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초 4년제 사립대학 간 통합으로 탄생한 가천대학교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학 전체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미래비전을 제시.

‘덕성을 갖춘 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기존의 대학비전을 기반으로 새롭게 제시된“2020 TOP 10 -
로벌 명문대학 도약”이라는 통합대학교의 발전목표를 달성하고, 대학의 구체적인 실천과제 설정을 위
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함.

박애·봉사·애국(Critas·Devotio·Patriotismus)

교육목적
미래를 지향하는 지성인
나눔에 동참하는 실천인
최고를 추구하는 전문인

국가 교육이념
홍익인간, 인격도야
민주시민, 민주국가
(교육기본법 2조)

인격도야
국가·인류사회 공헌
(고등교육법 28조)

가천학원이념
공익을위해헌신하고
사회적책임을다하며
나라사랑을 실천한다

GACHON GLOBAL TOP 10 (10대 명문사학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신흥명문 가천대)

우리대학교의 대학이념과 교육목적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대학교육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제시된
가천학원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본교는 가천학원의 교육이념인 박애(Critas)·봉사(Devotio)·애국(Patriotismus)을 바탕으로 대학교
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21세기를 선도할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상위
역량과 하위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 육 이 념 교 육 목 적 상 위 역 량 하 위 역 량

박애 Critas
미래를 지향하는

사회적 역량
로벌 마인드, 도전정신, 개방적 태도

지성인 의사소통능력

봉사 Devotio
나눔에 동참하는

인성적 역량
공감능력, 봉사 실천의 태도

실천인 팀워크정신

애국 Patriotismus
최고를 추구하는

학문적 역량
문제의식,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전문인 분석력, 문제해결력



가천대학교 UI개발 방향

교육이념, 로벌, 미래, 긍정적 이미지를 담은
Brand Concept을 잘 나타내주는 UI개발

● G의 코발트 블루 의미

·은은하고 도도하게 끝없이 흐르는 강물을 표현한 색으로 한국대학사의 큰 물줄기가 되어 인재들의
자양분이 되는 대학의 의미를 부여

·가천에 담겨져 있는 맑은 물을 상징하며 물은 생명의 근원, 원한 젊음을 상징.

● 바람개비 색의 의미

·오렌지 : 희망을 전하는 박애를 상징
·밝은녹색 :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상징
·밝은파란색 : 미래 지향적 젊은 기상과 애국을 상징

● 로고

아름다운 인재의 샘
아름다운(嘉) 샘(泉) + 인재양성
뛰어난 인재를 끊임없이 양성하는 대학
뒤어난 인재들이 샘솟는 대학

설 명 마 크 로 고 설 명 마 크 로 고

마크로고 마크로고

(슬로건) (한 - 문)

마크로고

심볼마크 (한 - 문)

세로타입

엠블렘



본교 교가는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중앙일보 고문)이 작사를 맡고, 기획처장 백승우(작곡가) 교
수가 작곡을 맡아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사 1절의 내용은 비록 두 대학이 통합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뿌리는 하나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가사의‘고은 샘’이란 단어는 이길여 총장의 청진기 정신(봉사, 사랑, 배려를 담은)에서 발

원한 것으로‘바다, 하늘, 대륙의 들판을 촉촉이 적시는 광활한 진리와 상상력의 공간’이란 뜻을 담
고 있다.

또한 봉사, 나눔, 동행의 자양분으로 로벌 인재를 키우는 곳이란 점도 부각하고 있다.
2절에서는 1절의 가사가 나무를 기준으로 한 것과 달리 개인의 몸을 기준으로 해 신체성을 부여

했다. 이는 뜨거운 열정과 꿈을 품고 모인 지성들에게 가슴과 맥을 살려 비전을 실현하라는 뜻을 함
축하고 있다.

한마디로 로벌 캠퍼스는 성남에, 메디컬 캠퍼스는 인천에 위치하고 있어 그 거리가 떨어져 있
지만, 마음만은 박애, 봉사, 애국의‘가천 정신’을 추구하는 동일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교가는 본교의 건학이념인 박애, 봉사, 애국정신을 웅장하고 기백 있는 선율로 구성하고 있으며, 단
순한 리듬으로 음역을 제한해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작곡된 것이 특징이다.



2016학년도 가천대학교 학사일정
(2016. 3 ~ 2017. 2)

월 학사일정 학사일정

3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수) 1학기 개강

 2(수)~8(화) 수강신청 정정기간

 2(수)~4.19(화) 학기 중 휴학기간

 23(수)~29(화) 수강과목 포기기간

 29(화) 수업일수(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9(화) 학기 중 휴학원 제출 마감

 20(수)~26(화) 중간고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월) 개교기념일

 24(화) 수업일수(3/4)

 23(월)~27(금)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조기졸업 신청기간

 16(월)~27(금) 전과 신청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5(수)~21(화) 학기말고사

 22(수)~23(목) 보강기간

 24(금) 하계방학

 24(금)~7.21(목) 하계 계절학기

 24(금)~8.31(수) 미등록 휴학기간

 27(월)~7.8(금) 재입학 신청기간

 29(수)~7.1(금) 성적공시 및 정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8(월)~22(금) 복학기간

 18(월)~8.31(수) 휴학 연기기간

 26(화)~29(금) 예비수강 신청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8
일 월 화 수 목 금 토

 8(월)~12(금) 수강 신청기간

 25(목) 후기 학위수여식 

 22(월)~26(금) 등록금 납부기간

 31(수) 미등록휴학원 제출마감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월 학사일정 학사일정

9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목) 2학기 개강

 1(목)~7(수) 수강신청 정정기간

 1(목)~10.19(수) 학기 중 휴학기간

 22(목)~28(수) 수강과목 포기기간

 28(수) 수업일수(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9(수) 학기 중 휴학원 제출 마감

 20(목)~26(수) 중간고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1(월)~25(금)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조기졸업 신청기간

 14(월)~25(금) 전과 신청기간

 23(수) 수업일수(3/4)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5(목)~21(수) 학기말고사

 22(목)~23(금) 보강기간

 26(월) 동계방학

 26(월)~1.20(금) 동계 계절학기

 26(월)~2.28(화) 미등록 휴학기간

 28(수)~30(금) 성적공시 및 정정

 26(월)~1.6(금) 재입학신청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3(월)~30(월) 복학기간

 23(월)~2.28(화) 휴학 연기기간

 30(화) 대체공휴일

 31(화)~2.3(금) 예비수강 신청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3(월)~17(금) 수강 신청기간

 20(월)∼24(금) 등록금 납부기간

 23(목) 학위 수여식

 28(화) 미등록휴학원 제출마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6학년도 대학원 학사일정
(2016. 3 ~ 2017. 2)

월 학사일정 학사일정

3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수) 1학기 개강

 2(수)~8(화) 수강신청 정정기간

 2(월)~25(금) 논문지도신청기간

 2(수)~4(금) 외국어시험 접수기간

 19(토) 외국어시험 전형일

 25(금) 외국어시험 합격자 발표

 29(화) 수업일수(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30(수)~1(금) 종합시험 접수기간

7(목)~15(금) 종합시험기간(각학과자체시행)

 19(화) 학기 중 휴학원 제출 마감

 22(금)종합시험 합격자 발표

25(월)~29(금) 청구논문심사 신청 접수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월)~6(금)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기간

 9(월) 개교기념일

2(월)~20(금) 후기 신입생 모집원서 접수기간

 24(화) 수업일수(3/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0(금)후기 신입생 모집 전형일

13(월)~24(금)1학기 성적입력 및 제출기간

 24(금) 하계방학

20(월)~7.24(금) 재입학 신청기간

24(금)후기 신입생 합격자 발표일

24(금)청구논문심사 마감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27(월)~7.1(금)후기 신입생 합격자 등록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
일 월 화 수 목 금 토

 8(금)청구논문 인쇄완성본 제출일

 18(월)~8.26(금) 복학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8
일 월 화 수 목 금 토

 8(월)~12(금) 수강 신청기간

 25(목) 후기 학위수여식 

 22(월)~26(금) 등록금 납부기간

 31(수) 미등록휴학원 제출마감

29(월)~31(수)외국어시험 접수기간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월 학사일정 학사일정

9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목) 2학기 개강

 1(목)~7(수) 수강신청 정정기간

 10(토)외국어시험 전형일

 1(목)~23(금)논문지도신청기간

 23(금)외국어시험 합격자 발표

 28(수) 수업일수(1/4)

28(수)~30(금)종합시험응시 접수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0(월)~14(금) 종합시험기간(학과별자체시행)

 19(수) 학기 중 휴학원 제출 마감

21(금) 종합시험 합격자 발표일

24(월)~28(금) 청구논문심사 신청 접수기간

10(월)~11.4(금)전기 신입생 모집원서 접수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0.31(월)~4(금)청구논문심사위원추천기간

18(금)전기 신입생 모집 전형일

 23(수) 수업일수(3/4)

21(월)~12.23(금) 재입학 신청기간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월)~9(금)전기 신입생 합격자 등록기간

12(월)~26(월)2학기 성적입력 및 제출기간

23(금)청구논문심사마감및심사결과보고서제출

 26(월) 동계방학

 26(월)~2.28(화) 미등록 휴학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6(금)청구논문인쇄 완성본 제출일

 23(월)~2.24(금) 복학기간

 30(화) 대체공휴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3(월)~17(금) 수강 신청기간

 20(월)∼24(금) 등록금 납부기간

 23(목) 학위 수여식

 28(화) 미등록휴학원 제출마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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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연표

1978. 07. 05 학교법인 경원학원 설립

1982. 03. 11 경원대학 개교

1983. 03. 02 William Penn College와 자매결연협정 체결

1984. 11. 27 경영대학원 신설

1985. 06. 07 Oklahoma City University와 자매결연협정 체결

1987. 10. 23 종합대학교 승격

1987. 10. 29 일반대학원 신설

1988. 11. 30 교육대학원 신설

1989. 10. 28 행정대학원 신설

1991. 09. 06 사회교육원 신설 

1992. 12. 17 부속 서울한방병원 개원

1994. 10. 12 중앙도서관 개관

1995. 10. 25 평생교육원, 미국 뉴욕대학(NYU)과 협력관계 체결

1996. 02. 24 중국 북경중의약대학과 자매결연협정 체결

1996. 08. 22 경인지역 10개 대학과 공동연구및 교육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1996. 09. 09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cramento와 학술교 류협정 체결 

1996. 10. 02 Lake Land College와 자매결연협정 체결

1997. 05. 06 서울시 송파구와 관·학교류협약 체결 

1997. 07. 15 중국 중앙민족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997. 09. 05 프랑스 샹베리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997. 11. 13 교육부 지원 차세대디자인정보분야 대학으로 선정 

1998. 02. 11 서울시 송파구와 관·학교류협약 체결

1998. 05. 13 산학연 경기지역컨소시엄 최우수대학 선정 

1998. 08. 24 중국 중앙민족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998. 09. 27 프랑스 샹베리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998. 10. 12 '97 전국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우수컨소시엄 교육부장관상 수상 

1999. 02. 20 '98 대학종합평가에서 평가영역 전 분야 우수대학 선정 

1999. 03. 03 성남시와 관·학 교류협정 체결 

1999. 07. 30 중국 흑룡강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0. 02. 20 '99 대학원종합평가에서 최우수대학원 선정 

2000. 09. 28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교류협정 체결 

2000. 09. 29 독일 훔볼트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1. 04. 09 법무부 성동구치소와 자매결연협정 체결 

2001. 07. 25 육군본부와 학·군제휴협약 체결 

2001. 08. 02 경기개발연구원과 학·연네트워크 구축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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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08. 11 소프트웨어대학 신설(국내 최초) 

2001. 08. 21 IT교육원, IT부품소재연구센터 설립 

2001. 10. 09 종합운동장 준공 

2001. 11. 04 사회봉사단 경기도자원봉사대회 최우수상 수상 

2001. 11. 05 정보통신부 지원 IT연구센터 지정 

2001. 11. 26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와 자매결연협정 체결 

2002. 01. 20 호주 남부퀸즈랜드대학교(USQ)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2. 02. 03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MSU)와 자매결연협정 체결 

2002. 02. 20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자매결연협정 체결

2002. 02. 27 한국토지공사와 위탁교육과정 협약 체결 

2002. 04. 16 산업자원부 지원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지정 

2002. 04. 22 공군본부와 학·군제휴협약 체결 

2002. 04. 24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자매결연협정 체결 

2002. 06. 16 국방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2. 08. 16 2002학년도 교육개혁추진 최우수대학 선정 

2002. 10. 30 소프트웨어대학원, 디자인문화정보대학원, 사회체육대학원 신설 

2002. 11. 11 중국 산동대학, 위해분교, 이공대학과 자매결연협정 체결 

2002. 11. 14 영국웨일즈대학교, 일본입명관대학교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3. 01. 20 호주 남부퀸즈랜드대학교(USQ)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3. 02. 03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MSU)와 자매결연협정 체결 

2003. 02. 27 한국토지공사와 위탁교육과정 협약 체결 

2003. 04. 22 공군본부와 학·군제휴협약 체결 

2003. 06. 16 국방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3. 11. 14 영국웨일즈대학교, 일본입명관대학교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4. 03. 20 국제어학원 개원

2004. 08. 12 국제어학원,버밍험대 TESL석사과정 한국센터 지정 

2004. 10. 05 중국산동대학과 교환학생 100명 교환, 1+4제도 도입합의

2004. 10. 08 과학영재교육원 설치 및 운영대학 지정 

2005. 01. 25 중국산동대 교환장학생 1기 100명 파견

2005. 02. 19 글로벌대학을 위한 경원비전 선포식 

2005. 05. 25 영국 웨일즈대학(스완시), 일본 입명관 아시아태평 양대학 학술교류협정 

2005. 06. 03 퍼블릭디자인센터(PDIC) 개소 

2005. 06. 20 U-헬스케어,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선정(산업자원부) 

2005. 10. 14 전력IT 연구센터 개소 

2005. 11. 18 미국 미네소타대학과 학생교류협정 체결 

2005. 12. 09 산동이공대학과 분교설립협정 체결 

2006. 02. 18 ‘화합과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선포식

2006. 02. 23 노동부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우수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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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4. 26 BK21 2단계 사업, 2개 핵심분야 선정 

2006. 07. 03 고부가가치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 디스플레이분야 주관기관 선정 

2006. 09. 12 중국 산동이공대학과 합적교육협정 체결 

2006. 09. 15 미국 Univ. of California, Riverside 교류협정 체결 

2006. 10. 16 교육부, 경원대와 경원전문대 통합승인 

2006. 11. 16 첨단기숙사 착공 

2006. 12. 27 미국 Boston Univ. 교류협정 체결 

2007. 03. 01 통합경원대 출범

2007. 03. 01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 설립 

2007. 06. 05 미국 듀크대, 영국 옥스퍼드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7. 07. 23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2007. 09. 18 기숙사 개관 

2007. 10. 15 통합 경원대 비전선포식 및 비전타워 기공 

2008. 04. 15 글로벌시티(Global City) 연구센터 개원

2008. 05. 28 법과대학 신설 

2008. 06. 23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기관 선정 

2008. 09. 29 전력산업연구개발 사업기관 선정 (지식경제부) 

2008. 11. 07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09. 03. 02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선정 (지식경제부)

2009. 04. 22 부속 경원길한방병원 개원 

2009. 04. 29 필리핀 라살대, 사우스웨스턴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9. 07. 21 차세대 게임 전문 교육기관 선정(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10. 14 미국 벨연구소와 국제협력사업 협약체결 

2009. 12. 09 학교법인 가천학원, 경원학원 법인통합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통합법인명 

‘가천경원학원’) 

2010. 03. 18 정보통신미디어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기관 선정 (지식경제부) 

2010. 03. 22 성남문화재단과 문화·사회공헌 산학협력 체결 

2010. 06. 23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학연교류협약 체결 

2010. 09. 29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업무협력약정 체결 

2010. 10. 15 비전타워 준공 

2010. 12. 14 경원대학교, 가천의과학대학교 통합 MOU체결 

2011. 04. 29 경원대학교 가천의과학대학교 교육과학기술부 통합신청서 제출 

2011. 05. 02 경찰대학과 상호협력 MOU 체결 

2011. 07. 11 교육과학기술부 경원대학교가천의과학대학교 통합승인, 통합대학교 교명 가

천대학교 확정 

2011. 09. 19 가천학원으로 학교법인명 변경

2011. 10. 18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교 교류협력 MOU체결

2011. 11. 03 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교 교류협력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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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21 육군학생군사학교 교류협력 체결

2011. 11. 29 가천대-성남시-을지대-동서울대-신구대 관학협력 체결

2012. 01. 01 미국 노스웨스트 대학교 교류협력 MOU체결

2012. 01. 26 가천대학교 의전원 - 미국 하바드의대 공동과정운영 협정체결

2012. 02. 02 가천하와이교육원 개원

2012. 02. 16 가천관(본관) 착공

2012. 03. 02 통합 가천대학교 출범

글로벌캠퍼스(성남) 11개 단과대학 64개 학과 (입학정원 3,459) 

메디컬캠퍼스(인천) 3개 단과대학 8개 학과 (입학정원 525) 

2012. 03. 14 이길여 총장 뉴스위크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50’인 선정 

2012. 05. 02 인천광역시-인천도시공사 관학협력체결

2012. 07. 23 가천대학교-서울시교육청-경기도 교육청 교육기부 MOU체결

2012. 08. 06 카자흐스탄 키멥대학(KIMEP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2. 09. 12 경기도 교육청 관학협력체결

2012. 10. 08 우즈베키스탄 국립미술대학과 교류협력 MOU체결

2012. 10. 08 동아일보-인촌사업회 주관 제 26회 인촌상 공공봉사부문 수상

2012. 11. 10 2012 대한민국 외국인유학생 문화대축전｣ 개최

2012. 11. 13 미국 아리조나 대학교 교류협력 MOU체결

2012. 11. 한국가스공사와 ｢알타이 언어·문화 연구｣ 업무협약체결

2013. 01. 03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가천인터내셔널 센터｣ 개소

2013. 01. 13 이길여 총장 미국 ‘하와이 한인회’ - 한인회 발전 기여 공로패 수상

2013. 01. 30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 교류협력 MOU체결 

2013. 03. 02 학사편제 개편 

글로벌캠퍼스 12개 단과대학 66개 학과 (입학정원 3,459) 

메디컬캠퍼스 3개 단과대학 8개 학과 (입학정원 525)

2013. 03. 05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MOU체결

2013. 04. 01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교 교류협력 MOU체결

2013. 04. 16 프랑스 ISC-Paris 경영대학 교류협력 MOU체결

2013. 05. 2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학협력체결

2013. 08. 26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산학협력체결 

2013. 09. 09 인도 슐리니대학과 교류협정체결

2013. 09. 13 ｢2013 대한민국 외국인유학생 문화대축전｣ 개최

2013. 10. 30 2013 사랑의 장학금 바자회 ｢하루장날｣ 개최

2013. 11. 01 미국 콜롬비아 칼리지 교류협력 MOU체결 

2014.  01. 30 중국 온주의과대학교 교류협력 MOU체결

2014.  02. 25 대만 고원과학기술대학교 교류협력 MOU체결

2014.  03. 02 학사편제 개편

글로벌캠퍼스 11개 단과대학, 3개학부(10개전공), 40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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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캠퍼스 3개 단과대학, 8개 학과

