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제22대 운영위원회 명단

◎ 201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 접수 마감
의예과 일반전형 125.1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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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정(학생부원장), 문혜성(기획부장), 정성철(연구부원장,연구

9월 15일(월) 19:00에 마감된 이화여자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

소장), 홍영선(의학교육부장), 양현종(입학관리부장), 최지하(교무

모집 원서접수 결과 의예과는 일반전형에서 125.1:1의 가장 높은

차장), 주웅(교무차장), 이진화(임상교무차장), 김승정(임상교무차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화여대 전체 수시모집 결과는 총 1,871명

장), 정최경희(학생차장), 박영미(기획차장), 조수진(기획차장), 윤

모집에 29,690명이 지원하여 전년도(1,591명 모집/22,920명 지원,

주천(연구차장), 임수미(연구차장), 어은경(의학교육차장), 정혜경

평균 경쟁률 14.4:1) 대비 지원자 수가 6,770명 증가하여 평균 15.9

(의학교육차장), 유은선(입학관리부차장), 정경아(입학관리부차장)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의예과는 25명 모집에 1,465명 지
원하여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의학전문대학원 전체교수회의 개최, '총장과의 열

의예과는 각 전형에서 모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 (1) 일반

린 토론' 가져

전형에서 125.1:1 (이화여대 전체 평균 30.7:1), (2) 학생부종합 전형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소식

한 유대를 가지고 이화를 자랑하며 지속된 관계를 형성하여 이화

인 미래인재전형에서 15.0:1 (이화여대 전체 평균 7.5:1), (3) 수학/

Dream and Achievement (DNA)를 이루어 내야 할 때입니다.

과학 특기자 전형에서 13.6:1 (이화여대 전체 실기/특기 전형 평균

◎제
 22대 김경효(소아청소년과) 신임 의과대학 · 의학전문

이제 의료원 건립과 더불어 새로운 의대 캠퍼스의 신축이 매우

11.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대학원장 취임
이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로 중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또한 2015년 의예과 학생의 입학은 아주

이처럼 의예과의 부활에 따라 우수 학생 지원이 눈에 띄게 증가

신선한 기대로 모든 이화인에게 다가와 모두를 설레게 하고 있습

된 것은 올해 이화여대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나타난 두드러진

니다. 저는 의전원장으로서 의대 교수님들이 보여주는 성실함,

특징으로 주목된다.

책임감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

요한 사안들이 많은 시기에

다. 이미 훌륭하게 헌신해 주고 있는 교육과 봉사에 더해 이제 발

의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

◎ 최경희 총장, 채플 통해 의전원인과 소통의 만남 제

동이 걸린 연구와 논문의 업적 향상을 통해 우리 의대 교수들의

를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

목을 의전원학생과 교직원과의 만남

역량을 모두에게 증명하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내실의 미덕을 지

끼며 이화의 가족들과 가치관

최경희 총장이 채플을 의전원 통해 재학생들과 만나는 시

향하였던 우리는 앞으로는 우리의 역량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

을 공유하여 함께 우리가 직

보하여 이대 의대를 빛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면한 과제들을 잘 수행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정
성민 의전원장께서는 2015년
의과대학 체제 전환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을 주도해 기틀을 마련
해 주셨습니다. 2013년에는 우리 의전원의 발전 전략 도출을 통
해 본교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연구비로서
년 5억 3년간 총 15억의 1단계 지원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글로벌 여성의학자,

를 개최함으로써 지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검토하

리더로서의 꿈을 가지고 젊음을 불태우는 학생들, 진료와 교육,

는 시간을 가졌다. 의전원 소속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행

봉사 및 연구에 매진하시는 교수님, 이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

사는 개회 기도를 시작으로 총장님 인사, 제2부속병원 건립기금

해주시는 직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이화를 사랑하시고 성원을

기부 약정식, 처장단 소개, 본부 부처 보고, 마곡병원 건축 진행

보내주시는 동창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화의 가족들께

상황 및 의전원 현황·발전 계획 보고, 자유 토론 등으로 마련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최경희 총장은 “마곡병원 건립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의전원

