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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은 교육목적과 향후 발전을 위한 Vision을 제시하고, 교

수들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6월14일 ‘2014 의과대학 

전체교수 세미나’를 자연과학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최한용 의무부총장, 기초의학 교수 23명, 임상의학 교수 

150명(삼성창원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이 참석하였다. 

또한 대학본부에서 김준영 총장, 정규상 부총장(인), 송성진 기획

조정처장, 박선규 학생처장, 박성수 총무처장, 손용근 학사처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세미나 진행은 이경수 학장이 “학장이 바라는 성균관의대의 

미래”, 송근영 상무(삼성인력개발원)가 “삼성! 도전의 발자취”, 

신정근 교수(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가 “공자와 손자, 역사를 

만들고 시대에 답하다”, 한태희 교수(기초의학 분자세포생물학 

교실)가 의과대학의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되돌

아 보는 “성균관의대 17년간의 발자취”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오후에는 교수들의 연구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박성호 교수(울산의대)  

가 "Diagnostic Research and RCT", 이경호 교수(서울의대)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공동연구자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김규석 교수(서울의대)가 “Collaboration with another 

deparatment: How beautiful!”, 정현채 교수(서울의대)가 “죽음은 

벽인가, 문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또한 1997년 의과대학 창립부터 현재까지 역사물을 사진액자로 

제작하여 행사장 로비에 전시하였으며, 의학관 앞 정원에 야외 만찬

장을 마련하여 단합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모임을 가졌다.

의과대학에서는 8월 말 정년을 앞둔 박주배 교수(생화학·분자

생물학)의 “정년 기념 강연회”를 6월 20일 의학관 대강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강연회에는 서정돈 이사장, 이경수 의과대학장, 조승렬 명예

교수, 기초의학 교수, 재학생 및 연구원 110여명이 참석하였다. 

백관혁 교수의 사회로 개회사, 내외빈 소개, 학장 인사. 박주배 

교수 약력 소개, 기념 강연, 화환 증정 및 기념촬영을 하였다.

박주배 교수는 강연에서 지난 40년간의 의학교육을 돌아보고 

지식의 단순습득보다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의학교육을 강조하

였다. 박주배 교수는 1998년 9월 1일 임용되어 16년간 재직하는 

동안 분자세포생물학교실 주임교수, 연구부학장, 의학연구소장, 

삼성생명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하면서 의학관 건립, 기초의학 교

육과정 및 연구 제도 수립 등 의과대학 발전을 위하여 큰 기여를 

하였다.

이경수 학장은 ‘존경하고 따르던 큰 스승의 정년으로 섭섭하

고, 마지막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였다.

의과대학 전체교수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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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30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의학교육의 문화와 환경’ 주제로 개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의학회가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중외

학술복지재단이 후원하는 제30차 의학교육학술대회가 5월 29일

부터 31일까지 3일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유광사홀에서 

열렸다.

학생들의 인성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교육적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그 학교의 문화와 환경이다. 급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의학교육도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을 갖춰야 한

다는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의학교육의 문화

와 환경』을 주제로 하여 의과대학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의대 문화의 

특성과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41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교수 480여 명이 참석

하였으며, 우리대학에서는 최연호 교육부학장 외 24명(신임교수 18

명 포함)이 참석하였다.

학술대회는 Susanne Roff교수의 ‘Enhancing Medical Education 

Culture: Living the DREEM’ 기조연설로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울산의대 박주현 교수가 영국 Dundee대학의 DREEM(Dundee 

Ready Education Environment Measure) 지표를 활용해 우리나라 

의대·의전원 학생 9,096명을 대상으로 한 의대 문화 및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의대 문화에 대해 

총점200점 만점에 113.8점을 주었는데 이에 대해 박주현 교수는 

‘시험으로 치면 재시험이나 낙제 수준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 라 표현

하며 의학교육에서는 제도나 시설 뿐 아니라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문화와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

학 학생협회 회장 함현석 학생은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 결과와 인터뷰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인식하는 의과대학 문화’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가톨릭의대 김선 교수는 키패드를 활용하여 실