2014.  03. 28 베트남 하노이건축대학교 교류협력 MOU체결

2014.  04. 22 이길여 총장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회장취임 (임기2년)

2014.  04. 30 사우디아라비아 킹사우드대학과 교류협력 MOU체결

킹사우드대학 Badran A.O. Alomar 총장 명예행정학박사 학위수여

2014.  05. 15 한국교통연구원 공동연구협정체결

2014.  06. 20 가천관 (대학본관) 준공

2014.  07. 01 교육부 2014 대학특성화 사업 (CK-Ⅱ)

수도권 공동 1위 <6개 사업단 연간 40억 - 5년간 200억원 지원>

2014.  07. 08 한국방재협회 산학협력체결

한국지역난방공사 산학협력체결

2014.  08. 25 동아일보 주관 <2014 우수 청년드림대학> 선정

2014.  09. 26 제1회 자랑스러운 가천동문(Gachon Pride Alumni)의 밤 개최

2014.  10. 01 가천관 개관식

2014.  10. 14 네팔 트리부반 약학대학 교류협력 MOU체결

2014.  10. 14 네팔 포카라 약학대학 교류협력 MOU체결

2014.  10. 20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 교류협력 MOU체결

2014.  11. 06 베트남 칸토 약학대학 교류협력 MOU체결

2015.  01. 28 한국행정연구원 교류협력 MOU체결

2015.  02. 02 경기도교육연수원 교류협력 MOU체결

2015.  02. 26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박사 47명, 석사 343명, 학사 3,254명)

2015.  03. 01 가천리더십센터 명칭변경 (강화교육원 -> 가천리더십센터)

2015.  03. 01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 명칭변경

(가천하와이교육원 ->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

2015.  03. 02 2015학년도 입학식(입학인원 4,290명)

2015.  03. 02 학사편제 개편

글로벌캠퍼스 10개 단과대학, 3개 학부(9전공), 45개 학과

메디컬캠퍼스 4개 단과대학, 9개 학과

2015.  04. 01 한국리모델링협회 교류협력 MOU체결

2015.  04. 01 고용노동부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운영대학’ 선정

2015.  04. 10 바이오나노학과 교육부 ‘2014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이오의약분야 최우수학과 선정

2015.  05. 08 제76회 가천대 개교기념식 거행

2015. 05. 09 제11회 가천어린이 사생대회 개최



10 / 연 혁

가천대학교 대학원 연표

1978. 07. 05 학교법인 경원학원 설립 인가

1981. 12. 26 경원대학 설립 인가

1982. 03. 11 개교 및 제1회 입학식 거행

1987. 10. 23 종합대학교 승격 인가

10. 29 대학원 설치 인가(석사과정 120명)

1987. 11. 09 대학원 설립인가

               석사학위과정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법학과, 행정학

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관광경영학과, 도시계획학과 (10개학과 

계 120명) 

1988. 03. 01 초대 대학원장 김인호 박사 취임

1988. 04. 01 초대 행정실장 김경수 박사 취임

1988. 11.  30 학과증설·증원

                   석사학위과정 : 회화과, 응용미술학과 (2개학과 계 44명. 총계 : 164명)

1989. 11. 06 박사학위과정 설치 및 학과증설ᆞ증원

석사학위과정 : 화학과 (12명, 총계 : 176명)

                   박사학위과정 : 국어국문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3개학과 계 27명, 총계 

: 27명)

1990. 02. 01 제2대 대학원장 김의원 박사 취임

1990. 11. 08 학과증설ᆞ증원

     석사학위과정 : 건축학과, 조경학과, 전자계산학과, 전자공학과 (4개학과 계 

33명, 총계 : 209명)

박사학위과정 : 도시계획학과 (1개학과 계 9명, 총계 : 36명) 

1992. 02. 01 제2대 행정실장 이영섭 박사 취임

1992. 07. 30 학과증설ᆞ증원

석사학위과정 : 산업공학과 (12명 총계 : 221명)

박사학위과정 : 경제학과 (9명 총계 : 45명) 

1994. 03. 01 제3대 대학원장 이광정 박사 취임

1994. 04. 01 제3대 행정실장 박석천 박사 취임

1995. 10. 18 학과증설 및 증원

석사학위과정 : 한의학과, 음악학과(50명 총계 : 277명)

박사학위과정 : 전자공학과(30명 총계 : 75명) 

1996. 03. 01 제4대 대학원장 김인호 박사 취임

1996. 11. 02 학과증설ᆞ증원ᆞ명칭변경

      석사학위과정 : 화학공학과, 건축설비학과, 식품생물공학과 (총 23개학과, 

입학정원 2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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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학위과정 : 인문․사회계열 8명 증원 (총 6개학과, 입학정원 34명)

석․박사학위과정 전자공학과를 전기전자공학과로 명칭 변경 

1997. 03. 01 제4대 행정실장 강익중 박사 취임

1997. 08. 22 성원그룹 회장 전윤수 명예경영학박사 학위수여

1997. 10. 25 학과증설ᆞ증원

     석사학위과정 : 의상학과 증설 및 의학계열 7명, 예능계열 4명 증원 (총 24

개학과, 입학정원 218명)

박사학위과정 : 한의학과 2명 증설 인가 (총 7개학과, 입학정원 36명) 

1998. 03. 01 제5대 대학원장 백승기 박사 취임

1998. 03. 17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알 왈리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수여

1999. 01. 01 제6대 대학원장 이광정 박사 취임

1999. 01. 28 학과증설ᆞ증원

석사학위과정 : 토목환경공학과 (총 25개학과, 입학정원 218명)

박사학위과정 : 전자계산학과 (총 8개학과, 입학정원 36명) 

1999. 02. 23 도예가 심수관 명예문학박사 학위수여

1999. 03. 01 제5대 행정실장 홍진관 박사 취임

1999. 06. 10 러시아 교육부 장관 필립브라디미르 미칼로비치 명예박사 학위수여

1999. 11. 02 학과증설ᆞ증원

     석사학위과정 : 중어중문학과, 지역개발학과, 수학정보학과, 물리학과, 식품

영양학과, 실내건축학과, 체육학과, 환경조각과 (총 33개학과, 입학정원 

233명)

                  박사학위과정 : 법학과, 관광경영학과(총 10개학과, 입학정원 46명) 

1999. 12. 09 일본국 대사 가즈오 오구라 명예문학박사 학위수여

(사)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 문상주 명예문학박사 학위수여

2000. 02. 22 동양금속(주)_영재정공(주) 대표 구자민 명예경영학박사 학위수여

2000. 02. 28 1999학년도 대학원 종합평가 최우수 대학원으로 선정  

2000. 07. 18 학과증설ᆞ증원

      석사학위과정 : 불어불문학과, 회계학과, 아동학과 (총 36개학과, 입학정원 

236명)

                  박사학위과정 : 영어영문학과, 회계학과, 건축학과, 화학공학과 (총 14개학

과, 입학정원 65명)

                  학ᆞ연ᆞ산과정(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한의학과: 석사 5명, 박사 5명. 

2000. 08. 01 제7대 대학원장 백 린 박사 취임

2000. 08. 01 제6대 행정실장 정세화 박사 취임

2001. 08. 01 제7대 행정실장 목철균 박사 취임

2001. 08. 13 학과증설ᆞ증원ᆞ명칭변경

     박사학위과정 : 화학과, 건축설비기계공학과, 분자.식품생명공학과 (총 17개

학과, 입학정원 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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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ᆞ연ᆞ산과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경영정보학과: 박사 3명 

                  석사학위과정 건축설비학과를 건축설비계공학과로, 식품생물공학과를 분자

식품생명공학과로 명칭 변경

2001. 08. 20 정보통신부 차관 김동선 명예경영학박사 학위수여

2002. 09. 01 제8대 원장 김주한 박사 취임

2002. 09. 01 제8대 행정실장 이영균 박사 취임

2003. 08. 01 제9대 행정실장 한영수 박사 취임

2003. 10. 30 청솔학원 회장 김광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수여

2004. 09. 01 제9대 원장 이석규 박사 취임

2004. 09. 01 제10대 행정실장 서상욱 박사 취임

2006. 09. 01 제11대 행정실장 기현철 박사 취임

12. 14 (일본국)학교법인 사토에학원 이사장 사토에 이타로 명예법학박사 학위수여

2007. 01. 09 성남시 시장 이대엽 명예행정학박사 학위수여

12. 21 학과 증설ᆞ명칭변경

                  석사학위과정 : 유아교육학과, 건축설비공학과(기존 건축설비기계공학과 분

할), 기계공학과(기존 건축설비기계공학과 분할), 바이오나노학과

                  박사학위과정 건축설비기계공학과를 건축설비학과로 명칭변경

2008. 02. 01 제10대 원장 황인경 박사 취임

12. 30 학과 증설ᆞ명칭변경

                  석사학위과정 : 섬유미술학과(기존 응용미술학과 분할), 디자인학과(기존 

응용미술학과 분할)

                 박사학위과정 : 유아교육학과, 무역학과, 회계세무학과 의상학과, 실내건축학

과, 바이오나노학과

                  석사학위과정 회계학과를 회계세무학과로, 환경조각과를 조소과로 명칭변경

                  박사학위과정 의료경영학과를 보건학과로 명칭변경

2009. 01. 01 제11대 원장 최병선 박사 취임

2009. 01. 01 제12대 행정실장 이인재 박사 취임

2009. 12. 09 학교법인 가천학원․경원학원 법인통합 교육과학기술부 인가(통합법인명 ‘가

천경원학원’)

2010. 04. 29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광모  명예경영학박사 학위수여

       06.  25   학과 명칭변경ᆞ학위조정ᆞ폐지. 학석사연계과정 신설

                  학과폐지 : 한의학과(석사과정_학연산협동과정) 

    학석사연계과정 신설 : 바이오나노학과(석사총정원중 10명)

                  학위조정 : 조경학과(이학석사를 공학석사로)

                 석사학위과정 아동학과를 아동복지학과로, 건축설비학과를 건축설비공학로 

명칭변경

               박사학위과정 건축설비학과를 건축설비공학과로 명칭 변경

09. 29 학과증설ᆞ증원ᆞ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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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과정 : 생명과학과, 모바일소프트웨어학과(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정원외 30명)

 박사학위과정 : 생명과학과, 산업공학과, 기계공학과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화학공학과를 화공환경공학과로 명칭변경

2011.  01. 01    제12대 원장 윤현희 박사 취임

2011. 02. 22. 학과 명칭변경, 계열조정

                  계열조정 : 보건학과(박사과정_학연산협동과정) 의학계열에서 인문사회계열

로 조정

                  석사학위과정 아동복지학과를 사회복지학과로 명칭변경

2011.  07. 11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 통ᆞ폐합 승인(통합대학교 명칭 ‘가천대학교’)

2011.  09. 19    법인명칭변경승인 학교법인가천경원학원에서 학교법인가천학원으로 변경

2011.  10. 24    학과증설ᆞ증원ᆞ학위조정

                  석사학위과정 : 보건정책및관리학과, 소방방재공학과, 에너지IT학과, 에너지  

                  소재및핵심장비협동과정(총 46개학과 입학정원162명)

                  박사학위과정 : 교육학과, 체육학과(총 29개학과 93명)

                  학위조정 :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를 사회복지학석사로)  

2012.  01. 18 제13대 원장 박신인 박사 취임

     2012년 2월 현재 석사학위과정 45개 학과 552명이, 박사학위과정 28개 학과 336명이 

재학중이며, 석사학위수여자 2,241명, 박사학위수여자 702명, 명예박사학

위수여자 11명 배출

2013.  05. 01 제14대 원장 윤현희 박사 취임

2013년 ８월 석사학위과정 250명，박사학위과정　94명 졸업

2014.  01. 13 학과 및 정원조정

석사 : 52개학과(162명)에서 52개(187명)학과로 조정 :　25명 증원

박사 : 34개학과（93명)에서 39개（93명)학과로 조정

　　　　　　　　　

　　　　　　　　　융합(특성화)학과 설치

　　　　　　　　　바이오나노학과 　　　: 나노융합전공(공학), 나노화학전공(자연), 

의생명과학전공(자연)

                  IT융합학과     　 　: 전자공학전공(공학), 에너지IT전공(공학),

컴퓨터공학(공학)

　　　　　　　　　나노과학기술융합학과 : 화공생명전공(공학), 전기공학(공학), 

에너지전공(공학), 신소재전공(공학),

나노물리전공(자연)

한의학과 박사과정 수업년한 3년에서 2년으로 조정　　　　　　　　 

2016.  01. 01    제15대 원장 강민식 박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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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대 원 장

구분 재임기간 성   명 학   위 소속학과

초 대 1988.03 ~ 1990.01 김 인 호 경영학박사 경영학과

2 대 1990.02 ~ 1994.02 김 의 원 공학박사 도시계획학과

3 대 1994.03 ~ 1996.02 이 광 정 문학박사 국어국문학과

4 대 1996.03 ~ 1998.02 김 인 호 경영학박사 경영학과

5 대 1998.03 ~ 1998.12 백 승 기 정치학박사 행정학과

6 대 1999.01 ~ 2000.07 이 광 정 문학박사 국어국문학과

7 대 2000.08 ~ 2002.08 백  린 행정학박사 행정학과

8 대 2002.09 ~ 2004.08 김 주 한 공학박사 토목환경공학과

9 대 2004.09 ~ 2008.02 이 석 규 문학박사 국어국문학과

10대 2008.03. ~ 2008.12 황 인 경 보건학박사 보건학과

11대 2009.01 ~ 2010.12 최 병 선 공학박사 도시계획학과

12대 2011.01 ~ 2012.01 윤 현 희 공학박사 화공생명공학과

13대 2012.01 ~ 2013.04 박 신 인 농학박사 식품영양학과

14대 2013.05 ~ 2015.12 윤 현 희 공학박사 화공생명공학과

15대 2016.01 ~ 현    재 강 민 식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기구구성

대학원 설치학과 및 전공분야

학위과정별 입학정원

대학원 행정기구

(대학원 위원회, 대학원 학과 주임교수, 

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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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 구 성

1. 대학원 설치학과 및 전공분야

계열 학과명
석사․박사

전 공 분 야
석사 학사

인문

사회

계열

국 어 국 문 학 과 O
문 학
석 사 O

문 학
박 사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영 어 영 문 학 과 O 문 학
석 사

O 문 학
박 사

영어영문학

동 양 어 문 학 과 O 문 학
석 사

한·중번역, 일어일문학

유 럽 어 문 학 과 O 문 학
석 사

독어독문학, 불어불문학

법 학 과 O
법 학
석 사 O

법 학
박 사

석사 : 공법, 사법
박사 : 공법, 민사법, 형사법, 상사법, 부동산법

행 정 학 과 O
행정학
석 사 O

행정학
박 사

석사 : 행정학, 정책학, 복지행정
박사 : 행정학, 정책학, 복지행정, 지역개발

지 역 개 발 학 과 O
행정학
석 사 O

행정학
박 사 지역개발학

경 영 학 과 O 경영학
석 사

O 경영학
박 사

인사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창업 및 기술경영, 글
로벌경영학

글로벌경제학과 O 경제학
석 사

O 경제학
박 사

경제학, 국제무역

관 광 경 영 학 과 O 경영학
석 사

O 경영학
박 사

관광경영, Hospitality경영

회 계 · 세 무 학 과 O
경영학
석 사 O

경영학
박 사 회계학, 세무관리

사 회 복 지 학 과 O
사 회
복지학
석 사

사회복지

유 아 교 육 학 과 O
문 학
석 사 O

철 학
박 사 유아교육

교 육 학 과 O
교육학
박 사 교육경영 및 리더십, 교육심리 및 상담, 영재교육

보건정책·관리학과 O
보건학
석 사 O

보건학
박 사

보건정책·건강증진학, 의료경영·의료정보학, 보건경
제·실버산업학

언론영상광고학과 O 언론학
석 사

O 언론학
박 사

언론영상광고학

경 찰 · 안 보 학 과 O
경 찰
안보학
석 사

O
경 찰
안보학
박 사

경찰학, 안보학

의 상 학 과 O 문 학
석 사

O 문 학
박 사

의상학, 뷰티산업학

응 용 통 계 학 과 O 통계학
석 사

응용통계학

자연
과학
계열

수 학 정 보 학 과 O 이 학
석 사

수학정보학

식 품 영 양 학 과 O
이 학
석 사 식품영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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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과명
학위과정

전 공 분 야
석사 학사

공학

계열

도 시 계 획 학 과 O
공 학
석 사 O

공 학
박 사 도시계획학, 교통학

조 경 학 과 O
공 학
석 사 조경학

건 축 학 과 O
공 학
석 사 O

공 학
박 사 건축학, 건축공학, 실내건축학

산 업 공 학 과 O 공 학
석 사

O 공 학
박 사

산업경영공학, 물류관리

설비 ·소방공학과 O 공 학
석 사

O 공 학
박 사

설비공학, 소방방재공학

기 계 공 학 과 O 공 학
석 사

O 공 학
박 사

기계공학

식품생명공학과 O 공 학
석 사

O 공 학
박 사

식품생명공학

토목환경공학과 O 공 학
석 사

토목환경공학

모바일소프트웨어
학 과

O 공 학
석 사

모바일소프트웨어

융합

계열

(자연

과학,

공학)

바이오나노융합학과
생명과학전공, 나노
화 학 전 공

O
이 학
석 사 O

이 학
박 사 생명과학, 나노화학

바이오나노융합학
과 나노융합전공

O 공 학
석 사

O 공 학
박 사

나노융합

나노과학기술융합학과
화공생명, 전기공학,
에너지, 신소재전공

O 공 학
석 사

O 공 학
박 사

화공생명, 전기공학, 에너지, 신소재

나노과학기술융합학
과 나노물리학전공

O 이 학
석 사

O 이 학
박 사

나노물리학

I T 융 합 공 학 과 O 공 학
석 사

O 공 학
박 사

전자공학, 에너지 IT,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학

한의학
계열 한 의 학 과 O

한의학
석 사 O

한의학
박 사

본초학, 생리학, 해부경혈학, 예방의학, 내과학, 침
구학, 방제학, 부인과학, 재활의학, 외관과학, 병리
학, 원전의사학, 진단학

예체능

계열

공 연 예 술 학 과 O 예술학
석 사

연기, 연출, 이론, 공간디자인

조 소 과 O 미술학
석 사

조소

디 자 인 학 과 O
미술학
석 사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회 화 과 O
미술학
석 사 회화, 미술이론

음 악 학 과 O
음악학
석 사 성악, 작곡, 통합피아노, 관현악

체 육 학 과 O
체육학
석 사 O

체육학
박 사 체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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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과명
석사․박사