2014년 9월

2014년 10월에 있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평가를 대비

간을 가졌다. 9월 29일(월) 본원 채플 강단에 선 최경희 총

9월 16일(화), 김옥길홀에서 제167차 의전원 임시 전체교수회의

장은 마가복음 13장 37절의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깨어있는
꿈’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다.
최경희 총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비롯해 대학에
가고 교수가 되기까지 늘 꿈을 가지고 살아왔다”며 “그때그
때마다 품고 있는 꿈들이 있었기에 이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
력했고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다”는 말로 주제를
소개했다. “늘 자신이 받은 달란트, 즉 재능을 갈고 닦아서

에 계시는 교수님들을 비롯한 모든 이화의 구성원들에게 가장 필

더욱 발전시키려는 깨어있는 모습을 지닐 것”을 당부했다. '

요한 것은 결속력”이라며 “의료·생명·약학·공학 등 모든 분

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완성하여 주셔서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총장님 말씀 주간'은 신학기를 열며 재학생 전체와 소통하는

야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본교에서 할 수 있는

실사와 평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곡에 위치하게 될 의

◎정
 성민 전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마지막 운영위원

과대학의 신축설계도 기틀을 잡아 주셨습니다. 이에 전임 정성

회 개최 후 퇴임

민 의전원장님과 보직자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로 마련되어 이화의 선배로서 따뜻한 조언과 당부의 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날 교수회의에서

을 전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는 특별한 순서가 마련됐다. 최 총장이 본교 제2부속병원의 성공
적인 개원을 기원하며 건립기금을 약정해 의료원 발전에 대한 강

우리 이대 의전원은 2015년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 2014년 M4 OSCE-Ⅱ/ CPX-Ⅲ,Ⅳ 시행

력한 지원의지를 보였다.

현재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
기입니다. 첫째, 의과대학에서 2007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
환한 이후 2015년 의과대학 체제로 다시 전환되어 새로운 의예
과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의학교육에서 이미 최고
를 보이는 우리 학교의 역량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겠
습니다. 둘째, 마곡에 위치하게 되는 새로운 의대 캠퍼스의 신축
을 위해 우리 모두의 부단한 노력과 지혜의 모음이 필요합니다.

본부에서 참석한 서혁 교무처장, 박선기 기획처장, 오억수 연구

2014년 M4 CPX-Ⅲ가 8월19일(화)~20일(수) 2일간,

처장의 각 부처별 업무성과 및 계획 보고에 이어 의료원의 조영

OSCE-Ⅱ/ CPX-Ⅳ가 8월 26일(화)~8월 28일(목) 3일간 의

주 기획실장과 의전원의 서주영 교무부원장이 각각 마곡병원 건

학관 B동 8층 (EMSC, PBL-Room)에서 시행되었다. OSCE

축 진행 상황과 의전원 현황 및 발전 계획에 대해 발표해 학교와

는 임상 실행능력 평가의 한 방법으로 두어 학생들이 일련의

의료원의 주요 이슈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자

station을 돌며 문항을 수행하게 하는 시험이다. 이번 OSCE

유토론 형식의 ‘총장과의 열린 토론’이 개최돼 예정된 시간이 훨

에는 전체 73명의 학생들이 6개의 조로 나뉘어 한 문항 당 5
분, 총 12개의 문항을 수행하였다.

