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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의전원 소식
경
 북의대(의학강습소) 개교 9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및 동문화합의 밤
경북의대(의학강습소) 개교 9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및 동문화합의 밤 행사가 2013년 9월 13일
(금) 중앙강당과 그랜드호텔에서 있었다. 학술심포지엄에 앞서 학교사료 관람이 있었으며, 심포지
엄은 I부 ‘근대 의학교육의 요람-경북의대’란 주제로 김주야 박사, 김두희 명예교수, 여웅연 명예교
수(켄터키의대)의 발표가 있었다. 심포지엄 II부는 ‘새로운 한 세기를 바라보며’란 주제로 김인산 교
수, 이종명 교수, 박재용 교수, 김난희 원장(TLM선교회예수의원)의 발표가 있었다. 경북의대 동창회
가 주관하는 동문화합의 밤에는 내외빈, 동문, 교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하였으며, 함인석 경북대
학교 총장, 변영우 경북의대 동창회장, 백운이 경북대학교 병원장의 인사말과 최덕수 경북대학교
총동창회장, 김익동 전경북대학교 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후 축하공연으로 동문이신 테너 김광훈
(44회), 메조소프라노 서정희(41회)의 공연, 의전원 재학생 M11의 공연, 소프라노 이정아 및 베이스
홍순포 등의 공연이 있었다.

학교와 동문을 잇는 소통의 장이 열립니다
2014년 신년교례회

제35차 국립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원장 회의

2014년 신년교례회가 도서관 1층 한곡실에서 1월 2일(목) 개최

제35차 국립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원장 회의가 2013년 8

되었다. 이날의 행사는 서장수 의전원장의 신년사, 변영우 경북

월 20일(화)부터 21일(수)까지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중앙

의대 동창회장의 격려사, 명예교수님들의 덕담과 건배 제의 등

강당과 노보텔에서 있었다. 강대희 회장(서울의대)의 인사말과

이 있었다. 공식행사 후 새해인사와 신년 덕담을 나누고 음식을

서장수 의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립의대 교육 및 연구

함께 하면서 학교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가 되었다.

발전방안, 학사편입학 제도 연구, 경북의전원의 임상술기교육,

2014 갑오년 청마의 해가 밝은지도 네 달이 지났고 신학기도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그동안 끊
겼던 ‘학교 소식지’를 새로이 출간하면서 크고 작은 학교의 일들을 교수, 학생, 학부모, 동문들에게 알
리는 창구 역할을 나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 말, 갓 발간된 소식지 100부를 직접 들고 북미
주동창회 총회에 참석하여 미주동문님들께 나누어 드렸는데 모두들 열심히 읽어 주시고 관심을 표해주
셔서 가슴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학교 소식지’는 학교와 동문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 지난
해에는 어느 해보다 많은 발전기금과 장학기금이 모교와 동창회에 답지하는 덕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개교 9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학교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온전히 남
아있는 역사적 기록물들이 별로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90년 역사의 퍼즐을 맞추기 위한 작업은 학
교에 남아 있는 기초자료가 별로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일본을 다섯 차례나 왕복하면서 일제식
민지하의 모교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학교기록물
은 더욱 없어서 해방 후 초기에서 1970년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학교의 중대한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묻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역사복원작업을 할 때 가장 아쉬운 것이 ‘학교 소식지’와 같은 학교의 공식
적인 문건의 부족입니다.
올해는 우리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 체제 전환을 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여야 합
니다. 의예과가 과거처럼 자연과학대학 소속이 아닌 의과대학 소속이 된 만큼 의예과 교육과정을 의과
대학 주도로 준비하여야 하고 의예과 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입시 또한 의과대학 주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학교 소식지’에도 실려서 학부모와 동문들이 자녀들을 우리 대학에 보내는 계
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 ‘학교 소식지’ 봄 호에 알찬 읽을거리가 많기를 바라며 학교와 학부모, 동문을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해 줄 것을 기원합니다.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 서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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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ME 3.0 등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2013년도 의학교육 기증시신 합동장례식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해부학 실험실습을 위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하신 고귀한 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2013년도
의학교육 기증시신 합동장례식이 2013년 10월 26일(토) 의전원 중간마당에서 있었다.
의학전문대학원장, 치의학전문대학원장, 간호대학장, 경북대학교병원장, 의학전문대
학원 동창회장, 교직원, 유가족, 학생 등 약 300명이 참석하였으며, 고인에 대한 묵념,
조사, 추념사, 조시 낭독,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발인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미래의 전문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경북대학교 의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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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소식
경
 북의대 장학 및 발전기금 아너스클럽 기념식