전 공 분 야
석사 학사

자연
과학
계열

간 호 학 과 0 간호학
박 사

간호학

보 건 학 과 0 보건학석 사 0 보건학박 사 간호학

보 건 과 학 과 0

이 학
석 사
방사선
학석사
물 리
치료학
석 사
치위생
학석사

0

이 학
박 사
방사선
학박사
물 리
치료학
박 사
치위생
학박사

운동재활복지학 : 이학석박사
방사선학 : 방사선학석박사
물리치료학 : 물리치료학석박사
치위생학 : 치위생학석박사

약 학 과 0 약 학
석 사

0 약 학
박 사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약학
사회약학

의학
계열

의 학 과 0 의 학
석 사

0 의 학
박 사

임상
기초
인문사회의학

융 합 의 과 학 과 0

이 학
석 사
공 학
석 사

0

이 학
박 사
공 학
박 사

의생명과학 : 이학석박사
뇌과학 : 공학석박사
의용생체공학 : 공학석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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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위과정별 입학정원

과 정 구분 계열 학과명 비 고

석사학위
과정

일반학위
과정

인문사회

국 어 국 문 학 과
영 어 영 문 학 과
동 양 어 문 학 과
유 럽 어 문 학 과
법 학 과
행 정 학 과
지 역 개 발 학 과
글 로 벌 경 제 학 과
경 영 학 과
관 광 경 영 학 과
회 계 · 세 무 학 과
사 회 복 지 학 과
유 아 교 육 학 과
보 건 정 책 · 관 리 학 과
언 론 영 상 광 고 학 과
경 찰 · 안 보 학 과
의 상 학 과
응 용 통 계 학 과

자연과학
수 학 정 보 학 과
식 품 영 양 학 과

공학

도 시 계 획 학 과
조 경 학 과
건 축 학 과
설 비 · 소 방 공 학 과
산 업 공 학 과
기 계 공 학 과
식 품 생 명 공 학 과
토 목 환 경 공 학 과

예체능

조 소 과
디 자 인 학 과
회 화 과
음 악 학 과
체 육 학 과
공 연 예 술 학 과

의학 한 의 학 과

학·석사
연계과정

공학 석사학위과정 개설학과 90명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

전체 박사학위과정 개설학과
박사학위
입학정원
50%이내

학과간
협동과정

공학
바이오나노융합학과
나노과학기술융합학과
I T 융 합 공 학 과

입학정원 1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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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구분 계열 학과명 비 고

박사학위
과정

일반학위
과정

인문사회

국 어 국 문 학 과
영 어 영 문 학 과
법 학 과
행 정 학 과
글 로 벌 경 제 학 과
경 영 학 과
관 광 경 영 학 과
회 계 · 세 무 학 과
유 아 교 육 학 과
교 육 학 과
언 론 영 상 광 고 학 과
의 상 학 과
보 건 정 책 · 관 리 학 과
경 찰 · 안 보 학 과

공학

도 시 계 획 학 과
건 축 학 과
산 업 공 학 과
설 비 · 소 방 공 학 과
산 업 공 학 과
기 계 공 학 과
식 품 생 명 공 학 과

예체능 체 육 학 과

의학 한 의 학 과

석·박사
통합과정

전체 박사학위과정 개설학과
박사학위
입학정원
50%이내

학과간
협동과정

공학
바이오나노융합학과
나노과학기술융합학과
I T 융 합 공 학 과

입학정원 89명

* 약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중 본교 약학과 출신자는 PharmD-Ph.D로 타교 출신자는 MS-Ph.D로 구분한다.

(별표 1-1)

계약학과 명칭, 입학정원 및 수여학위

▢ 글로벌캠퍼스
학과명 정원 학습과정 학위명 비 고

모바일소프트웨어학과 30명 주 간 공학석사 채용조건형(정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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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 행정기구

(1) 대학원 위원회

위 원 장 대학원장 비 고 위 원 장 대학원장 비 고

위 원 각 대학장 위 원 기획처장

위 원 교무처장 위 원 학사처

위 원 연구처장 간 사 행정실장

(2) 대학원 학과 주임교수 (2016.02.현재)

계열 학과명 주임교수 연구실 조교실

인문 ․ 사회계열

국어국문 신 승 희 5571 5124

영어영문 이 승 은 5577 5134

유럽어문학과-독어독문 정 동 규 5138 5144

유럽어문학과-불어불문 서 익 원 5147 5154

동양어문학과-한중번역 이 태 준 5128 5164

동양어문학과-일어일문 박 진 수 5585 5531

법 최 경 진 8764 5243

행 정 김 문 성 5247 5254

경찰 안보 이 완 희 5108 8810

언론영상광고학과 정 인 숙 5265 5262

글로벌경제 김 재 우 5190 5196

경영학과-경영 김 철 중 5216 5534

경영학과-글로벌경영 최 성 섭 5181 5150

회계・세무 홍 정 화 5215 5223

관광경영 이 경 주 8711 5214

지역개발 이 달 곤 5251 5254

사회복지 안 재 진 5608 5964

유아교육 이 차 숙 5602 8718

보건정책·관리학과 서 원 식 8763 5372

교 육 박 성 희 5110 5123

응용통계 고 승 곤 5371 5393

의 상 김 미 영 5946 5954

자연과학계열
수학정보 홍 원 택 5387 5394

식품영양 정 혜 영 5970 5974

공학계열

도시계획 이 상 경 8765 5284

조 경 전 승 훈 5263 5294

건 축 최 동 혁 8767 5304

산업공학 이 상 훈 5367 5374

설비소방광학과_소방방재 최 돈 묵 5716 8748

설비소방광학과_설비공학 홍 진 관 5306 5314



기구구성 / 23

계열 학과명 주임교수 연구실 조교실

공학계열

기계공학 임 종 한 5650 5532

식품생명공학 박 영 서 5378 5384

토목환경공학 배 범 한 5427 5344

모바일소프트웨어 박 석 천 5328 5475

융합(특성화)

계열

바이오나노-나노융합전공 김 태 영 8528 8757

바이오나노-나노화학전공 한 상 윤 8720 8796

바이오나노-생명과학전공 이 두 형 5408 8573

나노과학기술융합-화공생명공학전공 이 상 화 5360 5364

나노과학기술융합-전기공학전공 김 경 환 5348 5354

나노과학기술융합-에너지전공 최 형 욱 5562 8513

나노과학기술융합-신소재전공 윤 영 수 5596 8838

나노과학기술융합-나노물리학전공 주 형 규 8552 5404

IT융합공학-전자공학전공 권 상 직 5319 5476

IT융합공학-에너지IT전공 김 종 우 5586 8887

IT융합공학-컴퓨터공학전공 윤 영 미 4755 5818

IT융합공학-소프트웨어전공 한 우 진 8668 8659

의학계열 한 의 박 완 수 8821 5427

예능계열

회 화 김 근 중 5856 5864

디자인학과-산업디자인 고 창 균 5868 5533

디자인학과-시각디자인 박 기 성 5526 6549

조 소 김 용 철 5936 5939

음악학과 최 경 아 5931 5890

체 육 박 상 용 4735 5323

공연예술 이 재 성 8531 8701

(3) 대학원 행정실

대학원장 강　민　식 교수 031) 750 - 5020

행 정 실

함　정　택 실장 031) 750 - 5022

윤　현　미 과장 031) 750 - 5023

김　석　중 직원 031) 750 - 5024

정　준　영 직원 031) 750 - 5021

(메디컬)
이　승　범 주임 032) 820 - 4771

양　미　경 직원 032) 820 - 4770





학사안내

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대학원 입학시행내규

대학원 학점교환제시행내규

대학원 장학금지급규정

학위논문 작성지침

대학원 강의 및 논문지도 운영지침

석박사통합과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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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박애․봉사․애국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과학적 응용방법을 탐구하고, 지도자적 인격 도야와 독창적 능

력을 함양하여 전문연구 인력 및 인류 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교육목

표로 하며, 이 학칙은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

한 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학

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②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

치․운영하는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사학위, 석사학위 연계과정(이하 ‘학·석사연계과정’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통합한 석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학전

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의학과 박사학위과정을 연계한 복합학위과정

(MD-Ph.D)을 둘 수 있다.

제3조(학과 및 정원) ①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 및 학과 구분은 별

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의 관리를 위하여 총장은 내부적으로 계열별 정원을

배정·운영할 수 있다.

  ③‘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1-1과 같다.

④대학원에 설치된 학과와 전공은 재학생이 없거나 개설된 전공과목이 최소 수강인

원(2명)을 채우지 못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학문의 시대

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또는 전공을 폐지할 수 있다.

제 2 장 입 학

제4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시기는 매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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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각 과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박사학위과정, 의학과 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의2(협동과정 및 연계과정 지원자격) 제2조 제2항에 따른 학․연․산 협동과정(별표

1)과 학․석사연계과정(별표1)및 학과간 협동과정(별표1)에 응시할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은 제5조에 정한 바와 동일하다.

제5조의3(입학의 취소) ①입학허가를 받은 후에도 법령의 위반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②입학이 취소된 자의 학적은 무효로 하고, 본교에 제출된 서류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편입학)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석

사과정은 최소한 2학기, 박사과정은 최소한 3학기 동안 본 대학원에서 필요학점을 이

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본 대학원의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전형시행내

규에 정한 소정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전공분야) 본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전공분야는 이전에 전공한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자를 우선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사전공자 또는 타전공

입학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선수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제9조(전형방법) ①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과 면접을 실시한다. 

다만, 각 학과별로 전공과목의 시험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입학전형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입학시행내규로 정한다.

제9조의2(정원외 학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

가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에는 대학원학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

고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생(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함)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과과정(명칭변경

2015.08.28.)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3.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군위탁생 및 기타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관계장

관의 추천을 받은 위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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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등록․휴학․복학․제적․재입학

제10조(등록) 원생은 과정이수 중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과정이수기간내에 소정

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시에는 미취득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등록을 해야한다.

제11조(등록금) 원생은 매학기 대학원장이 정하는 등록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1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할 수 있다.

제13조(휴학기간) ①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석사과정은 2년(4학기), 

박사과정은 3년(6학기), 기타 학위과정은 해당 과정의 수업 연한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

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

②병역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의무병역 기간이 경과한 장기복무자는 1년에 1회씩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휴학 기

간을 연장받아야 한다.

③재학 중 군에 입대하게 되는 자는 현역 입영명령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함으

로써 휴학할 수 있다.

④해외 파견, 전근, 인턴쉽 등으로 인하여 휴학한 경우에 대학원장이 허가하면 제1항

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임신ㆍ출산ㆍ육아(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이를 휴학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하며, 임신ㆍ

출산ㆍ육아휴학을 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병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09.22. 2016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반영)

제14조(복학) 휴학기간이 완료된 자는 매학기 개시일 이후 30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

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제적 및 재입학) ①원생이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제적이 된다.

②전항의 규정의 의하여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석이 있을 경

우 1회에 한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전공의 변경) 전공의 변경은 2학기 내에 동일학과 내에 한하며 공통된 과목의

학점만을 인정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과와 한의학과는 기초전공과 임상

전공 간의 교차변경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자퇴) 자원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0 / 학사안내

제 4 장 수업 및 학점

제18조(수업년한) ①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 과정은 2년, 박사학위 과정은 3

년으로 하며 재학년한은 석사학위과정은 3년, 박사학위과정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

학원 의학과, 한의학과 및 의과학과, 약학과 박사학위과정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하고, 

복합학위과정(MD-Ph.D)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30.)

  ②학·석사 연계과정에 입학한 자는 수업년한을 1.5년(3학기)로 하고 재학년 한은

2.5년(5학기)로 한다.

③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는 수업년한을 4년(8학기)으로 하며 재학년한은 8년

으로 한다. 다만 약학과의 수업년한은 3년(6학기)로 하고 재학년한은 5년으로 한다.

제19조(수업과목) 원생의 수업과목은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하

고 원생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과목을 선택한다. 

제20조(학점인정) 국․내외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또는 대학원 재입학자의

제적전 취득학점은 주임교수의 제청에 따라 과정별 수료학점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대

학원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1조(수료학점) ①원생이 취득해야 할 각 과정별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24학점

2. 박사학위과정 : 36학점

3. 석박사 통합과정 : 54학점

②대학원의 복합학위과정(MD-Ph.D)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따로 정한다.

제22조(매학기 이수학점 및 평가) ①원생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의학과 및 의과학과는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원생 중 유사전공 또는 타 전공으로 입학한 자는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지정된

과목을 별도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③본교 약학과 졸업생 중 석박사통합과정을 연계하여 이수하는 학생은 약학과 대학

원과 학부 공통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 12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④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인정학점) 과목별 성적은 평점 2.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수료의 경우는

평균평점이 3.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공개강좌・연구생

제24조(공개강좌) ①본 대학원의 정상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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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학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강좌는 대학원장이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며,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및 기타 이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25조(연구과정) ①특정과목 또는 과제에 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

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연구생의 입학의 자격은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학사학위소지자이거나 이와 동

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석사학위 소

지자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제 6 장 상 벌

제26조(장학금) 본 대학원생으로 탁월한 자질과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고 품행이 방

정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장학금 및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징계) ①원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된 행동을 하였을 때에

는 징계할 수 있다.

②징계의 종류는 견책․근신(근로봉사)․유기정학․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견책․근신(근로봉사) 처분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행하되, 유기

정학․무기정학․제적 처분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제28조(원생활동) ①학생자치활동은 본교의 건학이념과 교훈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범

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원생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기능 및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

동을 해서는 안된다.

③원생자치활동에 대하여는 본교학칙 제8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동 규정 중

‘소속대학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 7 장 학위수여

제29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

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

1. 석사학위과정

가. 4개 학기(학·석사 연계과정은 3개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나.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다.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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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상인 자

라. 입학 후 6년 이내인자(휴학기간 제외)

마. 3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다만, 의학과, 의과학과 및 약학과 원생은 연

구학점(3학점)으로 대체인정 가능) (개정 2014.11.18.)

2. 박사학위과정

가. 6개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다만, 의학과, 한의학과, 의과학과 및 약학과

는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개정 2013.10.30.)

나.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다.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평점이 3.0

점이상인 자

라. 입학 후 10년 이내인 자(휴학기간 제외)

마. 5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다만, 의학과, 한의학과, 의과학과 및 약학과는

3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다만, 의학과, 의과학과, 약학과 및 보건학과는 연

구학점(6학점)으로 대체인정가능) (개정 2013.10.30., 2014.11.18)

3. 석박사 통합과정

가. 8개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다만 약학과는 6개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나.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다.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5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0

점이상인 자

라. 입학 후 12년 이내인 자(휴학기간 제외)

마. 7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다만 약학과는 5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다만, 의학과, 의과학과 및 약학과는 연구학점(9학점) 으로 대체 인정 가능) (개

정 2014.11.18.)

②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이 경과된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1회에 한하여 1년

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1.18.)

제29조의2(논문지도) ①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3회 이상, 박사학위논문

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5회 이상(의학과, 의과학과 및 약학과는 3회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의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7회(약학과는 5회) 논문지도를 받아

야 한다. 다만, 논문지도는 연구학점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②대학원장은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2차 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한다.

③학․석사 연계과정에 입학자는 1차 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한다.

제29조의3(논문심사) ①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

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3인,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

원은 5인으로 구성한다.

②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한다. 논문심사위원장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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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③학위청구논문심사는 서면으로 실시하는 예비심사와 구술시험인 본심사로 분리하여

시행한다.

④심사위원은 논문주제와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연구태도 등을 심사하여 합

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

다. 그러나 당해 학기 논문제출마감일 이내에 수정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

는 차후학기에 논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⑤학위청구논문이 심사에서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1학기 이

상 경과한 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의4(학위논문의 연구윤리위반) ①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이 대필 또는 본교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의거 연구 부정행위로 밝혀질 경우, 학위논

문과 해당자의 학적을 취소한다.

② 대필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학위논문의 지도교수에 대한 책임은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학위수여) ①학위는 소정학점을 취득하고 각종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수여한다.

②학위청구에 필요한 각종 자격시험 및 학위수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학

위수여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학위종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학생의 전공에 따라 석사학

위는 별표 2, 박사학위는 별표 3과 같다.

제32조(학위기) 석사학위는 별지서식 1, 박사학위는 별지서식 2의 학위기로 행한다.

제32조의 2(명예박사학위) ①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공헌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 할 수 있다.

②명예박사 학위의 종별은 제31조의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며, 이를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명예박사 학위수여는 대학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별지서식 3에 의한 학위기로 총장이 이를 행한다.

④명예박사학위는 정규 학위수여일 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⑤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직제와 대학원위원회

제33조(직제) 본 대학원에는 원장, 행정실장 및 직원을 둔다.

제34조(주임교수와 지도교수) 본 대학원에는 각 학과마다 1명의 주임교수와 개별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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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

부전공에도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제35조(대학원위원회) ①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기획처장, 학사처장과 각 단과대학

의 장 등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9.25)

③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겸임한다.

제36조(위원의 임기) 본 대학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7조(대학원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①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대학원장을 보좌한다.

②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및 전공의 개설,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명칭변경 2015.08.28.)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제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및 연구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8조(소집 및 의결) 본 대학원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 9 장 준용사항

제39조(준용조항) 본 학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

용한다.

제40조(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으

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전문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일 이전에 편(재)입학한 자의 학점인정(제20조)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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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원생은 통합

전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을 따른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원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원생은 통합전 경원대학교 대

학원 학칙 및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05.31)

이 학칙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0.30)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4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대학원학위수여

규정, 등 일반대학원 제 규정에 한의학과 박사과정 수업년한과 관련된 사항은 의학

과, 의과학과, 약학과의 시행사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1.18)

이 학칙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8.28)

이 학칙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9.22)

이 학칙은 2016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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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12.09.25, 2012.11.09., 2013.05.31., 2013.10.30., 2014.11.18.. 

2015.09.22.)

학위과정별 입학정원 및 학과

▢ 글로벌캠퍼스
과 정 구분 계열 학과명 비 고

석사학위

과정

일반학위

과정

인문사회

국 어 국 문 학 과
영 어 영 문 학 과
동 양 어 문 학 과
유 럽 어 문 학 과
법 학 과
행 정 학 과
지 역 개 발 학 과
글 로 벌 경 제 학 과
경 영 학 과
관 광 경 영 학 과
회 계 · 세 무 학 과
사 회 복 지 학 과
유 아 교 육 학 과
보건정책 ·관리학과
언론영상광고학과
경 찰 · 안 보 학 과
의 상 학 과
응 용 통 계 학 과

자연과학
수 학 정 보 학 과
식 품 영 양 학 과

공학

도 시 계 획 학 과

조 경 학 과

건 축 학 과

설 비 · 소 방 공 학 과

산 업 공 학 과

기 계 공 학 과

식 품 생 명 공 학 과

토 목 환 경 공 학 과

예체능

조 소 과
디 자 인 학 과
회 화 과
음 악 학 과
체 육 학 과
공 연 예 술 학 과

의학 한 의 학 과

학·석사
연계과정

공학 석사학위과정 개설학과 9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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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구분 계열 학과명 비 고

석사학위
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전체 박사학위과정 개설학과
박사학위
입학정원
50%이내

학과간
협동과정 공학

바 이 오 나 노 융 합 학 과
나 노 과 학 기 술 융 합 학 과
I T 융 합 공 학 과

입학정원 178명

박사학위
과정

일반학위
과정

인문사회

국 어 국 문 학 과
영 어 영 문 학 과
법 학 과
행 정 학 과
글 로 벌 경 제 학 과
경 영 학 과
관 광 경 영 학 과
회 계 · 세 무 학 과
유 아 교 육 학 과
교 육 학 과
언론영상광고학과
의 상 학 과
보건정책 ·관리학과
경 찰 · 안 보 학 과

공학

도 시 계 획 학 과
건 축 학 과
산 업 공 학 과
설 비 · 소 방 공 학 과
산 업 공 학 과
기 계 공 학 과
식 품 생 명 공 학 과

예체능 체 육 학 과

의학 한 의 학 과

석·박사
통합과정 전체 박사학위과정 개설학과

박사학위
입학정원
50%이내

학과간
협동과정

공학
바 이 오 나 노 융 합 학 과
나 노 과 학 기 술 융 합 학 과
I T 융 합 공 학 과

입학정원 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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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컬캠퍼스
과 정 구분 계열 학과명 비 고

석사학위
과정

일반학위
과정

자연과학
보 건 학 과
보 건 과 학 과
약 학 과

의학
융 합 의 과 학 과
의 학 과

석·박사
통합과정 전체 박사학위과정 개설학과

박사학위
입학정원
50%이내

입학정원 56명

박사학위
과정

일반학위
과정

자연과학

보 건 과 학 과
간 호 학 과
약 학 과
보 건 학 과

의학
융 합 의 과 학 과
의 학 과

석·박사
통합과정 전체 박사학위과정 개설학과

박사학위
입학정원
50%이내

입학정원 40명

*약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중 본교 약학과 출신자는 PharmD-Ph.D로 타교 출신자는

MS-Ph.D로 구분한다.

