모

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 경험이 앞으로 의사로서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MEGR, 일본은 왜 독도에 집착하나?
  2012년 11월 19일, MEGR에서는 “일본은 왜 독도에 집착하나?”

라는 주제로 독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

은 전 도쿄 특파원인 KBS 김대홍 기자가 일본에서 지낸 4년 동

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작하였고, 최근 가장 큰 사건이었던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쓰나미를 겪었던 

일본의 상황을  담은 아찔한 영상과 도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김대홍 기자는 “일본은 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하는가?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에 대해 비판과 반박보다는 “발

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 속에서 안용복 피랍사건과 이승만 대통

령을 통해서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대표

적인 역사서인 세종실록과 고려사 등에 제주도와 울릉도에 대한 기술은 되어 있으나 독도에 대한 기술은 어디에도 있지 않다고 한

다. 하지만, 일본은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다양한 증거(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등 고지도 다수와 강치 포획 허가, 한국전쟁 때 

미국에게 사격훈련 등의 용도로 독도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서 등)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동안 한국이 독도에 대한 문제를 간과

하는 동안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일본은 독도의 해저자원을 개발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찾지 못한 새로운 근거자료를 찾아서 우리의 영토를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박윤수 교수팀, 정형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고관절골절 및 골다공증 연구팀(정형외과 박윤수·문영완·임승재, 내분비내과 

민용기, 산부인과 윤병구·이동윤, 삼성창원병원 정형외과 김상민)은 최근 열린 대한정형외과학회 제56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했다. 

  박윤수교수팀은 셰계골대사학회(International Bone and Mineral Society)의 공식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고령의 환자에서 일차 고관절 골절 후에 생존률, 이차골절 및 기능적 회복의 예측(Prediction of survival, 

second fracture, and functional recovery following the first hip fracture surgery in elderly 

patients)’ (책임저자: 박윤수 교수)으로 최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팀은 앞서 2009년 대한골대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제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박 교수가 이끄는 인공관절센터 

고관절팀(박윤수·문영완·임승재)은 2005년 이후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수여하는 학술논문상 4회, 최우수 비디오상 1회 및 대한

고관절학회 학술논문상 1회를 수상했으며 2009년~2010년에는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인 스마트 프로젝트에 참여해 인공관절 수

술로봇의 국산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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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엘빈 로스와 공동연구
장기이식 매칭 프로그램 공동연구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김대중 교수가 201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하버드대학교의 앨빈 로스(Roth) 교수와 장기이식 

매칭프로그램을 위한 공동연구를 올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 교수는 2005년 세계 처음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신장이식 교환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로스 교수와 

이식환자 매칭프로그램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

혔다. 로스 교수는 UCLA 로이드 S 섀플리(Shapley) 

교수와 공동으로 학교와 학생, 또는 장기기증자와 장기 

필요한 환자간의 연결 프로그램을 연구해 올해 노벨경

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세계적 석학이다. 

  로스 교수가 이번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가장 핵심적

인 경제문제, 즉 다른 주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연결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것”이라는 수상내용과 같이 다양한 

매칭프로그램이 적용돼야 하는 장기이식 분야에서 로스 

교수의 연구가 수많은 이식환자들을 구했다는 것이 높

이 인정된 것이다. 

  세계적 경제석학의 경제학적 알고리즘과 의학과 IT분

야의 강국인 우리나라 의학자간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번 공동연구는 출산 경험이 많은 여성, 재이식 등 거부반응 고위험군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치료법인 교환이식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김대중 교수는 강조했다. 

  김대중 교수는 “교환이식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 분야”라며 “공동연구가 결실을 맺게 되면 거부반응 고위

험군 환자로서 매칭이 어려운 말기 신부전 환자들도 적기에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세계적 석학과의 공동연구가 진행되는 만

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균관의대 제2회 졸업생 현황
  2004년 2월 25일 성균관의대를 졸업한 

제2회 동문 38명(남자 30명, 여자 8명)중

에서 33명은 삼성서울병원, 4명은 강북삼

성병원, 1명은 경찰대학교 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마쳤다. 

  전공 현황은 가정의학과 2명, 내과 5명, 

마취통증의학과 4명, 방사선종양학과 3

명, 비뇨기과 2명, 성형외과 1명, 신경과 

2명, 안과 1명, 영상의학과 2명, 외과 3

명, 이비인후과 5명, 재활의학과 3명, 정

신과 1명, 정형외과 2명, 피부과 2명이다.           