제 학술대회에 참석한 160여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수의 정

체성과 교육환경 등 ‘교수가 인식하는 의과대학 문화’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심포지엄은 ‘교수 학습 환경’이라는 주제로 의료신문 청년

의사의 편집주간 박재영, 아주대 임기영 교수의 발표와 연세대의 사

례발표로 진행되었다. 먼저, 박재영 편집주간은 현재 한국의 의료현

실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 의사들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덕목을 

요구 받게 될 것이라 지적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의대 교수학습

환경도 함께 달라져야 함을 주장하였다.이어서 임기영 교수는 의대 

문화로 ‘권위주의 문화, 군대문화, 암기 문화, 경쟁 문화, 다재다능의 

문화’를 제시하며 현재의 의사문화에 대한 내부 비판과 반성, 새로운 

문화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과연 지금과 같은 교육환경에

서 좋은 의사를 양성해 낼 수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의과대학 

교수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함을 강조하며 발표를 끝마쳤다. 이어지는 사례

발표에서 전우택 교수는 의과대학에 입학한 우수한 학생들이 상대평

가로 인해 의미 없는 경쟁을 하면서 스스로를 실패자라 인식하게 

되는 점을 비판하며,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Pass and Non-pass 

제도로 개편한 연세의대 사례를 발표하였다. 절대평가 제도 개편으로 

의대 교육문화 환경이 바뀌어 앞으로 학생들이 자기개발의 경쟁을 

하고, 학습을 공동의 일로 인식하여 서로 협동하며, 스스로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셋째 날 오전의 ‘Discussion for Special Issue’ 시간에는 ‘학생: 

의대생의 학습풍토’, ‘교수: 교수개발-함께하기’, ‘교육행정 및 제도: 

학사편입학제도’ 등을 주제로 각 그룹별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공식적으로 계획한 교육과정이나 의도된 교육 외에도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에 의해 많은 것을 

배운다. 이를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로 학생들의 태도나 가치관, 신념과 관련되는 정의적 측면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때로는 공식적인 교육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

을 발휘하기도한다. 전국 41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학문의 내용은 거의 같지만, 각 학교의 문화와 환경은 모두 다르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 교수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 선후배 관계 

등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이 그 학교 

학생들의 특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학칙이나 교육제도 등

이 그 학교의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우리대학이 가진 교육적 

철학이나 이념이 우리의 문화와 환경에 스며들어 ‘성균관의대 학생

들의 특징’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알게 해 준 학술대회였다.

(의학교육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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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교실(주임교수: 김병준)에서는 ‘제3회 (故)이원용교수 기념 

강연회 및 연구기금 수여식’을 5월 30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 2

층 세미나 3에서 개최하였다.

(故)이원용교수 부모님과 가족, 신경과 교수 및 동료, 제자들 5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김병준 교수 인사, 이원용교수 뇌 연구기금 학술상 

수여 및 연구 발표, 이원용교수 자녀 장학금 전달, 이원용 교수 제자 

소개, 가족인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원용교수 뇌 연구기금은 2012년 부친 이춘화 회장께서 신경과 

학문발전을 위해 기부한 2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매년 ‘이원용뇌연구 

기금 연구자상’을 수여한다. 올해는  연구실적 및 신경과 학문발전 

기여 가능성이 가장 큰 이미지(삼성서울병원), 김지선(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였다.

(故)이원용교수의 자녀들에게는  선후배, 동료 및 동문들이 고인에 

대한 마음을 간직하고자 정성것 모금한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의과대학(학장: 이경수)은 의과대학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부해주신 분들에 대한 예를 표시하고, 고귀한 뜻을 기리고자 명패

를 새겨 기부자월을 의학관 1층 로비에 설치하였다

김성덕 (100만원), 엄성희 (300만원), 이준화 (100만원)

최정윤 (150만원), 한명준 (300만원), (주)스카라브 (600만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에서는7월 1일(화) G2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학년도 1학기 PBL 동료평가 시상식’을 실시하였다. 시상식은 

의학교육실 장혜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우수상 4명, 최우

수상 1명의 학생에게 교육부학장 최연호 교수가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품을 수여하였다. 동료평가 시상은 2013년부터 시작하여 매 학기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이다.