(별표 1-1)

계약학과 명칭, 입학정원 및 수여학위

▢ 글로벌캠퍼스
학과명 정원  학습과정  학위명 비 고

모바일소프트웨어학과  30명  주 간 공학석사 채용조건형(정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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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개정 2012.09.25., 2012.11.09., 2013.05.31., 2013.10.30., 2014.11.18. 

2015.09.22.)

석사학위종별 학과별 학위
1) 국 어 국 문 학 과
2) 영 어 영 문 학 과
3) 유 럽 어 문 학 과
4) 동 양 어 문 학 과
5) 사 회 복 지 학 과
6) 유 아 교 육 학 과
7) 보 건 정 책·관 리 학 과
8) 법 학 과
9) 행 정 학 과
10) 지 역 개 발 학 과
11) 언 론 영 상 광 고 학 과
12) 경 찰 · 안 보 학 과
13) 글 로 벌 경 제 학 과
14) 경 영 학 과
15) 회 계 · 세 무 학 과
16) 관 광 경 영 학 과
17) 의 상 학 과
18) 응 용 통 계 학 과
19) 조 경 학 과
20) 수 학 정 보 학 과
21) 식 품 영 양 학 과
22) 약 학 과
23) 도 시 계 획 학 과
24) 건 축 학 과
25) 산 업 공 학 과
26) 설 비 · 소 방 공 학 과
27) 기 계 공 학 과
28) 식 품 생 명 공 학 과
29) 토 목 환 경 공 학 과
30) 바 이 오 나 노 융 합 학 과
생명과학전공, 나노화학전공
나노융합전공

31) 나노과학기술융합학과
화공생명, 전기공학, 에너지,
신소재전공
나노물리학전공

32) 의 학 과
33) 한 의 학 과
34) 회 화 과
45) 디 자 인 학 과
46) 조 소 과
47) 음 악 학 과
48) 체 육 학 과
49) 공 연 예 술 학 과
50) 모바일소프트웨어학과
51) IT 융 합 공 학 과
52) 보 건 학 과
53) 보 건 과 학 과
운동재활복지학전공
방사선학전공
물리치료학전공
치위생학전공

54) 융합의과학과
의생명과학전공
뇌과학전공
의용생체공학전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 학 석 사
문 학 석 사
문 학 석 사
문 학 석 사
사회복지학석사
문 학 석 사
보 건 학 석 사
법 학 석 사
행 정 학 석 사
행 정 학 석 사
언 론 학 석 사
경찰안보학석사
경 제 학 석 사
경 영 학 석 사
경 영 학 석 사
경 영 학 석 사
문 학 석 사
통 계 학 석 사
공 학 석 사
이 학 석 사
이 학 석 사
약 학 석 사
공 학 석 사
공 학 석 사
공 학 석 사
공 학 석 사
공 학 석 사
공 학 석 사
공 학 석 사

이 학 석 사
공 학 석 사

공 학 석 사
공 학 석 사
이 학 석 사
의 학 석 사
한 의 학 석 사
미 술 학 석 사
미 술 학 석 사
미 술 학 석 사
음 악 학 석 사
체 육 학 석 사
예 술 학 석 사
공 학 석 사
공 학 석 사
보 건 학 석 사

이 학 석 사
방사선학석사
물리치료학석사
치위생학석사

이 학 석 사
공 학 석 사
공 학 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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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13.05.31., 2013.10.30., 2014.11.18. 2015.09.22.)

박사학위종별 학과별 학위
1) 국 어 국 문 학 과
2) 영 어 영 문 학 과
3) 유 아 교 육 학 과
4) 행 정 학 과
5) 법 학 과
6) 글 로 벌 경 제 학 과
7) 경 영 학 과
8) 관 광 경 영 학 과
9) 회 계 · 세 무 학 과
10) 교 육 학 과
11) 경찰·안보학과
12) 보건정책·관리학과
13) 의 상 학 과
14) 약 학 과
15) 도 시 계 획 학 과
16) 건 축 학 과
17) 바 이 오 나 노 융 합 학 과
생명과학전공, 나노화학전공
나노융합전공

18) 설 비 · 소 방 공 학 과
19) 식품생명공학과
20) 산 업 공 학 과
21) 기 계 공 학 과
22) 보 건 학 과
23) 의 학 과
24) 한 의 학 과
25) 체 육 학 과
26) 나노과학기술융합학과
화공생명, 전기공학, 에너지
신소재전공
나노물리학전공

27) IT융합공학과
28) 간 호 학 과
29) 보건과학과
운동재활복지학전공
방사선학전공
물리치료학전공
치위생학전공

30) 융합의과학과
의생명과학전공
뇌과학전공
의용생체공학전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 학 박 사
문 학 박 사
문 학 박 사
행 정 학 박 사
법 학 박 사
경 제 학 박 사
경 영 학 박 사
경 영 학 박 사
경 영 학 박 사
교 육 학 박 사
경찰안보학박사
보 건 학 박 사
문 학 박 사
약 학 박 사
공 학 박 사
공 학 박 사

이 학 박 사
공 학 박 사
공 학 박 사
공 학 박 사
공 학 박 사
공 학 박 사
보 건 학 박 사
의 학 박 사
한 의 학 박 사
체 육 학 박 사

공 학 박 사
공 학 박 사
이 학 박 사
공 학 박 사
간 호 학 박 사

이 학 박 사
방사선학박사
물리치료학박사
치위생학박사

이 학 박 사
공 학 박 사
공 학 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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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 석사 학위기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

19 년 월 일생

논문제목 :

위의 사람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위의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가천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가천대학교 총 장 박사 

교육과학기술부 학위등록번호 : 가천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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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 박사 학위기

(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

19 년 월 일생

논문제목 :

위의 사람은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

에 합격한 후 위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

였으므로 이에 학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가천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가천대학교 총 장 박사 

교육과학기술부 학위등록번호 : 가천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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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3) 명예박사 학위기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19 년 월 일생

이분은 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인

류문화의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본 대학원 학위수여규

정에 의하여 명예 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이에

추천함

20 년 월 일

가천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가천대학교 총 장 박사 

교육과학기술부 학위등록번호 : 가천대 명박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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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대학원학칙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등 록

제2조(등록) ①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대학원장이 정하는 등록기일 내에 입학금과 등

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학생은 매학기 대학원장이 정하는 등록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석사학위과정 원생으로서 4개 학기내에 24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5학기에 학점을

이수할 경우와 박사학위과정 원생으로서 6개(의학과, 의과학과, 약학과는 4학기) 학기

내에 36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고 7(의학과, 의과학과, 약학과는 5학기)학기에 학점을

이수할 경우와, 석박사통합과정 원생으로서 8개(약학과는 6개학기) 학기내에 54학점

을 이수하지 못하고 9학기(약학과는 7개학기)에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정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④대학원 각 과정별 수료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연구수료

생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수료생 등록신청은 각 학위과정별 졸업연한까지로

한다.(신설 2015.09.22.)

제3조(등록금의 반환) ①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한 경우, 본인의 사망, 질병 또는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개인적인 사유로 입학을 포기 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전항 제3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등록금 납부 후 입학포기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2.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않고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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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등록금의 반환액은 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하여 학사일정표에 의한 총 수업일수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은 기준에 따라 학기 개시일

전에는 전액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학기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

2.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4.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6. 단, 정원 외 외국인 신입생이 관련 법령에 의거 입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은 학기 개시일 전으로 간주하여 산정, 반환한다.

④장학금 및 학비감면자의 등록금 반환은 장학금 및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 3 장 교육과정(명칭변경 2015.08.28.) 및 수강신청

제4조(교육과정(명칭변경 2015.08.28.) 편성) 본 대학원의 교과목 편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과정별 교과목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2. 교과목 편성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편성하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 대학원은 학제간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타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을 석사 12학

점, 박사 18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11.18.)

제5조(교과목의 개설) 학과주임교수는 각 학과에서 편성된 교육과정(명칭변경

2015.08.28.) 중에서 그 학기에 설강할 과목을 정하여 개강 3개월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선수과목) ①유사전공 및 타전공 입학자는 12학점 이내에서 선수과목을 이수하

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②선수과목은 학과 내규에 의해 지도교수가 선정하고, 주임교수의 확인하에 대학원장

이 승인한다.

③선수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의 졸업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7조(강의 담당과목수) 대학원과정 강의는 석사․박사학위과정 각각에 대하여 한학기에

한과목만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 과정당 2과목을 담당하

여야 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강사제청) 각 학과 주임교수는 개강 3개월 전까지 강사제청서를 대학원장에게



46 / 학사안내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의2(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이하‘교과목 담당

교수’라 한다)은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2.05.25.)

1. (삭제 2012.05.25.)

2. 교내․외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

3. 각종 학술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취득자

4. 기타 대학원장이 승인한 자(개정 2012.05.25.)

제9조(수강신청 및 변경) ①원생은 학사일정에 따라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을 하여

야 한다.

②수강신청은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신청하고 그 신청서를 대학원행

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강신청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교 약학과 졸업생 중 석박사통

합과정을 이수하는 원생은 약학과 대학원과 학부 공통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 12학점까지로 하고, 선수과목은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후 2주 이내에 지도

교수 및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의학과 및 의과학과 원생이 연구학점을 신청하는 학기에 연구학점(3학점)을 포함

하여 12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⑥의학과 및 의과학과의 연구학점은 석사과정 3학점, 박사과정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구학점의 성적은 지도교수가 부여한다. 다만, 박사과정의 연구학점은 한 학

기에 6학점을 모두 신청할 수 없고, 한 학기에 3학점씩 2개 학기에 나누어 신청해야

한다.

제10조(수업계획서) 각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기 수강신

청일 2주일 전에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생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제 4 장 시험 및 학점

제11조(시험 및 성적) ①시험에 대한 성적평가는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을 원칙으로 하

되, 학문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학점의 인정은 매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한 과목에 한하되 평점 2.0이

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학위과정 수료 사정에는 전체 이수과목의 성적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③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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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점 수 평 점

A+

A0

B+

B0

C+

C0

F

95 - 100점

90 - 94점

85 - 89점

80 - 84점

75 - 79점

70 - 74점

69점 이하

4.5

4.0

3.5

3.0

2.5

2.0

④등급으로 평정할 수 없는 교과목은 ‘P’(급제) 또는 ‘F’(낙제)로 평가하며, 평점평균

을 산출할 때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11조의2(성적표 제출)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

표를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표에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교수는 소정의 기간

에 해당시험지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학점) ①학점은 주당 1시간씩 15주간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하고 1과목을 3

학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습과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논문지도는 2차학기부터 석사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 5학기(의학과, 의과학과, 약

학과는 3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5학기에 걸쳐 받아야 한다. 다만, 논문지도는 연구

학점 이수로 대체한다.

③논문지도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만을 합격으로 한다.

④제3항에서 정한 논문지도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13조(학점교류) ①학점 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석사학

위과정에서는 9학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12학점까지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대학원간 학점교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학위과정 간 교과목 연계) ①학과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학사과정학생으로

서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 개설과목을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 경

우 이수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에는포함 할 수 없으나 대학원 진학

후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는 포함한다.

②제1항의 ‘학과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라 함은 학사학위과정을 3학년 이상

이수하고 전공과목 이수학점의 평균평점이 4.0이상인 자를 말한다.

③의학과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공통, 전공 및 선택과목의 초과학점은 박사과

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타교 석사과정 이수학점은 불인정). 다만, 연구학점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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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④본교 약학과 졸업생 중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약학과 학부 과정과 대학원에 공통으

로 개설된 교과목의 경우에는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 5 장 제적․퇴학 및 재입학

제15조(제적, 퇴학) ①재학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기간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4. 징계 및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자

②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야 한다.

제16조(재입학) ①제15조에 의거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재

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불허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②재입학시에는 입학시험은 면제되나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그 퇴학 또는 제적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 6 장 연구과정

제17조(연구과정) ①연구생의 입학자격은 학위과정에 준한다.

②연구교과목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연구교과목에 대한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연구생으로서 정규학위규정의 교과목 수강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으

며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제증명

제18조(제증명) ①원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각종 증명서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는 대학에 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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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원생은 통합

전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원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원생은 통합전 경원대학교 대

학원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1.18.)

이 세칙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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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학원학칙 ‘제7장 학위수여’에서 규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수여 요건) 학위수여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

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학위종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대학원학칙 제31조와 같다.

제4조(자격시험) ①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자격시

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자격시험은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제5조(응시자격)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원생은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2.05.25.)

2. 종합시험

가.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4학점 이상(평점평균 3.0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학점과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계가 24학점 이

상인 자에 한하여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나.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36학점(평점평균 3.0 이상)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학점과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계가 36학점 이상

인 자에 한하여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 석박사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54학점(평점평균 3.0점

이상)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학점과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계가 54학

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라. 종합시험 응시자중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 합계로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학생이

해당학기 수강신청한 과목이 낙제되어 학점 미달이 될 경우에는 종합시험 합격

을 무효로 한다.

제6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가.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

만, 외국인 원생은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2.05.25, 2013.03.01)

나. (삭제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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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학위별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공인된 능력평가시험(TOEFL, TOEIC, TEPS,

IELTS, TOPIK, 외국어시험 인증 대체프로그램 등)에서 학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성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03.01., 2015.08.28.)

2. 종합시험

가. 석사학위과정 원생의 경우에는 2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원

생의 경우에는 4과목 이상을 종합시험으로 실시한다.(개정 2012.05.25.)

나. 종합시험 과목은 해당학과에서 내규로 정한다.

제7조(응시절차) 종합시험이나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

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응시원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8조(시험시기)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학기초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9조(출제와 평가) 외국어 시험, 종합시험의 출제와 평가는 전임교수중에서 대학원장

이 위촉한 각 위원이 이를 행한다.

제10조(합격기준)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의 성적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며, 외국

어시험은 60점, 종합시험은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11조(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 할 수 있으며, 종합시험의 경우에

는 불합격 과목에 대하여만 재응시 할 수 있다.

제 3 장 학위청구논문 심사

제12조(논문지도)

①석사학위과정

1.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연한인 2년이내에 3회 이상의 논문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수업연한내에 학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논문제출학기

에 추가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지도는 논문지도학점 또는 연구학점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2. 논문지도신청서는 매학기초 수강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박사학위과정

1.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연한인 3년(의학과, 의과학과, 약학과

는 2년)이내에 5회(의학과, 의과학과, 약학과는 3회)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수업년한내에 학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논문제출학기에 추가 논문지

도를 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지도는 논문지도학점 또는 연구학점 이수로 대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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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논문지도신청서는 매학기초 수강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석박사 통합과정

1.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년한인 4년(의학과, 의과학과, 약학과

는 3년) 이내에 7회(의학과, 의과학과, 약학과는 5회)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업년한내에 학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논문제출학기에 추가 논

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지도는 논문지도학점 또는 연구학점 이수로

대체한다.

2. 논문지도신청서는 매학기초 수강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의 동의

를 얻어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논문 지도교수) ①논문지도교수는 본교의 전임교수를 원칙으로한다. 다만, 본교

비전임교수 및 외부 전문가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전임교수와 공동으로 논문

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15.08.28.)

②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제1차 학기에 원생의 신청에 의해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 승인한다. (개정 2012.05.25.)

③위촉받은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작성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해

당 학기말에 논문지도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은 석사․박사학위과정당 6명 이하로 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단, 학과의 형편에 따라 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논문지도 신청)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기초 소정기간내에 논문지도비

와 논문지도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①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지도교수의

책임 지도아래 학과주임교수, 학과교수 및 전공 분야와 관련있는 다수의 연구자가 참

석한 가운데 연구논문계획서를 공개 발표하여 논문작성의 주제, 연구방법의 타당성, 예

상되는 연구결과 등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전1항의 연구계획서 제출시기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기준으로 석사학위는 1학

기 전, 박사학위는 1년 전으로 한다.

제1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위청구 논문의 제출 자격은 본 대학원 학칙 제29조

와 같다.

제17조(예비발표) ①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 3개월전에 지도교

수 책임하에 학과 주임교수, 학과교수 및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다수의 연구자가 참

석한 가운데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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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예비발표의 내용은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와 부합하여야 한다.

③학과별 예비발표는 주임교수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발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 등을 엄밀히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제18조(학위청구논문 신청)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

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기일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개정 2014.11.18.)

2.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별지서식)

제19조(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시기는 4월말과 10월말로

한다.

제20조(학위청구논문 체제와 규격) 학위청구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

라야 한다.

제21조(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구성) ①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학과 주임교수의 추

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되 2인 이상은 전임교수로 구성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③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대학 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박사학위소지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과의

경우 심사위원 5명 중에는 외부 대학이나 외부 연구소의 교수가 반드시 1인 포함되

어야 하며, 지도교수와 같은 전공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및 외부 교수를 포함하여 3

명까지로 한다.

④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13조(논문 지도교수)에 준한다.

제22조(심사위원장) ①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②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③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23조(심사위원 교체금지) 논문심사를 시작한 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

만, 심사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

우에 한하여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보궐위촉할 수 있다. 

제24조(심사방법) ①학위청구논문심사는 서면으로 실시하는 예비심사와 구술시험인 본

심사로 분리하여 시행하되 석사학위과정은 1회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2회 이상을 원칙

으로 한다.(개정 2015.08.28.)

②제1항에서 규정한 예비심사와 본 심사는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서면심사와 구술시

험 1회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서면심사 1회, 구술시험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대학원장은 논문제출자의 소속, 성명, 논문제목, 심사일시와 장소등을 사전 공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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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심사하며 구술시험중 1회이상은 공개심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심사위원은 논문주제와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연구태도 등을 심사하여 합

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단 당해 학기 논문제출 마감일까지 수정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차

후학기에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논문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심사중인 논문에 한하여

석사과정은 1학기 박사과정은 2학기 내에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합격기준) ①서면심사 및 구술시험에 대한 평가는 A․B․C로 구분하며 A,B는 가

(可), C는 부(否)로 한다.