  2012년 현재 대학교수 1명, 개원의 6명, 

봉직의 14명, 전공의 2명, 전임의 15명으

로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2

명은 해외 연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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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졸업여행)

김동희(100만원), 김명현((100만원), 이성수(100만원), 최정석(100만원), 하

영남(100만원), 한대우(70만원), 조영선(50만원), 최재경(50만원), 최지근

(50만원), 문주석(30만원)

[교수: 정년보장]

류창학(2012.10.1.~2028.2.28. 강북삼성병원), 

정두련(2012.10.1.~2032.2.29. 삼성서울병원),

이교원(2012.10.1.~2030.2.28. 강북삼성병원), 

채승완(2012.10.1.~2032.2.29. 강북삼성병원)

[부교수]

김예진(2012.10.1.~2016.9.30. 삼성서울병원),

의대발전기금 기부자 현황

전임교원 승진임용 인사발령

교  수  동  정

백정환 교수 (이비인후과학, 삼성서울병원) 제4차 한미공동심포지엄 주최 및 제4차 상하이국제심지엄 초청강연

이규성 교수 (비뇨기과학, 삼성서울병원) 국제비뇨기과학회 초청 강연

주경민 교수 (기초의학 해부학교실) 제62회 대한해부확회 학술상 ‘빛날상“ 수상

최연호 교수 (소아청소년과학, 삼성서울병원) ‘크론병 환우들과 함께하는 힐링토크콘서트’에서 ‘크론병 바로알기’ 강연

최철훈 교수 (산부인과학, 삼성서울병원) 제98차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우수 구연상 수상

홍승봉 교수 (신경과학, 삼성서울병원) 2015년 3월 세계수면학회 유치 성공으로 조직위원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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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PS: 외래와 병동 교육에서의 교수법

바쁜 외래 진료실과 병동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실습 교육과정에서 교수는 학생의 진료능력이나 지식 수준

을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물어보아야 할까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방법의 하나로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6개의 단계에 맞춰 증례보고를 하며 교수와 상호작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임상추론(clinical reasoning) 

능력을 계발시키는 SNAPPS 교수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체의 과정은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Summarize briefly the history and findings
환자 병력과 검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하게 한다.

환자의 주소, 병력, 계통문진, 신체진찰, 검사결과를 환자의 문제와 연관된 핵심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교수에게 3분 이내로 발표한다. 학생

은 환자의 문제를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교수는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학생에게 질문한다.

 Analyze the differential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possibilities
감별진단을 비교/대조하여 분석하게 한다.
학생 본인이 판단한 감별진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교수는 학생이 신체진찰, 검사결과 등에 근거하여 임상추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한다. 학생의 임상추론과정을 말로 설명하게 함으로써 교수는 학생의 임상추론 과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

게 됨으로써 상호 간의 토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Plan management for the patient's medical issues

환자의 문제에 대한 관리계획을 설명하게 한다.
학생 본인이 판단한 감별진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교수는 학생이 신체진찰, 검사결과 등에 근거하여 임상추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한다. 학생의 임상추론과정을 말로 설명하게 함으로써 교수는 학생의 임상추론 과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

게 됨으로써 상호 간의 토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Narrow the differential to two or three relevant possibilities
가장 가능성이 높은 2-3 개의 감별진단을 설명하게 한다.

환자의 문제를 설명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감별진단을 학생이 선별하게 한다. 교수가 감별진단을 설명하기 전에 학생이 이에 대해 스스

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임상추론을 훈련하도록 한다.

 Probe the preceptor by asking questions about uncertainties, difficulties, or 
alternative approaches 
증례와 관련한 질문을 교수에게 한다.
학생이 증례와 관련해 불확신 한 것, 이해하기 어려운 점, 대안적인 접근법 등에 대해 교수에게 질문 할 것을 미리 준비해오도록 한다. 학생

이 교수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교수는 그 학생의 지식 수준 및 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그 학생의 수준에 맞도록 가르칠 수 있다.

 Select a case-related issue for self-directed learning
증례 관련 학습주제를 선정한다.
환자의 주소, 병력, 계통문진, 신체진찰, 검사결과를 환자의 문제와 연관된 핵심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교수에게 3분 이내로 발표한다. 학생

은 환자의 문제를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교수는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학생에게 질문한다.