성균관의대에서는 통합교육과정 전체에서 PBL(Problem Based 

Learning)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의대와 차별화되는 우리 

대학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PBL은 일반 강의식 수업과는 달리 

학습자들이 그룹별 토의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팀원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 협동이 요구된다. 

PBL 과정에서 학생들은 같은 팀 동료가 학습에 얼마나 적극적으

로 참여하였으며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협동하였는지 가장 가까

이에서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 각 Unit에서 PBL이 끝나면 학생들은 

팀 동료들에 대해 ‘참여도, 학습충실도, 기여도, communication’ 

네 가지 영역으로 평가를 하고, 아울러 그 학생의 장점과 그가 더 

좋은 학습자이자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말도 함께 

적어주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14학년도 1학기 동안 진행된 Unit PBL의 

동료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각 영역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

에게 우수상을, 전체 영역에서 총점이 가장 높은 학생에게 최우수상

을 수여하였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중복수상이 가능하며, 우수상

은 수상자가 중복될 경우 차점자에게 상을 수여한다. 동료평가 시상

은 PBL 수행에 대한 피드백의 일환으로서, 이를 통해 PBL이 지금

보다 더 활발하고 역동적인 과정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각 부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 김태진

 우수상 : 김태진(참여도), 이민강(학습충실도),

              최가영(기여도), 김우진(communication)

교육·교수

제3회 (故)이원용교수 기념 
강연회 개최

의과대학발전기금 기부자 월 설치

2014학년도 1학기 PBL 
동료평가 시상

[의과대학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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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분석의 이해

·난이도는 답을 맞힌 수험자의 비율(정답률)로써 난이도 값은 0% ~ 100% 혹은 0 ~ 1로 나타나며 값이 클수록   

  쉬운 문항이라는 뜻입니다.

문항난이도

·변별도는 수험자의 능력을 변별할 수 있는 정도이며 변별도 값은 -1 ~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고 1에 가까울   

   수록 변별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항변별도

·문항반응도는 각각의 답가지를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며 제시된 답가지에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비슷한 문항을 좋은 문항이라고 합니다.

문항반응도

의과대학은 표본집단의 능력의 차가 크지 않다는 특성 

때문에 변별도 0.2이상인 문항을 좋은 문항이라고 합니다.

2  난이도와 변별도 해석

난이도 분포

어려움 적절함 쉬 움

0.3 이하 0.3 ~ 0.6 0.6 이상

변별도 분포

매우 낮음 낮 음 높 음

0.2 이하 0.2 ~ 0.3 0.3 이상

3  난이도와 변별도의 관계

문항의 변별도는 문항의 난이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문항은 학생들이 

문제를 다 맞추거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변별도가 

떨어집니다.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1  

0.8

0.6

0.4

0.2

0 

이번에 내가 출제한 

시험문제는 어땠을까?검사문항이 원래 의도한 검사 도구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지를 다양한 측면(문항난이도, 문항변별도, 

문항반응도)에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1  문항분석(item analysis)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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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분석 활용의 예

2014학년도 8월, 9월 행사 안내
8 / 7 unit chair 간담회, 8 / 12 임상실습교수 간담회

8 / 30 ~ 9 / 3 AMEE (Association for Medical Education in Europe)

1. 모나거나 튀지 않고 둥그스름 하다는 형용사로 맞는 표준어는?

   ① 두리뭉슬         ② 두리뭉술        ③ 두루뭉실        ④ 두루뭉슬        ⑤ 두루뭉술

정답 난이도 변별도
문항반응도 (답지응답률)

⑴ ⑵ ⑶ ⑷ ⑸

⑸
0.3

(적절함)

0.5

(높음)
17% 18% 25% 10% 30%

사례 1

이 문항은 난이도가 적절하고 변별도가 높은 문항입니다. 

또한 답가지에 대한 반응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정답을 제외한 답가지도 매력적인 오답으로 작용하여 좋은 

문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중 대한제국의 항일운동가이며 하얼빈역에 잠입하여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독립운동가는?