②합격기준은 석사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에는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위원이 가(可)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26조(재심사)학위청구논문이 심사에서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1학기이상 경과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심사결과 보고) ①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학위청

구 논문심사 판정 결과를 기록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의 요지를 소정의 양식에 기록

하여 합격․불합격 판정을 내린 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심사기간) 논문심사는 대학원 학사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9조(논문제출) ①학위청구논문 제출자가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지시를 받았을 때에

는 수정 완료하여 확인을 받은 다음 논문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학위청구논문 인쇄가 완료되면 지정기일내에 논문 5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본이어야 한다.

③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의 연장은 대학원장이 허가하면 각 학위과정 1년의 범위내

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우수학위논문 포상) 우수 학위논문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학위기) 학위수여는 대학원학칙 별지서식 1과 별지서식 2에 의한 학위기로 행

한다.

제32조(학위 취소)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청구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표함을 원칙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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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명예박사학위

제34조(명예박사학위 대상) 명예박사학위는 우리 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공헌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 할 수 있다.

제35조(학위종별) 명예박사 학위의 종별은 대학원학칙 제31조의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

며 이를 받는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36조(학위수여) 명예박사 학위수여는 대학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3분

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대학원학칙 별지서식 3에 의한 학위기로 총장이 이를 행한

다. 

제37조(명예박사학위 수여시기) 명예박사학위는 정규 학위수여일 외에도 수여할 수 있

다.

제38조(명예박사학위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하고 교육과학기술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통합

전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원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통합전 경원대학교 대

학원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8.)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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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학시행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2장 입학’에서 규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

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별 전공설치)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별 학과에 설치하는 전공은 대학원학

칙 제31조와 같다.

제3조(지원자격) ①학위과정의 입학시험 지원 자격은 대학원학칙 제5조와 같다.

②의학과 및 한의학과의 임상전공에 대한 입학자격은 의학사(의사면허소지자) 및 한

의학사(한의사면허소지자)에 한한다. (개정 2014.11.18.)

③(삭제 2014.11.18.)

제4조(편입학) ①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편입할 경우 타 대학원의 동일(유사)전공인

자로 하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유사전공여부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과교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개정 2012.05.25.)

1. 석사학위과정

2차학기 지원자는 재학기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3차학기

지원자는 재학기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2.05.25.)

2. 박사학위과정

2차학기 지원자는 재학기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3차학

기 지원자는 재학기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4차학기 지

원자는 재학기간 3학기 이상 이수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2.05.25.)

②편입생의 학점

1. 석사학위과정 편입생에 대한 학점인정은 2차학기 편입인 경우 9학점 이내, 3차

학기 편입인 경우 12학점 이내로 한다.

2. 박사학위과정 편입생에 대한 학점인정은 2차학기 편입인 경우 9학점 이내, 3차

학기 이상 편입인 경우 18학점 이내로 한다.

제5조(외국인 학생 입학전형) ①외국인으로서 대학원에 개설된 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에 불구하고 서류심사로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수학 능력에 관

한 평가는 해당 학과 교수의 판단에 따른다.(개정 2013.03.01.)

②수학능력에 관한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한국어 수학능력기준

     가.한국어 능력검정시험 TOPIK 3급이상(졸업전까지 4급이상 취득)(개정

2013.03.01)

     나. (삭제 2013.03.01)

     다. (삭제 2013.03.01)

     라. (삭제 2013.03.01)

     마. (삭제 2013.03.01)

     바. (삭제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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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삭제 2013.03.01)

     아. (삭제 2013.03.01)

2. 영어 수학능력기준

     가.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또는 그에 상응하

는 점수의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개정 2013.03.01)

     나. (삭제 2013.03.01.)

3. 일부과정(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예체능 학과 입학생,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의 경우 기준을 완화 할 수 있다.(신설 2013.03.01)

제6조(지원분야) ①석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1. 전공분야는 학사과정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공분야가 학사과정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후 해당학과에서 지정한 소

정의 선수 과목을 12학점 이내에서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4.11.18.)

②박사학위과정

1. 전공분야는 석사학위과정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삭제 2014.11.18.)

3. 유사전공 및 타전공 지원자는 입학후 해당학과에서 석사학위과정 이수과목중 12

학점이내에서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삭제 2014.11.18.)

제7조(지원절차)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1)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1부

(2) 연구계획서(대학원 소정양식) 1부

(3)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5) 작품 슬라이드 10매(미술계열 응시생에 한함)

(6) 편입생의 경우에는 전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재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와 성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7)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국 한국총영사관에서 발행한 출신대학에 대한 공증

서 1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신원보증서 1부, 성적번역문 1부 추가

제출

(8) 재직증명서 1부(위탁교육 파견자)

(9) 입학지원추천서 1부(의학과 및 의과학과 응시생에 한함)

2. 박사학위과정

(1)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1부

(2) 연구계획서(대학원 소정양식) 1부

(3) 학사학위수여증명서 1부

(4)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5) 석사학위수여증명서 혹은 수여예정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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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석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1부

(7) 편입생의 경우에는 전적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재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와 성적증명서 1부 추가 제출

(8)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에 대한 해당국 한국총영사관에서 발

행한 공증서 1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신원보증서 1부, 성적번역문 1

부 추가 제출

(9)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0) 연구실적목록 및 연구실적물 1부(해당자에 한함)

제8조(전형방법) 본 대학원 입학전형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1) 계열별 전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체육계열 : 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

(나) 미술계열 : 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 작품슬라이드

(다) 음악계열 : 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 전공실기시험

(라) 의학계열 : 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 전공시험

(2) 전공시험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학과별로 실시할 수 있다.

(3) 면접은 지원자의 대학(원) 재학중의 성적, 전공분야에 대한 능력, 적성, 인격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4) 면접위원은 3인이상으로 구성하여 3분의 2의 찬성으로 판정하고, 판정은

A.B.C.D로 하며 D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응시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면접에 불응한 경우에는 입학할 의사가 없는 것

으로 처리한다.

2. 박사학위과정

(1) 계열별 전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 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

(나) 의학계열 : 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 전공시험

(2) 전공시험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학과별로 실시할 수 있다.

(3) 면접은 지원자의 대학(원) 재학중의 성적, 전공분야에 대한 능력, 적성 및 인

격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4) 면접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3분의 2의 찬성으로 판정하고 판정은

A,B,C,D로 하되 D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응시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면접에 불응한 경우에는 입학할 의사가 없는 것

으로 처리한다.

3. 기 타

가. 서류심사는 다음 각호로서 행한다.

(1) 연구계획서

(2) 대학 및 대학원 성적



대학원 입학시행내규 / 59

나. 구술시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 선별력과 심층적 판단력으로 심사

하여야 한다.

(1) 전공에 대한 지식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 전공에 대한 적성

제9조(출제위원) 전공시험은 각 학과의 주임교수가 전임교수중에서 2인 이상을 출제위

원으로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출제방법) 출제위원은 소정의 용지에 출제하고 밀봉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다. 다만, 각 문항에 대한 배점도 명시해야 한다.

제11조(배점 및 합격사정 기준)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배점과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

다.

1. 석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1) 서류심사 : 100점 만점중 60점 이상

(2) 구술시험 : 100점 만점중 60점 이상

(3) 면 접 : A.B.C.D 판정중 C판정 이상

(4) 전공실기시험 : 100점 만점중 60점 이상(예․체능 계열에 한함)

(5) 전공시험 : 200점 만점중 120점 이상(의학계열에 한함)

2. 박사학위과정

(1) 서류심사 : 100점 만점중 60점 이상

(2) 구술시험 : 100점 만점중 60점 이상

(3) 면 접 : A.B.C.D 판정중 C판정 이상

(4) 전공시험 : 200점 만점중 120점 이상(의학계열에 한함)

3. 기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대한 평가는 비공개로 하며 판정은 심사위원의 합산평균에

의한다.

제12조(합격사정) 대학원장은 각 학위과정별 입학정원과 입학시험성적을 대학원위원회

에 회부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을 결정한다.

제13조(신입생 등록)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입

학이 확정된다.

제14조(본교 교직원 입학)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전임교원(조교 제외) 및 직원은 휴직

처리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입학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원생은 통

합전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원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원생은 통합전 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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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1.18.)

이 내규는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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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점교환제시행내규

제1조(목적) 이 시행내규는 학칙시행세칙 제12조에 의하여 본 대학교 대학원과 학점교

환 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교 대학원간에 학점교환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라야 한다.

   1. 1학기이상 재학하고 9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2. 동일 또는 유사전공에 재학중인 자

   3.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3조(학점인정) ①학점교환 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

득할 수 있다.

  ②교환학점의 인정은 매 학기당 3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석사학위과정은 총 9학

점, 박사학위과정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취득한 학점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환교과목) 교환교과목의 선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5조(수강신청절차) 학점교환제를 통하여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교환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학과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지도에 

따라 신청할 수강과목을 결정한다.

   2. 결정된 수강과목은 소속대학원에 비치되어 있는 학점교환 수강신청서 2부를 작

성하여 소속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해당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원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4. 학점교환제로 취득한 학점의 이수구분은 전공선택으로 한다.

제6조(수강취소) 교환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학생이 수강취소 또는 교과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강취소 또는 변경 신청서와 사유서를 변경 신청기간내에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학점교환에 의해서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원의 학

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도서관 및 연구시설 이용) ①교환학점을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교의도서관 

및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도서관 및 연구시설의 이용은 당해 대학교의 이용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협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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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지급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 인사나 각 장학

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업무의 주관)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급정책에 관한 심의 기관으로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은 대학원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3.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한다.

제 2 장 대학원 장학위원회

제4조(장학위원회)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장학금의 예산 및 지급의 기본방향

2. 장학금지급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

3.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 3 장 장학금의 종류

제5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성적장학금

2. 연구조교장학금

3. 공로 및 특별장학금

4. 연구지원장학금

5. 연구과제참여장학금

6. 보건의료인장학금

7. 재단직원장학금

8. 기초의학장학금

9. 전공의지원장려장학금

10.기초의약학장학금

제6조(성적장학금) 재학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의

의결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구조교장학금) 연구조교로 근무하는 자에게는 연구조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장학금은 매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연구조교

의 종류에 따라 매월 정액의 장학금을 별도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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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로 및 특별장학금) ①학교명예를 빛낸 자는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장의

재가를 얻어 공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장의 재가를 거쳐 특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그 직계자녀

2. 총장의 추천에 의한 자

3. 본대학출신 석사·박사과정지원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3.03.01)

가. 전체 수석졸업자 : 석․박사과정 전체 수업료

나. 단과대학 및 학과(부) 수석졸업자 : 석사 또는 박사 등록금 100% (개정

2013.03.01., 2014.11.18)

다. 학과(부) 성적 4,25 이상자 : 석사 또는 박사 등록금 100% (개정 2013.03.01., 

2014.11.18)

라. 학과(부) 성적 4.0이상자 : 석사 또는 박사 등록금 75% (개정 2013.03.01., 

2014.11.18)

마. 학과(부) 성적 3.5이상자 : 석사 또는 박사 등록금 25% (개정 2013.03.01., 

2014.11.18)

바. (삭제 2013.03.01)

4. 협정에 의하여 입학한 외국인 학생

5.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학생

6. 석사 및 박사과정의 영어로 강의하는 학과의 외국인학생

제9조(연구지원장학금) ①학업성적 우수자로서 학과의 실험실습 지원 및 교수의 연구

실적 향상을 위하여 연구지 원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31)

②연구지원 장학생 추천을 위한 교원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03.01, 2013.05.31)

③추천대상학생은 전업(full time) 학생으로 한정한다.

④대학원 연구증진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하여 대학원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05.31)

제10조(연구과제참여장학금) 교수의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생에

대하여 등록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의료인장학금) 의사면허 소지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단직원장학금) 학교법인 가천학원 재직직원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에게는 장

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제13조(기초의약학장학금) 기초의학 및 약학과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원생 중 직전학

기 성적이 평균 3.0점이상인 자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

은 성적과 상관없이 전액 장학금(입학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한다.

제14조(전공의지원장려장학금) 전공의(레지던트) 충원율이 일정기준 이하인 의학과 전

공에 지원한 재단산하 전공의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 2(기타장학금) 건강장학금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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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장학금 지급 및 선발

제15조(지급시기) 장학금은 등록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지급기준)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정상 등록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각종 장학금은 1인 1종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지급제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1. 휴학자 및 직전학기에 징계를 받은 자

2. 기타 품행과 성적이 모범적이지 못한 자

제18조(선발기준) 장학생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제6조 의한 성적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A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

2. 선발대상자 중 동일점수일 경우 신청과목수, 학기, 가정형편 등을 고려 하여 선발

한다.

3.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전에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회의소집 및 의결

제19조(회의소집 및 의결)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하여야 한다.

제20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원생은 통합

전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학칙 및 규정을 따른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원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원생은 통합전 경원대학교

대학원학칙 및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8.)

이 학칙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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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작성지침

1. 규격

(1) 논문 표지는 양장으로 한다.

(2) 논문의 규격은 19cm, 세로 26cm로 한다.

(3) 양장 표지는 검정색 포크로스 금박으로 인쇄한다.

(4) 내지는 미색 또는 백색모조로 하고,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5) 논문은 활판 또는 전자식자(워드프로세서)로 한다.

(6) 표지는 측면을 제외하고는 횡서로 인쇄한다.

(7) 인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조체로 하며, 활자의 크기와 양식은 별지와 같다.

2. 조판요령

(1) 표지(#1)

㉮ 논제는 국한문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성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 논제가 일행을 초과할 때에는 둘째줄은 중앙에 균형있게 맞추어야 한다.

㉰ 부제가 있을 때에는 주제의 아래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 교명, 학과, 전공, 성명은 한자로 표기한다.

(2) 표지측면(#2)

㉮ 논제는 주제만을 표시한다.

㉯ 영문으로 표기할 때에는 간격을 맞추어 활자의 크기를 조절한다.(3호보다 커서는 안된다.)

(3) 내표지(#3) : 표지와 동일하며, 논제를 영문으로 병기하여야 한다.

(4) 논문제출(#4) : 논문제출서는 별표(#4)와 같다.

(5) 논문심사 인준서(#5)

㉮ 석사학위 논문은 심사 위원장과 심사위원 2인으로 하며, 박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4인으로 한다.

㉯ 인쇄된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심사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은 양장본 5부를 제출한다.

(6) 본문(#6)

㉮ 본문의 규격은 별표6(#6)을 원칙으로 하되 자수 및 행수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 본문 목차의 기호는 별표7(#7)을 참고할 것

㉰ 본문 내용의 point는 11로 한다.

(7) 영문초록 및 주제어(#8)

㉮ 초록은 본문 후미에 기재한다.

㉯ 초록 제목도 영문으로 표기하고 성명, 전공, 학과 교명을 역시 영문으로 하여 우측 상부

에 안배할 것

㉰ 초록 본문은 제목, 성명, 전공, 학과, 교명을 기재한 다음 2행을 띄우고 본문을 인쇄한다.

㉱ 주제어는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하단부에 핵심되는 용어 기입(7-8 단어 이내)

(8) 국문초록 및 주제어 : 국문초록은 목차 앞에 넣는다.

- 주제어는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하단부에 Key words 기입(7-8 단어 이내)

3. 제본요령(제본의 순서)

(1) 표지 (2) 면지 (3) 내표지 (4) 논문제출서 (5) 논문심사인준서

(6) 국문초록) (7) 목차 (8) 표목차 (9) 그림목차 (10) 본문

(11) 참고문헌 (12) 부록 (13) 영문초록 (14) 백지 (15) 뒷표지

※ 논문의 서술방식은 각 전공 분야의 대표적 학회의 논문작성방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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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강의 및 논문지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원 강의 및 논문지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학원의

체계적인 학사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 교과목 강의 및 논문지도에

관한 기준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 강의평가)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대학원 강의평가 결과의 활용)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한 수강 학생

들의 수업만족도 평가결과가 보통(70점)이하인 교·강사들에게는 다음 학기 대학원 강

의를 위촉할 수 없다.

제4조(대학원 학생평가)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한 평가는 상대평가를 시행

하여야 하며, 90점 이상인 A학점이 전체 수강학생의 75% 범위 한도 내에서 평가함

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대학원 교과목 담당 교·강사 배정 원칙)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 담당 교·

강사 배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승진이 누락된 교수는 대학원 강의를 배정할 수 없다.

2. 대학원생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우선하여 대학원 강의를 배정 한다.

3. 위 2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

을 얻은 후 강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자격)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 논문지도 교수는 예체능계

열을제외하고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의 논문게재 의무)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학

술진흥재단 등재지 이상에 논문을 의무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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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과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석･박사통합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석･박사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박사학위 취득

을 목표로 하는 석사과정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자격 및 선발시기) 통합과정 지원자격은 신입학은 대학원 학칙 제5조에 의하

여 모집전형에 의하여 선발하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석사과정 3차 학기 재학 중인 자

(복학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3차 학기 말에 선발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재학 중 전공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 4.0 이상을 취득한 자

  2.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제출서류) 통합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입학 신청자 제출서류 : 대학원입학시행내규 제7조의 석사학위과정 제출서류 일체

  2. 재학생 신청자 제출서류

    가. 석･박사 통합과정 지원서(별지서식 1) 1부

    나. 지도교수 추천서(별지서식 2)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제5조(선발인원) 통합과정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50%이내 범위 내에서 선발한

다.

제6조(선발원칙 및 절차) 학생 선발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은 대학원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업년한) 수업년한은 석사과정의 수업년한을 포함하여 4년으로 한다. 다만, 학칙

제18조 제3항에서와 같이 약학과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이수학점) 통합과정 이수학점은 이미 취득한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54학

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9조(학사관리) 통합과정의 교육과정(명칭변경 2015.08.28.)의 편성ㆍ운영, 교과과정(명칭변

경 2015.08.28.)의 이수, 학위논문 제출자격 종합시험 및 학위논문 심사 등 제반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을 적용한다.

제10조(전공변경) 통합과정의 전공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11조(학적변동)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학적이 변경되는 시기는 통합과정 8학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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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수료기준 4학기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입하는 시기인 5학기로 한다.

제12조(중도 포기자에 대한 조치)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중도포기 시 자퇴

로 처리하며, 석사학위는 수여하지 않는다. 다만 학칙 제38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심사를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을 준용하며,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8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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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 

석·박사 통합과정 지원서

소속학과 전 공 학 번

입학년도          년도      학기 주민등록번호 

성    명 현재 학기수            학기 재학중

주    소 성별 남(     )      여(      )

연 락 처
☎ H ․ P

E-mail                     @

총 취득학점         / 24 총 평균평점        / 4.5

학 업 계 획 서

 

  본인은 위와 같이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날인/서명)

                              학과 주임교수                     (날인/서명)

 ※ 붙 임 :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가천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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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 

지도교수 추천서

입학년도            학년도 학기  / 석･박사통합과정
현재학기수             학기 재학중

소 속                학과 전공

성 명 학 번

  v 추 천 내 용

                             20    .     .     . 