이러한 형식의 증례보고는 학생들이 병력청취 및 신체진찰에서 얻은 객관적 사실을 보고하는 데 보다는 진단 과정 및 치료 계획에 대한 교수와의 토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여 교육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학생이 교수에게 할 질문을 미리 준비해오게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요구에 맞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SNAPPS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학교육실(02-2148-992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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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4일 :  임상실습교수간담회

2월15일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월26일 :  PBL 신임 Tutor 워크샵

1월16~18일 :  아시아태평양 의학교육학회

1월31일 :  창원 e-PBL 워크샵

1월3일 :  Unit Chair 간담회 2월4~8일 :  PBL 개론2월행사

1월11일 :  교수법세미나

2월16일 :  신임교수 워크샵

1월30일 :  PBL Tutor 세미나

2013年 1, 2月 의학교육실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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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환경에서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한 12가지 팁

피드백은 임상실습을 위한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성과 바탕 교육(9월호 참고)에서의 구

체적이고 시기 적절한 피드백은 학생이 교육 후에 갖추어야 할 역량에 도달하는 것을 도와주고 더 좋은 방

향을 제시하여 그 기회를 향상시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드백이라고 해서 다 같은 피드백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위사람들에게 피드백이라는 이름 하에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원치 않는 피드백을 하지는 

않나요? 좋은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행사

교수와 학습자간 

상호존중하는 

학습환경을 만들라

학습자와 

피드백 목적을 

공유하라

직접 관찰한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하라

관찰된 행동을 

강화 또는

 교정하라

학습자의 

자기평가로 

피드백을 시작하라

수행에 초점을 둔 

구체적이고 중립

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한

교수 교육을

시행한다

피드백을 

학교 문화의 

일부로 만든다

개선을 위한 액션

플랜으로 피드백을 

마무리하라

자신의 피드백 

스킬을 돌아보라

피드백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라

적시에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하라



메디컬 리그 후기
‘메디컬 리그’란 전국 의과대학의 축구동아리들이 모여서 그 중 최

강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대회 진행 방식은 크게 지역 예선과 본선 

이렇게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 축구

동아리 ‘헤르메스’는 서울-경기 지역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각 조

에는 4팀이 배정이 되고 리그전을 거쳐 조 1위만 본선에 진출합니

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의 소수 정예 학생 선발이라는 방침 상 축구

와 같은 많은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상 많지 않

습니다. 저

희 헤르메스

도 부원수

가 어느 정

도 있긴 하

지만 학업생

활이 바쁘다 

보니, 동아

리에 열심히 

활동하는 회

원 수를 생

각해보면 11

명조차 모으

기 힘든 때

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디컬 리그에서도 마지막으로 승리를 

경험해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성적이 좋

지 못했지요. 하지만 올해에는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주

셔서, 이번 메디컬 리그에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

는 기대감에 학기 초부터 메디컬리그를 대비하여 열심히 준비했습

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름방학의 시작과 

동시에 시작되는 여름 훈련이었습니다. 본과생들의 여름방학이 짧

기 때문에, 짧은 시간동안 가능한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전에

는 다른 학교와 연습경기를 하고 오후에는 기본적인 공 다루는 훈

련을 하는 식으로 대회대비를 진행했습니다. 첫 연습경기는 단국

대 의대와의 연습경기였는데요, 비록 패하긴 했지만 그 날의 패배

를 하나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경기영상을 모두 녹화하여 선후배

들과 몇 번씩 돌려보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야 됐다는 식의 토

론을 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이는 헤르메스 전반적인 실력

을 올리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메디컬리그 저희 조에는 가천대, 가톨릭대, 고려대가 함께 편

성되었습니다. 첫 경기가 가천 대와의 경기였는데요, 전반전에 상

대팀은 슈팅을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학교의 경기

내용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체력의 급격한 저하

로 인해 2명의 상대팀 공격수에게 의해 수비진이 붕괴되어 결국 패

배를 기록하

고 말았습니

다. 제 2경

기인 고려대

에게는 일방

적으로 경기 

주도권을 내

주면서 패배

하였고, 마

지막 경기인 

가톨릭대학

교와의 경기

에서는 M5/

G3의 박순

효  선 배 의 

신에 들린 선방과 조규연 선배의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무승부

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비록 경기결과는 저희가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지금까지

와는 달리 경기 중에 저희만의 플레이를 펼쳤다는 점과 모두가 실

력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저희 ‘헤르메스’의 발전의 초

석을 쌓았던 여름방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에 총 2주 중 절반을 투자한 본과2,3학년 학우들과, 놀고 싶을 텐

데도 묵묵히 이끄는 대로 따라 와준 우리 후배들, 바쁜데도 메디

컬리그 때 응원을 와준 우리 예쁜 매니저들 역시 너무나 고마 웠다

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내년 의과대학 소식지

에는 메디컬리그에서의 좋은 경기결과를 전할 수 있는 헤르메스가 

되겠습니다.        

8 학생활동
http://www.skkumed.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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