   ① 김 구         ② 이승기        ③ 안중근        ④ 탕웨이        ⑤ 초난강 

정답 난이도 변별도
문항반응도 (답지응답률)

⑴ ⑵ ⑶ ⑷ ⑸

⑶
0.92

(쉬움)

0.11

(매우낮음)
8% 0% 92% 0% 0%

사례 2

이 문항은 92%의 학생이 답을 맞힌 쉬운 문항입니다. 

(2),(4),(5)번에 응답한 학생이 아무도 없으므로 이들 답가지를 

좀 더 매력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문항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라태종무열왕릉비는 국보 몇 호 인가?

   ① 국보 7호         ② 국보 13호        ③ 국보 22호        ④ 국보 25호        ⑤ 국보 31호

정답 난이도 변별도
문항반응도 (답지응답률)

⑴ ⑵ ⑶ ⑷ ⑸

⑷
0.20

(어려움)

-0.35

(매우낮음)
17% 20% 23% 20% 20%

사례 3

이 문항은 문항변별도가 음수인 문항으로 이는 능력이 낮은 

학생이 정답을 맞히고 능력이 높은 학생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항은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송인섭 외(2013). 교육평가. 양서원.      강승호 외(2003). 현대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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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ve Program’후기

4학년 elective 실습을 해외로 가기로 결정한 후 지도교수님이

신 감염내과 정두련 교수님께 상의를 드렸고, 교수님께서 흔쾌히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내과 쪽에 연결을 해주셨으나, 4주

간 5,000달러 가량의 수업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외

에 개인적인 observation이 안 된다는 답을 받았다. 외국에서의 실습

을 포기하고 국내에서 하려던 찰나, 친척의 소개로 미국 보스톤 소재 

Massachusetts Eye and Ear Infirmary (MEEI)의 Dr. Park에게 연락이 

닿게 되었다. 첫 2주 동안 MEEI에서 실습을 돌고 그 이후에는 Dr. Park

가 출근하는 Newton-Wellesley hospital에서 보내기로 하였다. 아직 삼

성서울병원에서 실습을 돌아보지 못한 이비인후과(ENT)를 경험하게 되

었다. 

MEEI는 미국에서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열손가락 안에 드는 병원이

자, Harvard medical school 연계 병원으로서, 선진 의료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겨울 춥기로 유명한 보스톤에 있는 점이 단점

이었다. 특히 이번 겨울에 미국 동부 지방에 기록적인 추위가 있었기 때

문에 매우 괴로웠다. 집은 보스톤의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Boston 

Korea를 통해 월 700달러에 아파트 서블렛을 구하였다. 방 3개짜리 아

파트를 3명이 share 하였는데, 위치와 주변 편의시설, 교통 등의 조건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출퇴근을 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한 달간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정액권을 이용하였는데, 버스의 배차 간격 및 노선의 한계

로 하버드 스퀘어 놀러 갈 때를 제외하고는 주로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

MEEI에서의 실습은 행정실 직원인 Andrea가 매주 스케쥴을 짜서 알

려주었다. 첫 주에는 외래 2일, 수술방 3일이었고, 둘째 주에는 외래 3

일, 수술방 2일인 스케쥴이었다. 또한 컨퍼런스가 있는 날을 알려줘서 

원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다. 외래의 경우 대부분 아침 일찍 시

작하여 대개는 오후 5시 정도까지 진행되었고, 수술방의 경우에는 그날 

진행되는 ENT 수술 중 원하는 방을 스케쥴을 확인하여 참관하는 시스템

이었다. 

수술 참관의 경우, 수술방 돌아가는 시스템이 우리병원과 크게 다르지

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젠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활기찬 분위기로 

잡담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또한 레지던트 선생님이 단순히 

‘어시스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도 우리와는 

다른 부분이었다. 남자 간호사들이나 연령대가 높은 간호사의 비율이 우

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도 다른 점이었다. 

2주 동안 MEEI에서 Dr. Bleier의 rhinology, Dr. De Venecia와 Dr. 