                             지도교수 :                (날인/서명)

                     가천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메디컬

◉ 간호학과(M)

◉ 보건학과(M)

◉ 약학과(M)

◉ 융합의과학과(M)

◉ 의학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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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박사

전공분야 간호학

연구분야 성인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아동간호학, 간호관리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교수 조경숙 간호학박사 간호학 kscho2265@gachon.ac.kr

교수 윤혜상 간호학박사 간호학 yoonhs@gachon.ac.kr

교수 조현숙 간호학박사 간호학 hscho@gachon.ac.kr 
교수 이은자 간호학박사 간호학 ejlee@gachon.ac.kr 
교수 이금재 간호학박사 간호학 leekj4435@gachon.ac.kr
교수 김희걸 간호학박사 간호학 hgkim@gachon.ac.kr
교수 남혜경 간호학박사 간호학 nhk@gachon.ac.kr
교수 김희정 간호학박사 간호학 illine1214@gachon.ac.kr

간호학과 Department of Nursing

사무실 : 메디컬캠퍼스 간호대학 322호/ 수여학위명 : 간호학박사

TEL : 032-820-4771 FAX : 032-820-4211

Office : Medical Campus, College of Nursing, nursing college hall 212

수여학위명 : Nursing Ph.D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가천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과정은 간호학 분야의 창조적이고 과학적 연구

를 수행하고 간호교육, 간호실무 및 간호연구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간호인재의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 간호학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여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지식체를 창조

한다.

▶ 국제화,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창의적 연구능력을 배양한다.

▶ 관련분야와의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 간호학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다.

▶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실무를 재구성하여 간호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른다.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3. 교수현황 / Prof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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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부교수 이여진 간호학박사 간호학 yjyi@gachon.ac.kr
부교수 공은희 간호학박사 간호학 ehkong@gachon.ac.kr
조교수 김윤미 간호학박사 간호학 ymkim@gachon.ac.kr
조교수 박광희 간호학박사 간호학 parkkh@gachon.ac.kr
부교수 김지수 간호학박사 간호학 kimjisoo@gachon.ac.kr
조교수 김지윤 보건학박사 간호학 jkim@gachon.ac.kr
조교수 박은영 간호학박사 간호학 parkeunyoung@gachon.ac.kr 
부교수 최정실 간호학박사 간호학 choijeongsil@gachon.ac.kr
조교수 김보환 의학박사 간호학 bhkim@gachon.ac.kr
조교수 고영 간호학박사 간호학 youngko@gachon.ac.kr
조교수 오현진 간호학박사 간호학 hyunjino@gachon.ac.kr
부교수 송미령 간호학박사 간호학 miryeong@gachon.ac.kr 
부교수 이선희 간호학박사 간호학 sunarea87@gachon.ac.kr
부교수 김진실 간호학박사 간호학 kimj503@gachon.ac.kr
조교수 민열하 간호학박사 간호학 yulha@gachon.ac.kr
조교수 노원정 간호학박사 간호학 wjnoh@gachon.ac.kr
조교수 김가영 의학박사 간호학 kykim@gachon.ac.kr
조교수 주지영 간호학박사 간호학 drjoo@gachon.ac.kr
조교수 이윤신 간호학박사 간호학 happygirl@gachon.ac.kr
조교수 김미희 간호학박사 간호학 kimmh55@gachon.ac.kr
조교수 최영실 간호학박사 간호학 kiwicys@gachon.ac.kr
조교수 이혜진 간호학박사 간호학 amcseoulkr@gachon.ac.kr

4. 학과내규

1) 입학관련사항은 대학원 입학시행 내규에 준한다.

2) 지도교수

(1) (논문지도교수) 논문 지도교수는 박사과정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학과 주

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2) (논문지도교수 자격)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일치하는 전

임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가진 조교수 이상 이어야 한다.

(3) (논문지도교수 변경) 정해진 지도 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출장이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가 어려울 때에 한하여 주임교수가 신/구 지도교수와 협의 후 지도교수 변경

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학점이수

(1) (이수학점)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대학원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의 경우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구학점

을 신청하는 학기에는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간호학 석사 외의 타전공 석사학생은 12학점 이내에서 지정한 선수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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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과목의 신청학점은 정규과목의 신청학점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 

               3. 주임교수는 타전공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검토하여 선수교과목을 지

정한다. 

                    

4) 종합시험 과목

과 정 시 험 과 목(4 과목) 비 고

박사과정
상급간호연구방법론, 간호이론 분석 및 개발,

해당 전공 교과목 2과목

외국어시험 합격 후

전공시험 자격 부여

5) 학위 청구논문 및 제출절차

(가) 박사과정 :

(1) (선수논문의 제출) ①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전 한국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등재지, 또는 기타 국내외 학술지에 부논문 1편을

게재하였거나 게재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학위논문을 청구할 수 있

다.

② 선수논문 주제는 자유이며, 박사과정생 본인이 제 1저자이거나 교신저

자이어야 하며, 지도교수를 포함한다.

(2) (박사학위논문 심사):

①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연구계획서 5부와 연구계획서 심사신청서 1

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 때 지도교수는 외부 교수 1인과 본교 심

사위원 4인 또는 외부 교수 2인과 본교 심사위원 3인 선정하여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공개적으로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예비심사를 신청하여야한다. 이때는 예비심사 신청서 1부와 논문 5

부를 제출한다.

④ 예비 심사 시에는 외부 교수를 제외한 본교 심사위원 모두 참석한 가운

데 발표회를 개최하고,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⑤ 예비심사 통과 후 학위취득 희망자는 취득 희망예정일 6개월 이전에

박사 논문 심사 신청서 1부, 심사용 논문 6부를 제출하고, 논문 심사

료 및 논문 지도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심사용 논문은 제본하지

않아도 되며, 지도교수는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 통보한다. 논문 심사

료 및 논문 지도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논문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3회에 걸쳐 본 심사를 실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지도교수와의 공동책임 하에 1회에 한하여 본 심

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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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본심사가 종료되면 지도교수는 희망일시를 정하고, 심사위원회는 지정

된 장소에서 종심을 실시한다.

⑧ 종심에서는 논문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간호이론 분석 및 개발 (Theoretical Perspectives in Nursing: analysis and development)

간호이론 분석 및 개발은 이론, 근거, 설명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고 이론 개발을 비판적으로 분

석한다. 과거 및 현재의 주요 간호이론의 개발과 평가에 사용된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고, 실무

에 대한 틀로서의 간호 이론을 평가한다. 간호의 이론, 실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론 개발의

과정과 의의를 중점으로 평가한다.

A critical analysis of theory development, including evaluation of relations among

theories, evidence, and explanation. Diverse approaches are used to apprais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milestones in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nursing knowledge. Nursing theories are addressed as frameworks for practice.

Emphasis is on the process and implications of theory development for nursing

research, practice, education, and systems.

근거기반 간호 (Evidence-based nursing practice) 

근거기반간호는 윤리적 문제해결, 건강증진, 간호이론 및 근거의 적용과 생성을 위한 연구 과정

의 기본 원칙 등을 바탕으로 근거기반간호의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적용을 목

적으로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able PhD students to develop a working knowledge

of several interrelated concepts, including ethical problem solving, health

promotion, nursing theories, and basic principles for using empirical evidence and

the research process to guide evidence based practice.

생명윤리와 간호 (Bioethics and Nursing)

생명윤리와 간호는 간호학이 추구하는 가치로써의 윤리를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생명윤리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적 배경을 알아보고, 생명윤리의 개념과 윤리적 사고, 생명윤리

의 개념과 원칙을 학습한다. 또한,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문제에 대해 토의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bioethics in nursing, philosophical background,

concepts of bioethics, and bioethical theory and principles. In addition, it includes

the discussion of ethical and legal issues in nursing fields.

상급간호연구방법론 (Advanced Research Methodologies and Designs for Nursing)

상급간호연구방법론은, 연구설계, 표본추출, 자료수집, 측정전략, 도구개발 및 자료분석 등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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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탐구를 통하여 간호과학 지식을 확장˙개발하며 간호학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The focus of this course in on in-depth analysis and decision strategies in

selecting and evaluating appropriate research designs, sampling methods, data

collection methods, measurement strategies, instrument development, and data

analysis in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고급통계1 (Advanced Statistics1)

통계학은 자료를 개관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학문으로 간호학 연구에 있어서 필수

적인 교과목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통계이론의 이해를 위한 모집단과 표본, 데이터와 척도, 확

률분포와 가설검정, 자료 정리와 요약을 다룬다. 의료 및 간호 관련 통계 분석으로 평균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신뢰도 분석과 교차분석 방법을 이해하고 SPSS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자료분석 연습을 한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간호사로써 간호연구자료를 분석하여 근거기

반 간호실무를 위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이러한 간호관련 연구결과를 간호실무에 적용하는 능

력을 향상시키고, 간호실무현장에서 접하는 간호현상을 탐구하고 근거기반 간호실무를 개발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간호학의 학문적 위상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tatistics is the study of the collection, analysis, and organization of data.

Statistics is essential to nursing research. This subject deals with concept of

population, sample, scale, probability distribution and hypothesis test. And it

includes descriptive statistics, which summarizes data from a sample using

indexes such as the mean or standard deviation, and inferential statistics, which

draws conclusions from data that are subject to random variation (e.g.,

observational errors, sampling variation). Advanced statistics includes concept of

t-test, ANOVA, correlation, regression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chi-square

test. Advanced statistics provides nurses with evidence for nursing care, helps to

apply research findings to nursing practice and contributes to the academic

progress in nursing.

만성건강문제와 간호 (Chronic disease and Care)

이 교과목을 통해 만성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상자 및 가족의 문제와 이에 대한 전문가

와 시스템의 포괄적 중재를 교육함으로써 만성 질환 대상자에 대한 전인적 간호중재에 대한

역량을 함양 하는 과목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able to expand their knowledge beyond the physical

and psychosocial aspects of the chronic disease clients and establish

person-centered, community–based, system-oriented approaches rooted in the

principles of chronic disea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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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과소개 / Introduction of Departments

간호학과는 1939년 개교하여 오랜 역사를 가진 간호교육기관으로, 2012년 가천의과학 대학교

와 경원대학교가 통합되면서 간호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박애, 봉사, 애국이라는 본교의 교

육이념을 기반으로 간호학 분야에서 교육자, 지도자 및 임상실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

문가를 양성하고자 2015년 새롭게 박사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간호학 박사과정은 전공별

로 특화된 간호학과 교수님들의 학문적 역량과 간호계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 많은 동

문들의 활약을 토대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을 통하여 간호학분야에서 창조적이

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문적 기틀을 다지고자 한다면 가천대 간

호학 박사과정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The Department of Nursing, which opened in 1939, is the nursing education

institution of the longest history in Korea. When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and Kyungwon University were merged in 2012, the department was

promoted to Nursing College. Based on the school’s philosophies of education,

which are philanthropy, service, and patriotism, the Nursing College launched the

doctoral course newly in 2015 in order to educate nursing professionals who

would work as educators, leaders, and clinical practitioners in the field of

nursing. Based on nursing professors prominent in their majors and a large

number of alumni working in various areas and levels of nursing, the doctoral

course of nursing is making another great leap. If you want to carry out creative

and advanced research in the areas of nursing and to lay the foundation of new

academic adventure through doctoral study, we invite you to the doctoral course

of nursing in Ga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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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학과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사무실 : 가천대학교(M) 간호대학 212호

Office : Gachon Univ. Medical Campus, Health science College, nursing

college hall 212

수여학위명 : 방사선학(방사선학석,박사),물리치료학(물리치료학석,박사),

치위생학(치위생학석,박사), 운동재활복지학(이학석,박사)

수여학위명 : ○○Master, ○○Ph.D

TEL : 032-820-4774 FAX : 032-820-4119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 보건과학에 근거한 의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보건학연구 및 보건문제를 해결

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글로벌 리

더를 배출한다.

▶ 환자 및 건강한 사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과학적 근거에 기인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한다. 이를 위하여 토론식 수업 및 현장

실습, 사례형 연구, 발표식 수업, 역학 조사 등 다양한 교육 형태를 이용한

다.

▶ 최고를 추구하는 보건전문인의 양성을 위하여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학

습하여 분야별 높은 수준의 전공지식과 기술을 겸비하도록 교육하고, 이를

지역사회현장에 창의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교육한다.

▶ 미래를 지향하는 지성인의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고와 문화를 존중하는

열린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타 전문인력들과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나눔에 동참하는 실천인으로서 인류봉사정신에 근거한 직업적 윤리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한다.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학위과정 석사 박사

전공분야

운동재활복지학(이학석사)

물리치료학(물리치료학석사)

방사선학(방사선학석사)

치위생학(치위생학석사)

운동재활복지학(이학박사)

물리치료학(물리치료학박사)

방사선학(방사선학박사)

치위생학(치위생학박사)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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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현황 / Professors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교수 안성민 이학박사(한서대학교)
분석화학(방사화

학)
sman@gachon.ac.kr

교수 김성철 이학박사(전북대학교) 방사선과학 ksc@gachon.ac.kr

부교수 한경순 보건학박사(한양대학교) 보건학 gshan@gachon.ac.kr

부교수 최준선 보건학박사(인제대학교) 보건학 junseon@gachon.ac.kr

부교수 임재길 의학박사수료(인하대학교) 신경전기생리 jgyim@gachon.ac.kr

부교수 이은석 이학박사(한국체육대학교) 운동사회심리 yeis@gachon.ac.kr

조교수 강창기
의공학박사

(미국캘리포니아대학)

자기공명영상 및

혈관조영술
ckkang@gachon.ac.kr

조교수 정복자 체육학박사(이화여자대학교) 특수체육 bogja05@gachon.ac.kr

조교수 노수연 이학박사(동아대학교) 필라테스 dr.rohpilates@gachon.ac.kr

조교수 유정아
문학박사

(Rutgers the State Univ.)
사회복지 jeongah91@gachon.ac.kr

조교수 배영숙 물리치료학박사(용인대학교)
노인물리치료

측정 및 평가
baeys@gachon.ac.kr

조교수 조휘영 이학박사(삼육대학교)

신경계

물리치료학

물리적 인자중재

hwiyoung@gachon.ac.kr

4. 학과내규

1) 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

(가) 석사과정 : 대학원학칙에 기준함

(나) 박사과정 : 

    - 국제일반학술지급 이상 논문지에 1저자 게재(온라인판 인정)한 자

      단, 소속은 대학원(직장명과 공동 표기가능)으로 지도교수를 교신저자로 표기

    - 기타 대학원학칙에 기준함

      ※ 국제 일반학술지급 이상 논문지: SSCI, A&HCI, SCI, SCIE, SCOPUS 

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석사과정]

연구윤리 (Research ethics) - 공통

연구를 진행하는데 따른 연구윤리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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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능력을 배운다

보건과학연구방법 (Health science Research Methodology) - 공통

보건과학 연구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연구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연구계

획서를 작성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과학통계 (Statistical Methods for Health science) - 공통

의료보건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하고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자료를 분석하

는 방법을 학습한다.

MRI 영상처리 (MRI image processing)

자기공영영상의 영상처리 기법 및 처리방법에 따른 평가방법 등을 학습한다.

의료용 방사선계측 특론 (Advanced medical radiation measurement)

계측기의 종류 및 특성을 알아보고 다양한 의료용 방사선의 사용방법 및 계측 실무기술을 학습

한다.

의학물리 특론 (Advanced medical physics)

방사선치료에 관계되는 치료계획, 고에너지 방사선의 측정 및 관리 등 의학물리 이론과 실무기

술을 학습한다.

핵의학 영상평가 (Assessment of Nuclear Medicine Imaging)

핵의학 영상 장치의 영상의 질을 분석하기 위한 물리적 평가 방법과 품질보증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기술을 등을 학습한다.

방사선 기기관리 특론 (Advanced Management of Radiation Equipment)

의료 방사선과학 분야에서 이용하는 각종 방사선 장비의 제조 및 사용단계의 품질관리에 관한

국내외의 규격과 규정을 배우고 장치의 성능관리 방법에 관해서 학습한다.

교육치위생학Ⅰ (Education in the Dental HygienistⅠ)

구강보건교육 전문가로서 개인 및 지역사회 주민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교육이

론을 이해하고 이를 구강보건교육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 한다.

초기우식증관리 (Management of early caries)

초기우식증 탐지장비와 관련된 최신 지견을 바탕으로 각종 탐지 장비의 원리 및 임상적용 가능

성을 파악한다. 또한 탐지된 초기우식병소를 비외과적으로 재광화 처치할 수 있는 각종 관리법

들에 대하여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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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세미나Ⅰ (Dental Hygiene SeminarⅠ) 

구강건강증진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심층적으로 연구 및 토의함으로써 폭넓은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치위생 증례연구 (Case Studies in Dental Hygiene)

치위생학 전반적인 이론과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증례 환자의 임상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

는 과정을 통하여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치위생연구Ⅰ (Dental Hygiene Research Ⅰ)

과학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연구진행절차, 연구주제 결정, 문헌고

찰방법, 연구설계, 자료수집 방법,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감별 진단학 I (Medical Screening I)

재활의학과 혼동 할 수 있는 병들에 대하여 진단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ies an identification of problems that may require consultation

with or referral to another practitioner based on history, systems review, and

clinical evaluation.

물리치료 세미나 I (Physical Therapy Seminar I)

물리치료의 배경과 현재 실정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하여 탐색한다.

This course explores the background to the current situation and a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physical therapy.

내과적 재활치료 (General Medicine & Rehabilitation)

물리치료사를 위한 내과적 질병을 이해하고, 기본적 병리, 원인과 임상적 징후에 대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understanding of general medical disorders for the physical

therapist. Basic pathology and/or etiology and clinical manifestations.

물리치료 의료경영 및 관리 (Professional systemic Management in Physical Therapy)

보건과학 경영학에 대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의료제도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principles of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in health

care delivery.

근거중심 물리치료 중재학 I (Evidence Based Physical Therapy Practice I)

물리치료사를 위한 근거에 중심을 둔 실습의 중요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vidence-based practice (EBP) for the

PT clin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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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운동재활 (Contemporary Society & Exercise Rehabilitation)

현대사회 건강문제에 대하여 해석하고 예방적 차원에 통합적 운동재활의 가치와 효과 그리고 미

래의 전망에 대하여 이해하고 학습한다.

건강장해인의 운동재활 (exercise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impairment) 

건강 장해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운동재활방법을 학습하고 적용방법을 연구

한다.

사회복지와 운동재활 (Social Welfare & Exercise Rehabilitation) 

운동재활의 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가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

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체형분석과 운동재활 방법론 (Posture Analysis and Exercise Rehabilitation)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이 되는 몸의 불균형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방법 및 통합적인

맞춤식 운동재활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

운동재활연구방법 (Exercise Rehabilitation Seminar) 

운동재활학 분야가 다루고 있는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적의 영역에서 융합적 차원의 연구설계 및

논리적 분석방법에 학습한다.

[박사과정]

역학 (Epidemiology) - 공통

역학연구의 원리 및 방법을 배우고, 보건관련 역학 연구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보건과학세미나 (Health science Seminar) - 공통

보건과학분야의 기본 연구동향 및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발표 및 토론한다.