의전원 소식
제
 13회 경북대학교-하마마츠대학교 공동심포지엄

경북대학교 의전원(서장수 원장)과 의과대학 동창회(지용철 회장)는 2014년 4월 7일(월) 경북의

2013년 9월 10일(화)부터 9월 12(목)까지 경북대학교 의전원에서 제13회 경북-하마마츠

대 중앙강당에서 아너스클럽 발족 및 명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광 의무부총장,

의과대학 공동심포지엄이 있었다. 경북대학교 서장수 의전원장과 하마마츠 사토시 나카

홍원화 대외협력처장, 최연희 간호대학장 등 내외빈과, 아너스클럽 회원으로 노영하, 주강·김영

무라 의과대학장의 인사말, 경북대학교 의전원의 정호윤 교수(성형외과학교실), 권태환

희 부부 내외, 김재식, 변영우·손혜영 부부 내외, 최홍두 선생님의 자제분이신 최정윤 선생님이

교수(생화학·세포생물학교실)의 주제발표와 하마마츠 의과대학의 하리요마 교수(통합휴

참석하였다. 국민의례, 경과보고, 아너스클럽 인증패 전달, 인사말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되었으

먼과학교실), 오하타 교수(분자생물학교실)의 주제발표 등 다양한 최신 연구결과들이 발

며, 기념식 후 경북의대 본관 1층 입구에 새로 설치된 아너스클럽 명판 제막식을 가졌다. 경북의

표되었다. 또한 10여 편의 최신 연구결과에 대한 포스터 발표도 있었다.

대 ‘아너스클럽(Honors Club)’은 의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장학금 및 발전기금을 1억 원 기
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이 회원이 될 수 있다. 현재 14명의 개인(6회 정환탁, 16회 김집, 18회 조
운해, 25회 노영하, 26회 주강, 26회 최홍두, 28회 김재식, 28회 여웅연, 28회 임병우, 31회 강반,
35회 강백현, 42회 변영우, 54회 김형표, 54회 황정한)과 14개 단체가 아너스클럽 회원이다.

정년퇴임

물학교실), 이상범(소아과학교실) 교수님의 정년퇴임식이 2013
년 8월 29일, 박윤규(비뇨기과학교실), 이상흔(이비인후과학교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부 BK21플러스 과학기술분

실), 이원정(생리학교실) 교수님의 정년퇴임식이 2014년 2월 27

야 사업단’에 선정되어 2013년부터 앞으로 7년 동안 의생명융

일 본교 글로벌플라자 경하홀에서 열렸다. 설성용 교수님은 황

복합 사업을 선도할 우수한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조근정훈장, 이원정 교수님은 녹조근정훈장, 이상범, 박운규, 이

지원을 한층 더 높이게 되었다. ‘BK21플러스 KNU 의생명융복합

상흔 교수님은 옥조근정훈장을 포상 받으셨다.

창의인재양성사업단(사업단장 권태환 교수)’은 우수한 미래 창
의인재 양성, 의생명융복합 연구 역량 강화, 교육과 연구의 국

의학전문대학원의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및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이 2013년 10. 18(금)~19(토) 노보텔 및 의전원 제2교수회
의실에서 있었다. 원장단,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의예과과정 소위
원회, 기초의학 소위원회, 임상의학 소위원회, 인문사회의학 소위
원회 약 3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시기성과 검토, 교육과
정, 교육환경과 제도 등 분야별 연구내용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의사국가고시

2013학년도 동계 의학교육 세미나 및 전체 교수회의

의전원 강좌 책임교수 및 부책임교수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2014년 2월 7일(금)에서 8일(토)까지 부여롯데호텔에서 동계 의

2014년 1. 17(금)~18(토) 양일간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있었다. 의

학교육 세미나 및 전체 교수회의가 있었다. 첫째 날에는 우수교

학교육실에서 2013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

수 표창과 특강(전남대 의전원 정은경 교수, 신동엽기념사업회

한 발표가 있었으며, 연세의대 양은배 교수의 ‘성과바탕학습: 과

이사장 강형철 교수)이 있었으며, 둘째 날에는 원장단 분야별

정성과 및 수업성과’와 부산의대 임선주 교수의 ‘교육과정평가

업무보고와 전체 교수회의, 의전원 교수회 정기총회가 있었다.