Lee의 otology, Dr. Song의 laryngology, Dr. Deschler의 head&neck 

cancer 외래 참관을 했는데 모두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신기하고 흥미 

있었다. 미국의 외래 시스템은 한국과는 사뭇 달랐다. 한국에서는 의사

는 방에 있고 환자가 들어오는 시스템인 반면, 여기서는 의사는 자기 방

에서 차트 작성을 위한 dictation(녹음기를 이용한다) 등을 하고 있다가 

진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에게 찾아간다. 각각의 환자가 15분 간격

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대체적으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진료를 보는 

편이었다. 환자가 질문하기 전에 의사가 미리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환

자들도 궁금한 것을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대화도 많이 하는 것이 인상적

이었다. 담당 의사가 환자들에게 매번 나에 대해 “This is Dr. Lee from 

Korea. Do you mind if he joins us?” 이런 식으로 소개하면 환자들은 

기꺼이 “No, not at all!!” 하면서 밝게 인사해주고 악수도 하고 하니 참

관하는 데에 마음이 편했다. 한 번은 laryngeal cancer 환자를 40분 넘게 

상담해서 서있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런 것이 가능한 환경이 내심 부러웠다. 외래 참관을 하면서 흥미로왔

던 점은, 미국 의사들은 설명을 해줄 때 환자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

를 매우 흔히 사용한다는 점이었다. 유머 감각도 뛰어나서, 대화의 작은 

부분에서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발한 비유를 하거나 농담을 하고는 해

서 듣는 데 쏠쏠한 재미가 있다. 그리고 의사-환자 관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수평적이어서 의사는 ‘의료 컨설턴트’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외에 논문 리뷰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벨기에에서 온 유명한 교수

의 강연도 들었다. 강연은 벨기에 Antwerp 대학의 Dept. Translational 

Neurosciences의 Chair인 Prof. Paul Van de Heyning이 했는데, 강연

하기 불과 한 주 전에 이분이 쓴 논문이 NEJM에 실려서 화제가 되었다. 

강연 내용은 “Cochlear implant for single-sided deafness”였으며 한 주 

전 NEJM에 실린 내용은 sleep apnea에 hypoglossal nerve stimulation

을 쓰는 것이었다. 외국의 의학이 앞서나가는 데에는 funding의 규모와 

더불어 이렇게 교과서를 뛰어넘는 다양한 시도가 뒷받침되기 때문이 아

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주 동안의 MEEI에서의 실습을 마치고 Newton-Wellesley Hospital

으로 옮겼다. 여기저기 바쁘게 다녔던 MEEI에서의 2주와는 다르게 Dr. 

Brian Park 한 사람만을 따라다니는 시스템이어서 왠지 더 잘 해야할 것 

같아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앞섰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Dr. Park이 세

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줘서 편하게 돌 수 있었다. 수술들은 MEEI에서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Dr. Park 혼자 다양한 수술을 다 시행하

며, 레지던트가 없어 수술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Dr. Park 혼자서 다 하

는 점이 차이점이었다. 외래 진료 역시 수술과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의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ENT 질환 모두를 다뤘다.

외국에서 elective 실습을 도는 동안 외로움과 한식에 대한 그리움에 

시달리고, 귀국하여서는 밀린 잠을 자느라 괴로움이 있긴 했지만 유익하

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Dr. Park와 식사를 함께 하면서 

나중에 혹시 한국에 오시면 꼭 만나뵙기로 하고 작별인사를 나누면서 실

습을 마쳤다. 

이호준(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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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두 번째 레지던트

송혜정(제3기 졸업)

3회 졸업생 송혜정이 근황을 전합니다. 

올해 6월말부터 미국 플로리다 주 Miami에 

있는 Jackson Memorial Hospital/ University 

of Miami에서 병리 레지던트 (AP/CP 4년 과정 – 

우리나라의 병리/진검 통합)를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것은 2011년으로, 1년 과정의 Miami-Dade county 

Medical examiner department (법의관 사무실)에서 Visiting Doctor

로 법의학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증례에 대해서 

Forensic pathology fellows와 거의 같은 분량의 부검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편 미국에 온 직후에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 2012년에 

결혼을 하고 2013년 말에 똘망똘망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로 제대로 활동하려면 레지던트를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여,미국

의사시험 및 레지던트 선발 과정을 거쳐 두 번째 레지던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3년이 되어가지만 외국인으로 사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도전입니

다. 나름 세련되고 정제된 국어를 구사한다고 생각했는데, 영어로는 

듣고 말하기가 그 수준에 달하지 못하니 괴리감이 더 큽니다. 거짓말 좀 

보태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내 삶

을 꾸려왔는지 처음부터 다 풀어놓아야 합니다. 아들이 양쪽의 문화

를 최대한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나마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택한 길이니 날마다 즐겁게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 2월에 외할머니의 상을 당하여 잠시 한국에 다녀 왔습니다. 