보건과학연구방법Ⅱ (Health science Research Methodology Ⅱ) - 공통

보건과학분야의 전문가 수준의 구체적인 연구계획 설계 및 추진계획을 진행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연구윤리Ⅱ (Research ethics Ⅱ) - 공통

연구를 진행하는데 따른 연구윤리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다

보건과학통계Ⅱ (Statistical Methods for Health science Ⅱ) - 공통

의료보건분야 통계에 대한 고급 통계방법을 학습하고,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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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영상 특론 (Advanced Ultrasonic Imaging)

의료용 초음파의 물리적 특성 및 초음파 검사(간, 담낭 및 담관, 췌장 및 비장, 신장 등의 상복

부 및 산부인과 등)의 최신 초음파 기술 등을 학습한다.

고급디지털의료영상처리 (Advanced Digital medical image processing)

의료영상의 범위중 방사선영상의 개념과 영상처리, 필터링효과 및 평가방법 등을 이론과 더불어

실습을 병행하여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방사선생물학 특론 (Special Topics in Radiobiology)

방사선이 생물에 미치는 작용기전과 제반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유전적 영향 및 특

성 에 관해 학습한다.

고급 MRI 영상처리 (Advanced MRI image processing)

다양한 자기공영영상의 영상처리 기법 및 처리방법을 이론 및 실험을 통해 진행하고 익힌다.

방사선안전 및 관리 (Radiation Safety & Management)

방사선안전 및 관리에 관한 국내, 국제 규격과 동향을 알아보고, 방사선의 영향에 대해 학습한다.

영상진단특론 (Special topics in imaging Diagnosis)  

방사선영상의 진단법의 내용을 습득하여 각 검사방법에 대한 소견의 해석능력을 실제 증례별로

토론한다.

의료선량평가 (Medical Dose Assessment)

의료방사선의 종류 및 검사방법에 따른 환자 및 종사자의 선량 영향과 평가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노인구강건강관리학 (Oral Health in Old Age)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ㆍ정신적ㆍ인지적 변화를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노인의 구강건강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식과 임상기술을 개발한다.

구강위생용품 평가 및 개발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Oral Care Products)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구강관리용품의 역사 및 신제품 개발 현황을 고찰하고 이

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강관리용품을 개발해 본다.

교육치위생학 Ⅱ (Education in the Dental Hygienist Ⅱ)

개인 및 지역사회 주민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강건강과 관련한 지식, 태도 및 구

강건강증진행위의 합리적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 평가한다.

치위생세미나 Ⅱ(Dental Hygiene Seminar Ⅱ)

구강병 예방과 구강건강관리법의 최근 연구동향에 대해 발표 및 토의하고, 이들을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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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통합적인 임상 사고능력을 강화한다.

치위생연구Ⅱ (Dental Hygiene Research Ⅱ)

구강병 예방 및 구강건강증진과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치위생 연구문제를 도출하

며, 이에 대한 타당성 높은 해답을 얻기 위한 연구를 설계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배양한다.

환자관리학 (Patient Management)

환자치료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이론과 지식을 학습하고,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

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임상 치위생연구 (Clinical Dental Hygiene Research)

치위생학 전반적인 이론과 지식을 활용하여 임상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임상사례에 대한

분석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한다.

심화 근거중심 물리치료 중재학 (Advanced Evidence Based Physical Therapy Practice)

물리치료사를 위한 근거에 중심을 둔 실습의 중요성을 심화 학습한다.

This advanced cours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vidence-based practice (EBP)

for the PT clinician.

심화 감별 진단학 (Advanced Medical Screening)

재활의학과 혼동 할 수 있는 병들에 대하여 진단하는 방법을 심화 학습한다.

This Advanced course studies an identification of problems that may require

consultation with or referral to another practitioner based on history, systems

review, and clinical evaluation.

심화 물리치료 세미나 (Advanced Physical Therapy Seminar)

물리치료의 배경과 현재 실정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하여 탐색한다.

This Advanced course explores the background to the current situation and a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physical therapy.

비판적 분석 (Critical Analysis)

기존의 논문들을 분석하는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논문 작성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scientific writing, medical documentation and critical

analysis of both the medical literature and articles as it pertains to genetic

counseling.

병리운동학 (Pathokinesiology)

인간의 움직임이나 자세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병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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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se focuses on the scientific study of human movement as it relates to

any abnormal condition affecting movement and postural dysfunctions.

여성물리치료학 (Women’s health in physical therapy)

여성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물리치료에서의 임상적 기술을 학습한다.

The course emphasizes the clinical skills in physical therapy filed in women’s

health.

기능적 근거재활 (Functional Based Rehabilitation)

재활에서 기능향상을 위한 임상적 적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crease knowledge about the various functional clinical

applications of rehabilitation.

운동재활사회심리학 (Social Psychology of Exercise Rehabilitation)

심각해져가는 현대인들의 건강 불균형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원인에 대하여 해석하고 관련 문제들

에 대한 동향 및 연구방법적 접근을 통해 운동재활의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학습한다.

건강장해인의 심화운동재활 (Advance exercise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impairment) 

건강 장해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운동재활방법을 학습하고 적용방법을 연구한다.

스포츠상해와 재활 (sport injury and rehabilitation)

스포츠 상해를 이해하고 재활방법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사회복지와 운동재활실천 (Social Welfare & Exercise Rehabilitation practice) 

운동재활의 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가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

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건강과 사회복지정책 (Health and Welfare Policy) 

건강과 관련된 사회복지정책적 개입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복지정책의 현

황과 이슈 그리고 개선방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체형분석과 운동재활 (Posture Analysis and Exercise Rehabilitation)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이 되는 몸의 불균형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방법 및 통합적인

맞춤식 운동재활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

운동재활연구방법 세미나 (Exercise Rehabilitation Seminar) 

운동재활학 분야가 다루고 있는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적의 영역에서 융합적 차원의 연구설계 및

논리적 분석방법에 학습하고, 구체적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발표를 통하여 연구문제해

결 능력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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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학과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사무실 : 메디컬캠퍼스 간호대학 212호 수여학위명 : 보건학석사, 보건학박사

Office: Medical Campus, College of Nursing, 212

수여학위명: Master of Public Health, Ph.D

TEL : 032-820-4774, 4770 FAX : 032-820-4775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가천대학교 대학원은 보건학분야에서 창조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분야에서

교육자와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보건학 분야의 앞선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인류의 건강증진과 복지

에 기여하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학습하고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관련분야와의 협동연구를 통해 보건학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학위과정 석사 박사

전공분야 보건학 보건학

연구분야 보건행정학, 보건경제학, 역학 보건행정학, 보건경제학, 역학

3. 교수현황 / Professors

직급 성명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E-Mail

조교수 고광필 의학박사(서울대학교) 예방의학 kpko@gachon.ac.kr

교수 임정수 의학박사(전남대학교) 예방의학 mdjsim@gachon.ac.kr

교수 노연홍 보건학박사(차의과대학교) 보건경제학 yhnoh33@gachon.ac.kr

교수 박하정 행정학박사(경희대학교) 보건행정학 park9160@gachon.ac.kr

교수 임 준 의학박사(서울대학교) 예방의학 yim99@gachon.ac.kr

4. 학과내규

1) 입학

(1) (입학 및 전형원칙) ① 대학원의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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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② 신입생은 일반전형에 의하여 선발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전

형을 실시할 수 있다.

(2) (지원 자격) ① 석사학위과정 및 일반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

어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학위연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자이어

야 한다.

1. 학사학위과정에서 4학기에 재학 중인 자

2. 학사학위과정 4학기까지의 총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

④ 기타 각 대학원별로 필요로 하는 지원 자격은 따로 정한다.

(3)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매 학년도 입시요강에 의한다.

②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전형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기

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4) (지원 절차) ①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입학 원서(소정양식)

2. 수험료납입증명서(소정양식)

3. 기타 대학원이 지정하는 서류

② 이미 제출된 입학 지원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5) (재입학) ① 본교 대학원에서 제적된 자는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 1회

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징계 및 재학연한 초과 등에 의

하여 제적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입학자의 교육과정 이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6) (편입학) ①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 편입학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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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편입학절차와 시험의 시행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

로 정한다.

(7) (입학의 취소) ① 입학허가를 받은 후에도 법령의 위반 또는 허위 기타 부

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② 입학이 취소된 자의 학적은 무효로 하고, 본교에 제출된 서류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지도교수

(1) (논문지도교수) 논문 지도교수는 석 박사과정 모두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2) (논문지도교수 자격)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전임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

한 조교수

2.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다만, 이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교수와 공동지도 할 수 있다.

(3)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①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

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학점이수

(1) (이수학점)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대학원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의 경우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구학점을

신청하는 학기에는 12학점까지 신청 할 수 있다.

2. 전문대학원은 매학기 2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특수대학원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논문 작성을

위해 연구학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2학점까지 신청 할 수 있다. 

(2) (수료인정) ①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연구

학점(3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으로, 박사학위과정은 연구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4) 종합시험 과목

(가) 석사과정 : 외국어시험, 전공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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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사과정 : 외국어시험, 전공시험

과 정 시 험 과 목 비 고

석사과정 영어, 해당하는 전공 교과목 총 2과목

박사과정 영어, 해당하는 전공 교과목 총 2과목

5) 학위 청구논문 및 제출절차

(가) 석사과정 :

(1) (석사학위논문 심사) ①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희망 예정일 6개월 이전에

석사 논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희망 예정일 4개월 이전에 심사용 논문 4부

를 제출하고, 논문 심사료 및 논문 지도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심사용 논문은 제본하지 않아도 되며 논문 심사료 및 논문 지도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심사용 논문 제출 시에 지도교수는 심사 위원을 선정, 통보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와의 공동 책임 하에 학위 취득 희망 예정일 2개

월 이전에 논문 본 심사를 실시한다. 이 심사에서는 논문 요지를 발표

케 하고, 논문 심사 및 구술 고사를 실시한다. 논문 본 심사는 1회 실

시한다.

(나) 박사과정 :

(1) (박사학위논문 심사) ①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입학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에 연구 계획서 5부와 연구계획서 심사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한

다. 이 때 연구계획서는 제본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때 지도교수는

외부 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을 선정,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에 예비심사를 신청하여야한다. 이때는 예비심사 신청서 1부와 논문

5부를 제출하며, 논문은 제본하지 않아도 된다.

④ 예비 심사 시에는 외부 교수를 제외한 본교 심사위원 4명이 참석한 가

운데 발표회를 개최하고,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⑤ 예비심사 통과 후 학위 취득 희망자는 희망예정일 6개월 이전에 박사

논문 심사 신청서 1부, 심사용 논문 6부를 제출하고, 논문 심사료 및

논문 지도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심사용 논문은 제본하지 않아도

되며, 지도교수는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 통보한다. 논문 심사료 및 논

문 지도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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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심사위원회는 논문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3회에 걸쳐 본 심사를 실시한

다. 다만, 위원장 은 지도교수와의 공동책임 하에 1회에 한하여 본 심

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본심사가 종료되면 지도교수는 종심 희망 일시를 교무처에 통보한다.

종심은 교무처 주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매년 6월 10-25

일, 12월 10-25일에 실시한다.

⑧ 종심에서는 논문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가) 석사과정 

석사논문연구 

석사논문을 계획하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응용한다.

의료보장론 (Health Insurance)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알아보고, 건강보험재정 관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한다. 

보건행정론

국가보건의료체계 개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자원의 전달체계와 관리체계에 관한 이

론을 학습하고, 보건행정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분야인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 방법을 익힌다.

보건경제학 (Health Economics)

경제학의 분석기법 및 모형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방법을 모색하고, 보건의료

시장에서 활동하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동과 특성을 알아본다.

감염질환의 역학 (Infectious Disease Epidemiology)

역학의 개념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염성 질환, 환경 및 산업보건, 영양, 임상의학 분야의 역학

연구 동향을 파악한다.

만성병 역학

만성질환의 역학적 특성을 고찰하고, 각각의 만성질환에 대해 일차, 이차, 삼차 예방의 의의와

방법들에 대해 이해한다. 

질병관리학

역학의 개념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개인 또는 집단에서 특정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

는 방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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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특론 (Special Issues in Epidemiology)

질병의 분포와 원인 그 결정인자를 파악하는 역학의 기본개념을 배우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이

를 활용하는 기법을 익힌다.

예방과 건강증진 (Preventive and Health Promotion)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관련 사업들의 효과, 경제학적 효율성 등 지역사회에서의 효과적

인 임상예방서비스와 공공보건사업 확대에 대해 이해한다.

(나) 박사과정 

보건학 세미나 1 (Public Health Seminar 1)

사회보장, 건강증진, 형평성 등 보건학의 고전적 이슈와 논쟁점들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다.

보건학 세미나 2 (Public Health Seminar 2)

의료윤리, 의료정보, 환경 등 보건학의 최근 이슈와 논쟁점들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다.

박사논문연구 1 (Thesis Research of the Doctor's Course 1)

박사논문을 계획하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응용한다.

박사논문연구 2 (Thesis Research of the Doctor's Course 2)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를 논문으로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응용

한다.

보건사업의 기획과 평가 (Health Planning and Evaluation)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학

습한다.

환경의학 (Environment Medicine)

환경 및 작업관련성 질환들의 역학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학습한다.

병원경영학 (Hospital Management)

보건학과 경영학에 대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의료제도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보건의료법률 세미나 (Health Law Seminar)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입법 배경 및 내용을 학습한다.

사회역학 (Social Epidemiology)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질병 및 사망 발생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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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제도 비교론 (Comparison of Health Care System)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이를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비판적으로 적용한다.

보건의료정책론Health Polictics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입안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며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과정을 이해한다.

보건통계학(Statistical Methods for Health Research)

생존 분석 등 보건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통계학적 방법을 학습한다.

역학(Epidemiology)

역학 연구의 원리와 방법론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역학연구 사례를 탐색한다.

건강증진론(Health Promotion)

건강증진의 이론을 학습하고, 기 추진된 건강증진사업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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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성명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E-Mail

교수 김환묵 이학박사(KAIST) 약리독성학 hwanmook@gachon.ac.kr

교수 지상철
약학박사(University of

Georgia)
약제학 scchi@gachon.ac.kr

약학과 Department of Pharmacy

사무실 : 메디컬캠퍼스박애관 212호 수여학위명 : 약학석사, 약학박사

TEL : 032-820-4774,4770 FAX : 032-8204775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가천대학교 대학원은 약학 분야에서 창조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분야에서

교육자와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약학 분야의 앞선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인류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기여하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학습하고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관련분야와의 협동연구를 통해 의학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재구성하여 의학 및 관련 분야에서 의학교육

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연구 및 학습활동을 통해 습득한 전문성과 인성을 바탕으로 의학과 관련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른다.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학위과정 석사 박사

전공분야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약학, 사회약학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약학, 사회약학

연구분야

예방의학, 물리약학, 의약화학, 약물학,

약품생화학, 사회약학, 생리학, 약품분석

학, 미생물 및 면역학, 약제학, 생약학,

약품합성학,, 임상약학

예방의학, 물리약학, 의약화학, 약물학,

약품생화학, 사회약학, 생리학, 약품분석

학, 미생물 및 면역학, 약제학, 생약학,

약품합성학, 임상약학

3. 교수현황 / Prof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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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성명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E-Mail

부교수 박성진 약학박사(서울대학교) 물리약학 psjnmr@gachon.ac.kr

교수 전희숙 이학박사(조선대학교) 면역학 hsjun@gachon.ac.kr

교수 유봉규
약학박사(충북대학교, 미국

알바니약학대학)
임상약학/제제물리학 byoo@gachon.ac.kr

교수 김선여 약학박사(서울대학교) 생약학 sunnykim@gachon.ac.kr

교수 이후근 이학박사(미국 유타대학교) 물리-분석화학 hklee@gachon.ac.kr

부교수 오승현 수의학박사(서울대학교) 예방약학 eyeball@gachon.ac.kr

조교수 신동윤 약학박사(서울대학교) 의약화학 dyshin@gachon.ac.kr

조교수 최지웅 약학박사(서울대학교) 약물학 pharmchoi@gachon.ac.kr

조교수 천광훈 약학박사(서울대학교) 생화학 khchun@gachon.ac.kr

조교수 심원식 약학박사(서울대학교) 병태생리학 wsshim@gachon.ac.kr

조교수 고영탁
약학박사(Texas Tech

University)
약제학 youngtakko@gachon.ac.kr

조교수 장선미 보건학박사(서울대학교) 보건사회학 smjang@gachon.ac.kr

조교수 정광원
이학박사(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생화학/분자생물학 kwjeong@gachon.ac.kr

부교수 서승용 약학박사(서울대학교) 약품합성학 syseo@gachon.ac.kr

조교수 김미현 약학박사(서울대학교) 산업약학 kmh0515@gachon.ac.kr

조교수 맹한주 약학박사(서울대학교) 약제학 hjmaeng@gachon.ac.kr

4. 학과내규

1) 입학관련사항은 대학원 입학시행내규에 준한다.

2) 지도교수

(1) (논문지도교수) 논문 지도교수는 석 박사과정 모두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2) (논문지도교수 자격)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전임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

한 조교수

2.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다만, 이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교수와 공동지도 할 수 있다.

(3)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①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

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학점이수

(1) (이수학점)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대학원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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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대학원의 경우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구학점

을 신청하는 학기에는 12학점까지 신청 할 수 있다.

2. 전문대학원은 매학기 2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특수대학원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논문 작성을

위해 연구학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2학점까지 신청 할 수 있다.

(2) (수료인정) ①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연구

학점(3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으로, 박사학위과정은 연구학점(6학

점)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4) 종합시험 과목

과 정 시 험 과 목 비 고

석사과정 영어, 해당하는 전공 교과목(2과목) 외국어시험 합격여부에

따라 전공시험 자격 부여박사과정 영어, 해당하는 전공 교과목(4과목)

5) 학위 청구논문 및 제출절차

(가) 석사과정 :

(1) (석사학위논문 심사) ①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희망 예정일 6개월

이전에 석사 논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희망 예정일 4개월 이전에 심사용 논문 4

부를 제출하고, 논문 심사료 및 논문 지도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심사용 논문은 제본하지 않아도 되며 논문 심사료 및 논문 지도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심사용 논문 제출 시에 지도교수는 심사 위원을 선정, 통보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와의 공동 책임 하에 학위 취득 희망 예정일 2

개월 이전에 논문 본 심사를 실시한다. 이 심사에서는 논문 요지를 발

표케 하고, 논문 심사 및 구술 고사를 실시한다. 논문 본 심사는 1회

실시한다.

(나) 박사과정 :

(1) (박사학위논문 심사) ①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입학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에 연구 계획서 5부와 연구계획서 심사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한

다. 이 때 연구계획서는 제본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때 지도교수는

외부 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을 선정,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에 예비심사를 신청하여야한다. 이때는 예비심사 신청서 1부와 논문

5부를 제출하며, 논문은 제본하지 않아도 된다.