교육부 ‘BK21플러스 과학기술분야 사업단’ 선정

의전원 발전과 제자 양성을 위해 평생 힘써 오신 설성용(미생

2013년도 교육과정 개발 워크숍

의전원 강좌 책임교수 세미나

제화를 통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인재 양성, 지역의 첨단

와 피드백’이란 주제의 초청특강이 있었다. 강좌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채성철 교수), 교육과정 및 강좌평가(장봉현 교수) 발
표와 그룹별(기초, 임상 및 임상실습, 의료인문학) 주제토론 등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 있었다.

PK 진입식 및 오리엔테이션

의료복합단지사업과 메디시티의 성공에 필요한 우수한 미래창
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의생명과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학년도 의전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식이 2월 28일

2013학년도 대학원 의과학과 Open Lab 및
하계학술연수회

(금) 학생회관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입학식은 개식, 국민의례,
연혁소개, 서장수 의전원장의 환영사, 백운이 경북대학교병원
장의 축사, 김종서 대구시의사회장의 축사, 지용철 경북의대 동

2013년 8월 29일(목)~30일(금)까지 경주드림센터에서 의과학
과 학술연수회가 있었다. 이원정 교수(생리학교실), 장기홍 교

2014학년도 3학년 PK 진입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2월 20일(목)

창회장의 축사, 신입생 대표 선서, 가운 및 입학 기념품 전달 등

78회 의사국가고시가 2014년 1월 9일(목)~10일(금)에 있었다.

장(행복한 천재학교)의 특강, 구윤경 교수(기생충학·열대의학교

에 있었다. 국민의례, 학생대표에게 가운 및 실습도구 수여, PK

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 앞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우리 대학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높은 합격률(96.3%, 전국 평

실), Nikunji Bhatt(분자의학교실) 등의 구연발표, 35편의 포스터

선서, 의전원장의 치사, 임상실습 소개, 과별 오리엔테이션 등의

간담회가 있었다.

균합격률은 93.8%)을 나타내어 학교의 위상을 높여 주었다.

발표 등이 있었다.

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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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졸업식 및 사은회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식이 2014년 1월 21일(화) 학생회관 2층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국제화 프로그램으로 매년 미국 하버드의대, 하와이의대, 콜롬비아의대, 일본 하마마츠의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105명의 졸업생(의무석사, 총 졸업생 8,199명)을

대, 태국 마히돌의대 등에 약 20여명의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5월 의학교육실 주관으로 ‘해외 의과대학 임상

축하하기 위해 정성광 의무부총장 등 내외 귀빈들과 학부모님들이 참석

실습 보고회’를 하고 있다.

하였다. 학사 행렬 입장 후 국민의례, 학사보고, 시상, 회고사, 격려사, 축
사, 학생대표의 송사와 답사, 졸업생 대표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에델바
이스 동아리의 축가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총장상은 김영곤 학생, 의
전원상은 윤성혁 학생, 경북대학교병원장상은 홍원기 학생, 대한의사협회장상은 이주갑 학생, 대한의학회장상은 박수진 학생, 경북의

영국 Dundee 대학 총장 방문

태국 마히돌의대 방문

대 동창회장상은 엄희동, 정나리, 박현진 학생, 의전원 교수회의장상은 서영진, 박선지 학생이 수상했다. 학생지도 공로패는 김정민 교
수와 박진영 교수가 수여받았다. 저녁에는 동창회가 마련한 신입 동창회원 환영회와 졸업생들이 마련한 사은회가 있었다.

안행대상 각명식 및 동창회 정기총회

경북의대 제30회 졸업 50주년 기념 문집 출판

2012년 4월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태국 마히돌대학교
영국 Dundee 대학의 총장이며 저명한 생화학자인 Pete

의과대학간의 학술 및 연구에 관한 상호협정 체결이후 양대학

Downes 교수가 2013년 11월 8일(금) 의전원을 방문하여 양대학

간 복수학위제 협정 체결 등을 위해 2014년 2월 26일(수)~28일

간의 학문적인 교류 등에 대한 간담회를 하였다.

