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과 대 학
의학과

의과대학

교육목적
인간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서 한
국의 보건 의료를 책임질 능력과 인격을 갖춘 의사를 양성
한다. 나아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교육한다.
교육목표
1. Professionalism
	사회가 요구하는 소명 의식과 책임감, 품위와 윤리 도덕
관을 갖춘 의사
2. Competence
	우리나라 일차 보건 진료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학 지식과
술기를 습득하고 포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의사
3. Self-development
	전문가로서 끊임없이 자기발전에 힘쓰며 이를 위해 평생
에 걸쳐 능동적,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의사
4. Leadership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지
도적 역량을 갖춘 의사
교육내용 및 특징
본 의과대학은 지난 120여 년 동안 국내 의학교육을 통하
여 노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현대의학의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설의대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징적인 교육체계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의학입문교육과정과 의학교육
과정으로 나뉘며, 의학교육과정은 새로운 통합교육과정인
ACME 2009를 개발하여 시행 중이다. 인성교육의 중요성
을 강조하여 ‘환자/의사/사회 1~4’ 및 ‘멘토와의 대화’ 등의
강좌를 개설하였고, 이를 6년 과정에 고루 배분하여 고학
년에서도 윤리 및 덕성함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Professionalism, Competence, Self-development,
Leadership을 교육목표로 의학 및 과학적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단과 치료, 발병을 예측하는 의사 및 의과학자를
양성하고 역동적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세계적
의료인을 배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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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제 교과과정
	6년제 연속 교육과정에서 의학전문대학원제에 탄력적으
로대응하고자 개편하였으며, 의학과 학년은 1~6학년으
로 구성하고 있다.
● 학년제 학사관리
	학기별로 성적을 평가하되 진급여부는 매 학년 말 성적
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 ACME 2014
-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통합하여 장기, 계통별 과정
의 통합교육을 기본 틀로 삼고 있다.
- 크게는 기초-기초 간 통합, 기초-임상 간 통합 과정
으로분류되며, 세부적으로 총 24개 과정이 운영된다.
- 교육내용에 따라 다양한 학습방법이 도입되었으며,
과거보다 훨씬 통합적이고, 학생 중심, 현장 중심적인
교육이 실현되고 있다.
● 해외교환학생실습
	아주의대생들은 해외 의학자,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하
여 학생시절부터 국제화 감각을 키우고 더 넓은 세상
으로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있다.
2003학년도부터 미국 뉴욕 스토니부룩 의대와 폴로리
다 의대 간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상호
간에 학생들을 교환하기 시작하여 2008학년도에는 일
본 게이오 의과대학 및 이태리 다눈치오 의과대학과도
교환 학생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2012학년도에는 10
명의 학생들이 해외 임상실습에 참여했는데, 특히 이
중 3명이 전 세계 의대생들의 자치적 상호교환 프로그
램인 SCOPE(Standing Committee on Professional
Exchange)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3학년도에는
SCOPE와 함께 연구교환 프로그램인 SCORE(Standing
Committee on Research Exchange)프로그램에 참가
하여 교류의 기회가 더 확대되었다.
	2017학년도에 대만의 난양대학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대만의 캬오슝대학과도 MOU를 진행중에 있으며
SSM실습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인성교육 프로그램
- 수원시 거주노인 연계 봉사활동 : 지역사회 노인정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예과 1학년생과 수원시 거
주노인을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 7. 교육과정 ] - 의과대학