씬 넘었음에도 최 총장과 교수들 간의 격의없는 토론이 펼쳐졌

셋째,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타 대학과 비교하여 뒤쳐지지

그리고 CPX는 환자 진료를 모의적으로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다. 토론은 익명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현장에서 직접 질의하면

않게, 아니 오히려 다시 치고 올라가는 역량의 상승이 필요합니

임상 술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본교는 서울 -경기 컨소시

최 총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토론에서는 규제 및

다. 이는 교육, 봉사뿐 아니라 최근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대학의
제21대 정성민 전 의전원장은 마직막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운

평가 지표로 우선되는 연구역량 분야에서 더욱 절실합니다. 넷

영위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째. 개교 70주년을 준비하는 이 때에 이화의 동창들과 더욱 긴밀

1

엄에 소속되어 있어 컨소시엄 산하의 훈련받은 표준화 환자(SP)

행정서비스의 개선, 의료원 및 의대에 대한 투자, 연구·실험 공

들이 시험에 투입되었으며, 12명 한 조로 무작위 배정된 학생들

간 확충, 제2부속병원의 건축 설계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현안

은 한 사례 당 16분씩, 총 6개의 사례를 가지고 시험을 치렀다.

들이 가감 없이 논의되었다.
2

◎ 2014년도 전체교수 PBL 워크숍

the collecting duct이다. 이수연 인턴은 의학전문대학원 재

의료원 동정

학 기간 동안 제1저자 2편, 공저자 1편의 SCI 논문을 발표하

2014년 9월 18일(목),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2014년

였다. 본 대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무적인 3년간

도 전체교수PBL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의 PhD 과정을 거친 것과 달리 이수연 인턴은 방학을 이용하

이번 PBL 워크숍에는 PBL소위원회 위원, 신임 및 임상교원 등

여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총65명의 교수가 참석하였다. 영상의학과 심성신 교수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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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회, 본교 마곡 제2부속병원 채플건축기금 약
정헌금 전달
본교 대학교회는 지난 9월 28일(일) 오전 11시에 열린 예배에서 ‘마

이화국제재단
'북미주 의대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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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국제재단

7,672,500

이화국제재단

2,557,500

와 함께 “PBL의 성공적인 구성요소”(응급의학과 최윤희 교수),

곡지구 이화여대 병원 채플건축기금 약정헌금 전달식’을 갖고 최경

“PBL in EWHA ICM”(피부과 변지연 교수), “PBL의 다양한 적

희 총장에게 본교 제2부속병원 내 채플건축기금으로 3억 원을 약정

용의 예”(미생물학 교실 우소연 교수)에 대한 강의가 차례로 진

했다. 또한 대학교회는 제2부속병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의료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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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이후 PBL위원회 위전장인 이령아 교수가 PBL 모듈 개

속적인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건축기금을 약정했다.

배순희 장학금

배순희

10,000,000

윤석완 장학금

윤석완

3,000,000

이남희 장학금

이남희

30,000,000

조종남 장학금

조종남

10,000,000

주목회

60,000,000

피상순 장학금

피상순

20,000,000

우경숙 장학금

우경숙

11,000,000

박순옥

2,014,000

이해순

1,517,330

김혜영

150,000

고현강, 김건하, 김세화, 정희진,

각 120,000

발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 6개의 모듈에 따라 조가 편성

◈ 이대목동병원뇌졸중센터, 보건의료대상 수상

되어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저녁식사 이후에는 활발한 조별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센터

토의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장: 김용재)가 지난 9일 서울 프

의과대학 동창

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14 대한

회 장학금

민국 보건의료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병원 부문 대상인 국회 보건
복지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교/수/소/식]
* 내과학교실 정혜경 교수팀,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
운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구연상 수상

의과대동창회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는 외

(본회) 장학금

래 위주 센터가 아닌 응급실과

이해순 장학금

뇌졸중 집중 치료실, 혈관 시술팀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하며

백분의일의

내과학교실 정혜경 교수팀(병리학교실 박상희 교수, 건강증

365일 24시간 가동체제를 유지하는 ESC(Ewha Stroke Code) 시

나눔장학금

진센터 윤소윤 임상교수)은 지난 4월 6일(일) 그랜드힐튼호텔

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 치료에 적용해 좋은

이화의학시뮬레이션센터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을 대상

에서 개최된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KSNM) 춘계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으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대비를 위한 Self study room을