(금) Thawornchai Limjindaporn 부학장 등 6명의 교수가 방문하
였다.

경북의대 제30회 졸업생(1962년 졸업, 동기회장 강창수) 선배
2014년 안행대상 각명식이 2월 25일(화) 동창회 주관으로 의전
원 교정에서 있었다. 수상자로는 학술연구 부문에 이규청(34회)
선생님, 의료봉사 부문에 유덕종(52회) 선생님, 사회공헌 부문에
이대부(12회) 선생님이 선정되셨다. 수상식은 당일 저녁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거행되었다.

동창회 장학금 전달식

님들이 졸업 50주년 기념 문집을 출판하였다. 2013년 11월 12일
(화)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된 출판기념회에는 함인석 경북

홍보책자 및 보고서 발간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

대학교총장, 서장수 의전원장, 변영우 동창회장, 김익동 전경북

원에서는 기초 및 임상교

대학교총장, 채성철 전의전원장이 참석하였다.

실의 최신 연구 내용을 소
개하는 영문책자를 발간

개교 90주년 기념 안행 제7집 발간

하였다(필요시 의전원 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

속실에 문의).

학원 동창회에서는 개교 90주년

☎의전원 부속실
053-420-4901

기념 안행 제7집을 발간하였다.
안행 제7집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의전원 질관리위원회(위

2015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 전환에 따라 의예과

원장 송경은 교수)에서는

77명(정원 70%)을 선발하게 된다. 2015년 의예과 대학입학전형

2015년 의전원·의과대학

은 수시 25명(학생부종합전형 10명, 논술전형 15명), 정시 52명

3주기 인증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을 선발할 예정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은 2015년과 2016년까지

2013년 자체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의예과 운영방안 연구

선발하게 되며, 2017년부터는 의학과 학사편입 33명(정원 30%)

위원회(위원장 서강석 교수)에서는 2015년부터 선발하게 되는

을 선발할 예정이다. 의예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련 내용

의예과 학생들의 교육운영 준비를 위해 ‘의예과 및 치의예과 운

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http://ipsi.knu.ac.kr)를 방문하거나 의

영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전원 행정실(053-420-4910, 4911)로 연락하면 된다.

있으며, 1부 동창회(동창회 역사,
지회 활동, 동창회 행사, 특별문
예), 2부 장학회(연혁, 조직 및 임
원, 회무 및 사업 등), 3부 모교(연
2013학년도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이 8월 13일(화) 중앙강당에서 있었다. 동창회에서는 매년 재학
생 48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 원의 장학금(총 2억 4천만 원)
을 수여하고 있다.

06 |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소식 2014년 봄호

혁, 사진으로 보는 모교, 현황 등),
4부 자랑스러운 동문 등의 내용
을 담고 있다.

입학소식

미래의 전문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경북대학교 의전원 |

07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소식 2014년 봄호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Newsletter

2014 Spring

의전원 인사 및 동정

의전원 학생회 소식
신입생 골학캠프

2014 Spring Newslet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Newsletter

동정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한형수 교수(생리학교실)의 연구 선정(2013년 8월 28일)
•‘제11회 화이자의학상’ 기초의학상에 김인겸 교수(약리학교실) 수상(2013년 11월 6일)
•설원학술상(대한당뇨병학회 설립자를 기리는 학술상)에 이인규 교수(내과학교실) 수상(2013년 11월 7일)
•중앙SUNDAY ‘베스터 닥터’(신장내과 진료부분)에 김용림 교수(내과학교실) 선정(2013년 12월 29일)
•의전원 교수회 의장에 정동일 교수(기생충학·열대의학교실) 선출(2014년 2월 8일)
•제27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장에 지용철 회장(43회 졸업) 선출(2014년 2월 25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4년 정회원으로 김인산 교수(생화학·세포생물학교실) 선출
•경북대학교 본교 보직 임명
- 2013. 9. 1일자로 학생처장에 이재태 교수(내과학교실) 임명
- 2014. 2. 14일자로 학생처장에 박매자 교수(해부학교실) 임명

2014년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2014학년도 신입생들의 첫 공식 일정인 골학캠프가 있었다. 해부학교실이 주관하고 의전원 2