다들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덩달아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있어주시는 학교와 동문, 친구들께 감사합니다. 

제1기 동문 이상훈 임상전임강사, Young Investigator Award 수상

이상훈 동문(삼성서울병원 소아 외과 임상전임강사)가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The Joint International Congress of ILTS, 

ELITA & LICAGE에서 <Liver Transplantation Using Hepatitis B Core-Positive Donor Liver Grafts in Infants and 

Children> 논문으로 Young Investigator Award을 수상하였다. 논문은 B형 간염을 앓은 후 치유된 상태의 기증자로부터 

간을 이식 받은 소아 환자들에서 B형 간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B형 간염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

적이고 경제적임을 보여준 내용이었다. 

제1기 동문 민양원 임상전임강사, 미래의학자상 수상

민양원 동문(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임상전임강사)가 청년의사가 주관하고 LG생명과학이 후원하는 제6회 미래의학자

상을 수상하였다. 본 상은 한국 의학의 미래를 이끌어나가고 세계 의학의 선두주자가 될 젊은 연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임상강사만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것으로, 재직기간 중 국내외 SCI급 학술지에 제1저자로 얼마나 많은 연구

활동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상을 수여한다. 올해에는 15: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민양원 임상전임강사를 비롯한 5명의 임상

강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1기 동문 윤진영 임상전임강사,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전임의 학술상 수상 

윤진영 동문(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임상전임강사)가 지난 3월에 열린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춘계학회에서 

전임의 기간 동안 우수한 연구 활동을 보여준 전임의에게 수여하는 전임의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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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이 된 후 3월이 눈 깜짝할 새 지

나가고 중간고사도 지나 키사에서는 일

일호프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번 일일호프 공연에서  저희 기수가 메

인이 된 만큼 17기 친구들과 자주 메신

저를 통해, 같이 전공수업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며 선곡을 하고 이벤트를 기획

하고 곳곳을 다니며 장소를 찾고 작년에 선배님들이 해주셨듯이 후배들 

선곡을 봐주고 점검도 했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서는 키사 동아리방에

서 또는 합주실을 대여하여 합주 연습을 하고 연습이 끝나면 치킨을 먹

으며 또 일일호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 저런 얘기도 하며 친목을 다

졌구요. 어느덧 한 달여간의 준비가 끝나고 일일호프 당일이 되었습니

다. 이번 일일호프는 본과 선배님 시험일정 때문에 주말 중에 날짜를 잡

아 많은 사람들이 못 오진 않을까 걱정과는 달리 키사의 공연에 대한 소

문을 듣고 교수님, 서울에 계신 선배님들, 동기들과 후배들,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선배님, 동기, 후배들의 친구들까지 정말 다양하고 많은 분

들이 공연을 보러 와주었습니다. 관객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도 하고 후

배들의 공연으로 시작하여 기수의 공연으로 마쳤습니다. 준비기간이 있

었던 만큼 공연을 끝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조언해준 선

배들, 일을 도와주고 스스로 열심히 준비한 후배들, 징징거려도 열심히 

하는 동기들에게 고맙기도 했고 스스로에게 변명을 대며 이것저것 미루

며 무엇을 했나 스스로 부끄럽기도 했고 뿌듯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공연한 친구들도 많은 것을 느낀 경험이 되었을 것

이라 생각이 들고 공연이지만 키사 동기와 그리고 후배 사이에 더 끈끈

해지고 선배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일일호프 후 십여일이 지나 키사를 비롯한 막무간애, 악의 꽃, 모여락, 