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정혜경 교수팀은 ‘Role

개설하였다. Self study room은 OSCE 항목과 관련된 실습을

of Duodenal eosinophilia and Microscopic Duodenitis in

스스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며 각 시험일 별로 실습조를

Functional Dyspepsia’ 라는 제목으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

◎ 4학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대비 Self study
room 개설

구성하여 시험 전 충분한 실습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피명선, 김숙희, 김한울, 박지인,
변아리, 이경민, 이덕희, 이재희,
장혜영, 정진희, 정희진, 조희숙,
선배라면

대외협력위원회 소식

았다.

장학금

다. 또한 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점 등은 각 국가고시 시험
일 별로 시험 전 의학교육실 어은경 교수의 tutoring을 통해 도

* 최경규 교수, ‘치매 극복의 날’ 장관상

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Self

신경과학교실 최경규 교수가 지난 19일 서울 대치동 SETEC 컨

study room은 9월 5일(금)부터 11월 26일(수)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국시실기시험 일정에 맞춰 조를 편성하여 효율적
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00

한은아

360,000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총 3,430,000
의과대학사랑
실천기금

[학/생/소/식]

졸업50주년
기념 장학금

재활의학교실 윤태식 교수팀(한수정·배하석 교수, 지혜민 전

* 이대목동병원 이수연 인턴,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

공의)이 최근 개최된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에서 ‘급성 뇌졸중

대학원 학생 영어논문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환자에서 최대 기침 유량의 임상적 의의’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지난 6월 28일(토),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제3회 전
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영어논문 경연대회에서

윤태식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급성 뇌졸중 환자에서 최대

이대목동병원 이수연 인턴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기침 유량 측정을 통해 기도 흡인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재활 훈
련으로 흡인성 폐렴 등 호흡기계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

수상 논문은 Histochem Cell Biol(IF 4.7, Microscopy 분

를 발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야 상위 11%) 에 실린 Renal ischemia-reperfusion injury
causes intercalated cell-specific disruption of occludi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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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동창회(33기)
장학금

김재광

2,000,000

최금자

20,000,000

이화국제재단

20,460,000

소아외과

[장학기금 등 약정 현황]
기금명

상 수상

50,000

국제교류장학기금, 글로벌인재육성기금, 각 교실 기금 등 다양한 형
태의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위해

* 윤태식 교수팀,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 우수구연

600,000

김세화
유승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최경규 교수는 2008년부터 서울시

학생 및 교수 소식

각 240,000

박혜숙

사드립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외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서 치매 극복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의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로 선정됐다.

김민정, 조혜경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

벤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7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 행사에

양천구치매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 사업 등

최현정, 피명선
김세화, 박혜숙, 이덕희

발전기금

후원자
박경희, 박명준, 윤영옥, 윤정임,
이선희, 이영우, 이유경, 이춘희,
이현숙, 조성인
김광주, 김미경A, 김미경B,
김병선, 김영주, 김일순, 김자영,
김정원, 김태경, 김혜옥, 김혜진,
김효신, 민성혜, 박경란, 박경화,
박정현, 방문혜, 백혜령, 손현주,
안혜선, 안효인, 양선영, 유경하,
유동원, 유채섭, 이명화, 이민재,
이승희, 이유정, 이정규, 이지희,
이초혜, 임명미, 정경이, 정미경,
정은숙, 정인영, 정혜원, 조숙,
조영주, 지용실, 최재유, 피상순,
한경원, 홍경화, 황정순

의대연구기금

약정액

알 /립 /니 /다

10,000,000
(각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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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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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0,000
(각 1,000,000원)

- 동창 주소 변경 문의

(이화의대 동창회 사무실 TEL. 02) 2650-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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