- 2014. 3. 1일자로 입학부본부장에 이제철 교수(미생물학교실) 임명

학년 선배들의 튜터링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골학캠프는 비록 입학 전 일정이지만 신입생들에게는 무척 힘든 일정이기도 하

•제37대 경북대학교병원장 조병채 교수(성형외과학교실) 임명(2014년 4월 16일)

다. 골학캠프는 앞으로 의학도로서 배울 방대한 의학지식에 대비하여 신입생들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면서 넘어야 할 첫

•행정실 직원 인사

관문이기도 하다. 힘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동기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골학캠프를 마칠 수
있었다.

- 2014. 2. 3일 김선희(의학전문대학원 교무팀 근무)
▲지용철 의전원 동창회장

승진(2013. 10. 1)
- 교수 승진 김신우(내과학교실), 박재찬(신경외과학교실), 김상걸(외과학교실)
- 부교수 승진 김홍균(안과학교실)

▲조병채 경북대학교병원장

새내기 배움터
의학과 학년별 담임교수(2014. 3. 1 현재)
- 1학년 이경민(해부학교실), 원승희(정신의학교실)

- 2학년 백문창(분자의학교실), 이미진(응급의학교실)

- 3학년 김문규(면역학교실), 이정은(방사선종양학교실)

- 4학년 석경호(약리학교실), 박선희(내과학교실)

교실 주임교수 인사발령(2014. 2. 1)
- 배재성 부교수(생리학 교실 주임교수)

- 신재필 교수(안과학교실 주임교수)

- 원승희 교수(정신건강의학교실 주임교수)

- 안병철 교수(핵의학교실 주임교수)

해외파견
- 이승재 부교수(정신건강의학교실)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2014. 1. 27 ~ 2015. 1. 26)

의학도로서 첫 발을 내딛는 골학캠프가 끝나고 신입생들에게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새내기 배움터가 열렸다. 새내기
배움터는 2014년 2월 16일(일)부터 2월 17일(월)까지 이틀간 경주한화콘도에서 진행되었다. 서장수 의전원장의 환영인사로 시
작되었으며, 외부 초청강사 황진복 교수의 ‘의학, 가슴으로 말하다‘ 강연이 있었다. 이후 신입생들과 교수들 간의 ‘청춘 콘서

- 곽경화 부교수(마취통증의학교실) 미국 Duke University(2014. 1. 27 ~ 2015. 1. 26)
- 이재희 부교수(내과학교실) 영국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2014. 3. 1 ~ 2015. 2. 28)
- 류현욱 부교수(응급의학교실) 미국 University of Arizona(2014. 3. 1 ~ 2015. 2. 28)
- 조대철 부교수(신경외과학교실) 호주 St. Vincent Institute, Melbourne(2014. 3. 2 ~ 2015. 2. 28)

트’가 진행되어 신입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있었다. 새내기 배움터는 신입생 동기들 간
의 우정을 쌓을 뿐만 아니라 교수 및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교생활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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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인사 및 동정

2014 Spring Newslet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Newsletter

신임교수 임명
2014. 3. 1일자 발령(15명)

2013. 9. 1일자 발령(2명)
조민현 부교수(소아과학교실)

차현화 조교수(산부인과학교실)

최지영 조교수(내과학교실)

김수정 조교수(내과학교실)

98. 02 경북대(학사)

04. 02 서남대(학사)

03. 02 경북대(학사)

06.02 경북대(학사)

03. 02 경북대(석사)

1 1. 02 성균관대(석사)

07. 02 경북대(석사)

13.02 울산대(석사)

04. 03 경북대병원(임상교수)

10. 03 삼성서울병원(임상강사)

1 1. 02 경북대(박사)

12. 03~13. 02 서울아산병원(전임의)

05. 03 포천중문의대부속 구미차병원(조교수)

13. 03 경북대병원(임상교수)

08. 03 경북대병원(임상교수)

13.03 경북대병원(임상교수)

김혜진 조교수(외과학교실)

김여향 부교수(소아과학교실)

05. 02 경북대(학사)

96. 02 경북대(학사)

09. 08 경북대(석사)

99. 02 경북대(석사)

1 2. 03 경북대병원(임상교수)

03. 08 경북대(박사)