페로즈, 크립스크럼프, 형광밴드 등 율전에 있는 일곱 락밴드 동아리가 

모여 하나의 큰 행사인 율전락 페스티벌 <율락연>에 키사 17기가 참여하

고 공연하였습니다. 이번에 함께 준비하면서 키사에서는 팜플렛 제작을 

맡았었는데요. 때문에 다른 밴드의 선곡들도 먼저 알기도 했고 미묘한 

경쟁 심리도 들면서 선곡부터 재미있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게 17기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며 바뀌고 바뀌면서 선곡이 끝나고 연습

을 하려했더니 그 찰나 달력을 본 순간 공연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

았더군요. 이전 일일호프를 위해 연습하고 공연했던 곡 중에 선곡을 하

였지만 더욱더 완성되고 완벽한 공연을 보이고 싶었던 우리로써는 턱없

이 모자란 시간 이였습니다. 결국 연습을 하다 보니 공연 날은 곧바로 다

가왔습니다. 시험기간이였던 일원에 계신 본과 선배님들께서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본1 선배님들도 시간을 내서 보러 와주셨고 당일 

동기엠티였던 후배들도 와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키사는 첫 번째 

순서로 오프닝 무대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연하면서 신기했던 점은 저희

가 공연한 곡 중에는 함께 부르고 즐길 수 있는 곡을 하려고 가요 ‘gee’를 

락버전으로 편곡한 것을 준비했었는데 일일호프 때와는 다르게 관객들

이 ‘gee’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곡들도 알고 따라 부르는 것 이였습니다. 

좋은 호응을 받으며 끝마쳤고 저희는 관객의 위치로 내려가 마음 편히 

공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가량 각 밴드들이 공연을 하고 

율락연은 끝났습니다. 모두 樂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고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었습니다. 즐거우면서도 밴드동아리로써 의미있는

경험이였습니다. 항상 공연이 그렇듯이 아쉬움을 남겼고 다른 밴드들의 

장점을 배우고 동기들과 함께 노력하여 다음에는 더욱 발전한 공연을 보

일 수 있기를 함께 다짐도 해봅니다.

성균관대학교 의예과 14학번 

M1 학생들끼리 6월 3일 오후부터 

6월 4일 오전까지 엠티를 갔다왔

습니다. 평소 각자 바쁜 수업과 동

아리 활동 등으로 인해 여러 활동

에 다같이 모이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끼리의 친목을 위해 

우리가 직접 추진한 이번 활동에는 건강 등의 피치 못한 사정으로 불참

한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참여했습니다. 동기 중 수업이 끝나는 시간

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임 장소인 관악산 펜션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동기는 엠티를 위한 장보기 활동을 했습니다. 장을  

보면서 저녁을 먹지 못한 동기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을 

고려하여 돼지고기, 소고기, 음료수 등을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동기들

이 펜션에서 모이자마자 간단하게 짐정리를 한 후 바로 고기를 구워먹었

습니다. 특정 동기가 고기를 굽는 것이 아니라 동기들이 서로 힘들까봐 

사이좋게 번갈아가며 고기를 굽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다같이 배고

파서 구어진 고기가 주어지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재밌었습니다. 

다같이 배부르게 먹은 뒤에 동기들끼리 놀이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같이 둘러앉아서 범인잡기라고 불리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다같이 평소

에 못 들었던 서로의 재밌는 근황을 얘기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지하

에 탁구장과 당구장이 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동기

들끼리 같이 운동하면서 화목하게 활동했습니다. 평소에 다음 날 아침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찍 자던 동기들도 이날 만큼은 밤늦게까지 

안 자고 오랜 시간 동안 동기들끼리 대화하고 놀이활동을 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기들에게는 다같이 축하해주었습니다. 평소 

동아리가 겹치지 않거나 수업시간표가 다른 등의 이유로 과활동에서 

자주 보지 못하던 동기들끼리도 오랜만에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엠티 이후에 동기들과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앞으로 평생 함께할 동기들과의 추억이 생겼다는 

사실 덕분에 행복하고 보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동기들끼리 여러 활동

을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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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M2)
'율전락 페스티벌' 후기

M1‘MT’후기
김근영(M1)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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