사회 노인은 자신의 건강관리 및 질환관리에 대해 의
학적,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으며, 의대생은 환자와의
의사소통, 약물/질환에 대한 선행학습, 인성교육적
효과를 얻는다.
- 기타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 매주 지도교수 또는 학
장이 학생들과 갖는 대화시간, 격주 두 시간씩 국내
외 의학계 표상이 되는 인사들과 대화하는 멘토와의
대화 시간 및 아주강좌 수업 후에 학생들의 생각을 발
표하고 공유하는 아주강좌 토론수업을 운영하고 있으
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
다.
● 칼리지 시스템(College System)
- 의대, 의전원 학생들을 학년 단위 내 4개의 소그룹으
로 나누고, 그 그룹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이
학생들의 공부 방식을 비롯한 수업, 성적, 학술활동
등 학업과 관련된 사항을 밀착 지도하는 ‘학업’ 중심의
교육시스템이다. 2011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
이며, 칼리지 내 결속력 증진,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의욕 및 학습성과 향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
연혁
1987. 10. 정원 30명의 의학과 설립 인가
1988. 3. 제1기 신입생 입학
1989. 8. 의과대학 전임교원 3인 부임
1991. 10.	이전까지 의과대학은 본관과 이공관 시설의 일
부를 빌어 행정 및 교육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의학관건물(B1~3층)이 일차 준공되어 이전하
였다.
1994. 3.	교육병원으로서 임상실습과 전문의 양성을 맡
게 될부속병원이 착공(1991.10)되어 이제 준공
되었다.
		1033병상과 첨단진료시설을 갖춘 부속병원은
3차 진료기관으로서 수원을 중심으로한 광역
수도권 남부지역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1995. 6.	의학관 증축공사가 완공되어 의학관은 지상 10
층 지하1층 규모의 교육연구동으로서 교수연구
실을 비롯하여 교육, 행정에 제반시설을 수용
하여 특히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의 연구를 위
한 첨단설비와 시설을 갖추고 현대의학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7학년도 교육부로부터 의학부 10명을 증원
받아 입학정원 40명으로 변경되었다.
		1998 학년도 간호학부가 신설되어 신입생 40명,
학과학위특별과정(3학년) 80명을 모집하였으며,

2006년 3월 간호대학으로 승격되었다.
2006. 5.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BK21(2 단계) 선정대학으로 지정되어 의학전
문대학원 체제 전환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6. 12.	현재 6개 학년, 재적 학생수 313명을 대상으로
소수정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 1.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체제전환을 위한 준비
를 시작하였다.
2008. 4.	(4+4예정, 의학과 정원 20명 축소) 의과대학
개교20주년
2008. 10. 제2주기 의과대학 인증평가 5년기간 인증 획득
2009. 2.	의학전문대학원 1기 신입생 입학(20명) 제16회
졸업생 배출(45명)
2010. 2.	의학전문대학원 2기 신입생 입학(20명) 제17회
졸업생 배출(56명)
2011. 2.	의학전문대학원 3기 신입생 입학(20명) 제18회
졸업생 배출(37명)
2012. 2.	의학전문대학원 4기 신입생 입학(20명) 제19회
졸업생 배출(46명)
2012. 2. 학사조직개편(학부제 → 학과제)
		
의학부 → 의학과
2013. 2.	의학전문대학원 5기 신입생 입학(20명) 제20회
졸업생 배출(38명)
2013.12
의학교육 평가인증 6년기간 인증 획득
2014. 2.	의학전문대학원 6기 신입생 입학(20명) 제21회
졸업생 배출(44명)
2015. 2.	의학과 제22회, 의학전문대학원 3회 졸업생 배
출(37명)
2016. 2.	의학과 제23회, 의학전문대학원 4회 졸업생 배
출(48명)
2017. 2.	의학과 제24회, 의학전문대학원 5회 졸업생 배
출 (41명)
의사국가시험
·시험방법 : 필기 400문제 및 실기시험(CPX 6문제,
OSCE 6문제)
·시험시기 : 필기 - 매년 1월초, 실기 - 9월~11월
·시험결과 : 제 58회~81회까지 24년 간 100% 전원 합격
하는 성과를 총 6회 이룩하였으며, 매년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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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직책

직급

성명

사무실

전화

비고

학장

교수

주일로

송재관 201호

5007

약리학교실

의학과장

교수

김병곤

송재관 604호

4495

뇌과학과

교무부학장

교수

원예연

웹빙 8B05

5011

정형외과학교실

의학문헌정보센터소장

교수

이윤환

송재관 822호

5085

예방의학교실

연구부학장

교수

강 엽

송재관 608호

4532

생리학교실

학생부학장

교수

정연훈

웰빙 7 A03

5263

이비인후과학교실

의학교육실장

교수

정윤석

송재관 919호

5127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의과학연구소장

교수

강 엽

송재관 608호

4532

생리학교실

학사안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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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위치

전화

교원인사, 연수, 휴가, 연구

송재관 202호

5015, 5012, 5014, 5023, 7792

의학과 학사 및 수업지원, 학생활동지원

송재관 202호

5016, 5017

대학원의학과 지원업무

송재관 202호

5021, 4527

해부학 실험지원

송재관 303호

5030

생리학 실험지원

송재관 403호

5040

생화학 실험지원

송재관 309호

5050

약리학 실험지원

송재관 401호

5060

미생물학 실험지원

송재관 711호

5070

의학문헌정보센터 업무, 시청각 관련업무

송재관 308호

5311, 5312, 5317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