06. 05 경북대병원(기금교수)

05. 03 계명대(전임강사~부교수)

2014. 3. 1일자 발령(15명)
김하정 조교수(생리학교실)

정지윤 조교수(병리학교실)

02. 02 충남대(학사)

05. 02 경북대(학사)

08. 02 경북대(박사)

08. 02 경북대(석사)

08. 11~13. 01 Well Cornell Medical College (Post-Doc)

11. 03~12. 02 삼성서울병원(임상강사)

13. 03 Shanghi jiaotong Univ (Post-Doc)

12. 03 경북대병원(임상교수)

정근오 조교수(산부인과학교실)

김범수 조교수(비뇨기과학교실)

01. 02 경북대(학사)

04. 02 경북대(학사)

09. 02 경북대(석사)

07. 02 경북대(석사)

09. 05 경북대병원(임상교수)

1 2. 02 경북대(박사)
09. 03 경북대병원(임상교수)

김용희 조교수(미생물학교실)

성원준 조교수(산부인과학교실)

07. 02 서울대(학사)

00. 02 경북대(학사)

박준모 조교수(마취통증의학과교실)

강경훈 조교수(신경과학교실)

13. 08 서울대(박사)

00. 02 경북대(학사)

97. 02 경북대(학사)

03. 02 경북대(학사)

10. 03~13. 03 종양면역의과학연구센터

03. 08 경북대(석사)

05. 02 경북대(석사)

06. 02 경북대(석사)

1 2. 08 경북대(박사)

13. 02 경북대(박사)

1 1. 05 경북대병원(임상교수)

10. 03 경북대(기금교수)

07. 01 대구우리들병원(과장)

13. 09 서울대 의학연구원

12. 03 경북대병원(임상교수)
이규엽 부교수(이비인후과학교실)

곽경화 부교수(마취통증의학교실)

96. 02 경북대(학사)

97. 02 경북대(학사)

03. 02 경북대(석사)

01. 02 경북대(석사)

08. 08 경북대(박사)

08. 02 경북대(박사)

07. 03 경북대(기금교수)

06. 05 경북대(기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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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발전기금(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및 장학기금(경북의대 동창회)을 출연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 8. 1 ~ 2014. 3. 31

의전원 발전기금

의전원 발전기금
2014년 1월

2013년 8월
오수훈(경주굿모닝병원 정형외과장)

100만원

9월
윤영국(한마음병원 원장)
박형석(리더스피부과의원 원장)
안성열(안성열성형외과)
권오경(칠곡경북대학병원 교수)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30만원

10월
이성만(굳센병원 원장)
황준경(굳센병원 원장)
탁원영(경북대의전원 내과학교수)
권오경(칠곡경북대학병원 교수)

1,0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30만원

11월
김인겸(경북대의전원 약리학 교수)
권오경(칠곡경북대학병원 교수)

2,000만원
30만원

경북의대동문회
백승찬(울산중앙병원 원장)

2억원
1,000만원

2월
황성주(털털한피부과의원)
손수준(수경이비인후과의원)
최진교(최진교이비인후과의원)
오창욱(경북대병원 정형외과교수)
정홍대(경북대병원 피부과)
채종민(경북대의전원 법의학교수)
이상한(의전원 법의학교수)

1,000만원
618만원
618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만원

3월
이상흔(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박준식(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장원표(장원표이비인후과 원장)
김지호(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세원(안동병원 암센터장)

1,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00만원

동창회 장학기금
12월
황정한(상주성모병원 원장)
김정열(탑비뇨기과 원장)
안성열(안성열성형외과 원장)
김성화(칠곡피부과의원 원장)
나건연(칠곡피부과의원 원장)
최성관(칠곡피부과의원 원장)
강덕식(보강병원 의료원장)
김도수(반야월정형외과의원 원장)
백승훈(경북대의전원 정형외과교수)
김신윤(경북대의전원 정형외과교수)

2,0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8~9월
23회 이원길
46회 이 창
48회 정능수
49회 김인자

10~11월
51회 박성민

1인 1계좌 1,044명(매달 1,310만원)

의전원 발전기금이나 동창회 장학기금 모금에 참여하시려면
아래의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의전원 발전기금 053-420-4901 •동창회 장학기금 053-420-4981

의학전문대학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Newsletter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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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