④ 예비 심사 시에는 외부 교수를 제외한 본교 심사위원 4명이 참석한 가

운데 발표회를 개최하고,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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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예비심사 통과 후 학위 취득 희망자는 희망예정일 6개월 이전에 박사

논문 심사 신청서 1부, 심사용 논문 6부를 제출하고, 논문 심사료 및

논문 지도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심사용 논문은 제본하지 않아도

되며, 지도교수는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 통보한다. 논문 심사료 및 논

문 지도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논문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3회에 걸쳐 본 심사를 실시

한다. 다만, 위원장 은 지도교수와의 공동책임 하에 1회에 한하여 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본심사가 종료되면 지도교수는 종심 희망 일시를 교무처에 통보한다.

종심은 교무처 주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매년 6월 10-25

일, 12월 10-25일에 실시한다.

⑧ 종심에서는 논문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약학연습1,2,3,4 

대학원생들의 연구논문과 관련된 문헌을 리뷰하여 발표, 토론함으로써 학생 상호간의 연구내용

을 공유하고 비판하여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약물학특론 및 실험1 

본 강의는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을 위한 강의로서 기초 및 응용 약물학분야의 국제적 연

구방향과 최신 지식을 수집하여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토론의 주제는 크게 뇌과학, 분자약물학

과 약물동역학의 세 분야로 구성되며, 이들 주제를 기초로 약물의 효능, 원리 및 작용기전, 신약

개발의 배경을 인체, 동물, 세포 및 분자적 수준에서 학습한다. 본 과목은 유수학술지 논문을 바

탕으로 토론과 발표가 병행된다. 토론강의를 통한 지식의 습득과 함계 최근연구동향과 전문지식을

추적하는 능력,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발표 능력의 습득도 본 수업의 중요한 목표이다.

생화학적약물학 

Biochemical pharmacology focuses on pharmacological and toxicological effects of

xenobiotics at the levels of biochemistry,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discuss the action of drugs, toxicants and xenobiotics in living

organisms. This course lectures the set-up og hypothesis,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systems, and the creativity in the science and the research tools and methods.

Identification of the action mechanisms of drugs requires the comprehensive knowledge

on physiology, biochemistry, pathology, immunology and molecular biology. Especially,

this lecture deals with the interactions of drugs and cellular macromolecules including

enzymes and receptors at the molecular and cellular levels. This class covers lectures/

discussion of the settiement of theory, understanding of the latest research trends,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experimental data, and their scholar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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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약리 및 실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의약품의 효능, 부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수업한다. 생체내의 현

상 중에서 신경계 특히 중추 신경계의 조절을 받는 종류를 기준으로 이의 조절기전과 검색 방법

및 해석상의 문제점 등을 논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추신경계의 구조, 정상상태의 기능 및 비정

상 상태의 문제점과 질환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들의 원리에 관해 이해하도록 한다.

실험동물학

동물실험이 윤리, 동물실험 방법 및 기술, 실험동물의 전반적인 지식을 배워, 의학자로서 의학

연구에 있어서 동물실험이 중요성을 깨닫고 전반적인 실험동물에 관한 지식을 깨우친다.

단백질치료제개발특강

생물의약품은 살아있는 생물체에서 유래한 고분자 물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치료용 단백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이러한 치료용 단백질은 높은 시장 성장률에 힘입어 많은 회사들이 뛰

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최근 단백질치료제 개발의 특징을 개괄하고, 일련의 개

발과정을 산업적, 학문적, 규제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신경병리학

준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질환의 병태(pathogenesis)와 현태학적 변화를 공부한다.

약물역학특론

Pharmacoinetics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최근 논문을 통해 최근의 지식을 얻는다.

생리학특론

유전자 발현 조절은 배아 발달, 세포 분화 등 기초적인 생물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체 생리 및 질

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본 강좌에서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서 유전자

전자 및 발현에 있어서 RNA 중합효소와 보조인자 등 기초전사도구와 다양한 전사인지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유전자 발현조절의 최신 연구동향, 구체

적인 실험주제 및 설정, 진행 방법 등에 대해 토론하고 학생들의 주제 발표로 이루어진다.

약용식물학

인간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산야에 존재하는 다양한 식물을 식용 및 약재로 이용하여 왔다. 이중

가치가 높은 약용 식물들은 수요가 증가하고 자연산만으로는 자급이 불가능하거나 희소하고 품질

의 균일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식물로서 재배 생산해야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강

좌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는 약용식물들의 안정적인 생산과 이용적인 측면, 생명공학적 접근방

법 등이 소개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약용식물들의 식물학적 특성과 약리작용, 효능 등에 대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세미나 방식의 참여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원생약연구법

자원생약으로부터 유효 성분 분리 및 구조 해석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기법을 연구 사례를 중심

으로 학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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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물질탐색 1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리활성물질의 발굴을 위한 새로운 탐색방법과 이의 개발에 이용

될 수 있는 최근 연구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토론한다.

성물질탐색 2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리활성물질의 발굴을 위한 새로운 탐색방법과 이의 개발에 이용

될 수 있는 최근 연구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토론한다.

생약화학 및 실험

생합성 경로를 중심으로 생리활성물질(2차대사산물을 중심으로)의 생성, 역활 및 그 활성 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후 진행되는 연구에 응용한다.

생약자원보전연구 

세계각국에서 약용식물을 주요한 천연물로부터 신약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

라의 약용식물을 비롯한 민간약 생약 등 전통생약에서의 신약개발은 우리나라 신약개발에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강좌에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각국에서 여러 가지

활성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약들을 활성 별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천연물의약품학

천연물의약품과 기존 전통의약품과의 비교 및 천연물의약품의 이해 - 천연물의약품의 작용과 부

작용 - 천연물의약품과 기존 정통의약품과의 상호 보완적효과 - 천연물의약품과 기존 정통의약

품과의 약물상호작용

천연생체조절물질

천연물 의약품 개발의 개론에 대하여 질환균을 중심으로 각각의 병리학적 기전과 의약품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또한, 최근의 발표된 논문을 집중적으로 토의한다.

천연물성분화학

인간에 유용한 천연물자원으로부터 얻은 이차대사산물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지식을 천

연물과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천연물 유래 화학성분을 다루는데 기초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생리활성천연물분리정제기술론

천연물정제에 필요한 분리기술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다룬다.

천연물생체기능론특수연구 

생물자원으로부터 생리활성성분을 검색하고 약리활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을 약물작용

점 또는 작용기전을 중심으로 강론하여 실제 활용과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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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약리독성학 

의약품의 흡수, 대사, 분배 등 약리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작용부위에서의 선택적

인 작용을 가지는 기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천연물로부터 의약품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확보하

도록 한다.

천연물생체기능론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 의약화학, 생화학, 면역학, 약물학 등의 내용에서 필

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천연물자원

유용 천연물자원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생물계의 종류와 분류체계를 파악하여, 천연

물자원의 용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유용천연물의 경제적 가지를 평가, 자원의 이용

개발에 필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잠재적 효용을 지닌 생물 유전자원의 개발 밒 보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유용천연물자원 확보에 필요한 포괄적인 지식을 축적한다. 한편 자원식물을

용도별로 대분하여 주요 자원식물의 기원과 개발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향후 자원식물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신자원식물의 개발에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천연물생물공학

생물공학기술의 급속한 진보는 광범위한 학문분야에 도입되어 생명현상에 관한 새로운 지견의 응

용을 토대로 생물활성 검색모델의 개발, 생리활성물질의 발굴 및 신물질 창출, 유용물질의 대량생

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본 과목은 천연물에 초점을 맞추어, 생물공학의 기본원리 및 연구방법론을

이해토록 하면서, 유용 유전자를 이용한 천연물생산에 있어서 실제 응용에 관하여 강의한다.

천연물구조결정론

분광학적 방법을 이용한 천연물 구조결정

1) 핵자기 공명의 실제적 적용방법

2) 천연물 유형에 따른 구조결정 접근방법

3) 천연물 구조결정 실습(문제풀이)

천연물합성화학 

천연물질의 부분합성 및 전합성을 다룬다. 특히 비대칭탄소 함유 천연물질, 질소, 산소, 유황 등

의 원소를 함유하는 heterocyclic 천연물질 합성방법 등 천연물질 특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

한 합성기법들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천연물질 합성방법의 개발, 확립단계를 강의한다.

생화학특강

생화학 및 분자 생물학 분야의 최근 연구 결과들을 주제별로 선탁하여 강의하고, 생화학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행을 파약하여 이를 자신의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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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미생물학특론

본 강좌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유전공학의 여러 가지 첨단 기법을 습득하며 각종 병원성 미생

물과 바이러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최근의 유전체, 단백질체 연구, 감염, 병리 기전, 감염에

관한 면역 반응 등의 연구, 각 감염 질환에 관한 진단법 및 치료제 개발 현황들에 대하여 강의

하고 토론한다.

바이러스학특론 

이 과목의 목적은 학부에서 일반생물학, 바이러스학을 이미 수강한 학생들이 보다 심도 있게 바

이러스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바이러스학에서의 실험적 방법론을 이해

하고, 데이터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실험 디자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

이다. 이 과목은 특정 주제에 대한 논문 강독을 통해 이루어진다. 수강생들에게 매주 2-3편의

논문을 주면, 수강생들은 이를 상세히 읽고 와서, 수업시간에 직접 이 논문에 대해 분석을 하고

토론에 참여한다.

종양면역학

암세포와 면역 세포간의 상호작용기전의 이해와 암세포의 분화 성장관련 신호전달에 관한 최신

연구의 이해

내분비학

호르몬이 생성되는 과정 및 그 작용 기전, 그리고 각 호르몬이 신체 각 기관들의 기능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강술하고 신체의 변화에 따라 호르몬 분비가 조절되는 기전을 살펴봄으로써

내분비계가 신체의 성장 및 대사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절하는지를 학습한다. 또한 내분비계의

이상에 따른 증상들을 살펴보고 이를 연구하는 방법들을 익힘으로써 내분비계의 작용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병원미생물학

병을 유발하는 미생물들의 생활특성을 공부하고, 그들이 병을 일으키는 원리에 대하여 연구하여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확립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미생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대

부분 한 개체에 그치지 아니하고 집단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생태학적인 연구, 즉 역

학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분야의 연구는 “미생물 숙주 상호작용”과목

을 통하여 강의할 것이며, 이 강의에서는 미생물의 입장에서 병을 일으키는 기작에 집중하여 강

의하고자 한다. 또한 강의 중에 상식적으로 혹은 강의로 채택하기에 별로 알려진 상식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준비하여 발표하게 하여 대학원 강의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며, 최종

시험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게 될 것이다.

약품분석특론1

약물 스크리닝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 방법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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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제제분석1

기기분석을 이용한 의약품 제제분석 원리를 이해한다.

의약품제제분석2 

Mass spectrometru based proteomics를 이용한 단백질, 펩타이드 분석 원리를 이해한다.

환경질환 

환경중에 존재하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은 사람에게 노출 되었을 때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된

다. 본 강좌에서는 중금속, 내분비장애물질, 다이옥신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의 화학물질에

의해 유발되는 분자수준의 독성기전 및 질병에 대해 강의한다.

환경위생학

환경위생학은 질병의 예방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약학의 한 분야로 이를 위해 대기환경을 비

롯한 각종 생활환경으로부터 사람을 포함한 생태계에 미치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 유해인자들

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국민보건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본 강

좌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을 확인하고, 이들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질병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교육하는 과목이다.

생체방어기전 

생체에서 활성화되는 화학물질 중 free radical을 생성하는 물질은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defense system을 공부하여 free radical의 생체공격과 질병과

의 상관성에 대해 토론한다.

화학요법제

약품구조와 작용의 상관관계를 근거로 한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이론과 화학요법제의 화학수식

에 대한 이론 및 최근 동향에 대한 이해 증진

의약화학특론

본 교과목은 약물의 physicochemical properties과 pharmacological response 간의 상관관

계를 규명하는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SAR)과, 약물의 mode of cation, pharmacokinetic

및 toxicology를 molecular level에서 이해토록 강의한다. 특히 내성균과 내성암세포를 치료할

목적으로 개발되는 화학 및 생물학적 최신 접근 경향에 대하여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하여 약품

설계, 제조의 이론적 배경을 습득하게 한다.

구조분자약학 1 

생체내 거대분자(DNA, RNA, Protein)들의 기본적인 구조 및 구조와 기능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강의하고, 구조에 바탕을 둔 신약 개발법에 대해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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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의약품학

Nanomedicine refers to applications on nanotechnology focused on finding new ways

to diagnose and treat disease. In this seminar, the fundamental concepts of nanoscience

and nanomaterials will be introduced, the tools for visualizing the nanoscale will be

investigated, applications in nanomedicine will be presented and the implications of

nanotechnology will be discussed.

물리약학특론 1

본 과목에서는 약물의 개발 및 응용에 필요한 물리약학적 지식기반을 바탕으로 물질전달현상을

비롯하여 이를 응용한 방출조절 약물전달 제제를 심도있게 학습한다. 물질전달현상의 공학적 개

념을 약물전달의 개념과 함께 연계, 응용하며, 생체고분자의 합성법 및 응용분야를 비롯하여,

부작용 및 독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생체적합성 재료 및 생분해성 재료에 대해 학습한다. 미셀,

리포솜 등 주사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전달제제의 개발과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

하며, 경피 흡수형 약물전달 제제, 약물전달제제를 신체작용부위에 특이적으로 전달하는 표적형

약물전달의 개념을 학습한다.

생물물리약학

생물물리약학의 주요연구 대상인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를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NMR 과 X-ray

Crystallography 법을 들 수 있다. 이중 NMR 방법은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용

액상에서 생체물질의 구조를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과목에서는 대학원생들이 NMR에

의한 생체물질의 구조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할 여러 NMR 지식을 중점으로 강의

를 전개할 것이다. 강의는 교과서와 더불어 최근 논문을 바탕으로 토론식으로 전개할 것이다.

물리유기약품화학 1 

의약품의 유기합성화학반응에 대한 mechanism을 물리유기적인 방법으로 강술한다.

유기약품합성화학특론1

Cabocyclic 화합물들의 고리 크기에 따른 합성방법과 고리화합물들의 반응성을 컴토하고, 천연

또는 생리활성 고리화합물들의 고리크기에 따른 합성전략 및 합성 과정 등을 논의한다.

약물송달학 

본과목의 교육목표는 거대분자약물의 투여에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를 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을 함양하는

데 있다. 본 과목에서 다루는 거대분자약물이란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단백질 약물, 다당류 약

물, 유전자 등을 일컫는다. 단백질 약물의 경우에는 화학적/물리적 결합체 기술, 변형체 기술,

제제 및 다비아스 기술 등에 의한 단백질 약물 전달 시스템을 학습하며, 다당류 약물의 경우에

는 화화적 유도체에 의학 경구제제 기술, 유전자 약물의 경우에는 바이러스형 전달 시스템 및

비바이러스형 전달시스템에 대하여 공부한다. 또한 유전자 변형 세포기술을 이용한 세포전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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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및 이 기술을 이용한 단백질 전달기술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본 과목에서는 상기의 내용을

기본 원리 이해부터 최근 연구되고 있는 기술에 다한 분석까지 포함하도록 한다.

약제학특론1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의약품으로서의 효과와 기능에 덧

붙여 좋은 제제를 만들기 위한 이론과 기술, 제제의 성질과 약효, 제형의 선택돠 그 적용 방법

을 탐구한다.

생체막수송체학특강

생체막에 존재하는 수송체가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미치는 영향을 강의 토론한다. 특

히 최신 문헌에 보고된 수송체 특성 연구 방법에 대하여 특징, 장단점 및 문제점, 나아가 실제

연구에의 활용방법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조직특이적약물수송학특강

조직생체막에 존재하는 약물 수송체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조직 특이적 약물지행수송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강의하고 토론한다. 특히 뇌와 신장 등과 같은 polarized 생체막을 가진 장기 및 종양과 같은

변화된 생체막 특성을 가진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 특이적 약물 수송 연구의 최신 발전 내용을 검토한다.

약물상호작용기전특강

이종 약물을 동시에 투여했을 때 야기되는 임상적 약효발휘 및 부작용을 다음 항목으로 학습함.

1)약화학적 효과와 작용기전 2)임상적 사용결과 평가 3)실용상 의견 4)종합 5)관련되는 기타

약물

약물동태학특강

약물속도란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과정을 속도론적 입장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와 같은 약물의 생체내 이행을 간단한 모델로 가정하여 투여후의 약물의 혈중 농도, 소실 반

감기, 대사속도, 배설속도 및 축적량 등을 정량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생체 내에서의 약물현상의

기구를 해명하고, 투여랭, 투여간격 및 투여제형을 적절히 규정하여 투여계획의 설계와 나아가

서 보다 유효하고 안정성이 높은 제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속도론의 목적이다. 약물체내 동

태의 현상을 수식화하여 컴파트먼트 분석을 강의한다.

생물약제학특강

약물의 투여 후 약물의 체내 거동에 관여하는 생체내 현상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관찰

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in vitro, in vivo의 여러 가지 실험법 및 실험결과 분석 방법의 도구를

습득하며 실험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실험계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생물약제학실험법특강 

약물의 투여 후 약물의 체내 거동에 관여하는 생체내 현상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관찰하

거나 예측할 수 있는 in vitro, in vivo의 여러 가지 실험법 및 실험결과 분석 방법의 도구를

습득하며 실험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실험계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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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정보학

Post-genome시대의 정보처리 및 해석을 다루어, 21C의 BT와 IT산업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

는 생물정보학 분야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그 응용과 전망을 배운다. 구체적으로 internet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database의 종류와 특성을 고찰하고, 그 database들에서 단백질의 특

성 및 역할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약물유전체학

약물유전체학은 최근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완성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이다. 흔히

SNP라고 불리어지는 단일염기다형성의 연구가 주요한 약물유전학연구의 내용이지만 악물유전

체학은 약물에 의해 변화되어지는 모든 유전자 발현의 차이와 이를 이용한 맞춤약의 실현과 신

약개발이 주요한 내용이다.

소화기질환의 분자생물학

이 과목에서는 성인과 소아 소화기질환의 발병과 치유를 분자생물학적 기전으로 이해한다. 토의

할 질환은 Barrett 식도, 식도암, Helicobacter pylori감염, 위암, B형과 C형 간염, 간암, 염

증성 장질환, 대장암, Wilson's disease, 소아 소화기질환 등이다.

뇌과학최신지견

인간의 뇌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뇌과학 분야에서 눈부

신 발전이 있어왔다. 본 강좌는 뇌과학의 중요 분야(뇌구조, 뇌기능, 뇌발달, 뇌유전학, 컴퓨터

기반 뇌과학, 진화와 뇌 등)들에서 최근의 획시적인 발전들을 고찰, 비평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전망함으로서, 학생들에게 뇌과학의 최신지견에 관한 지식과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시스템생물학 

복잡하고 다양한 생명현상 및 자연현상에 대한 원리와 법칙을 수학하며,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

한 과학적 사고능력을 배양시키며, 생명체의 관찰과 현상의 규명을 통하여 공학과의 접목에 대

한 기본 개념을 행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줄기세포생물학

Stem cell biology is rapidly developing and growin fields. Therefore, this lecture give

students understandings the methods how to isolate and characterize human stem

cells from various organ including embryonic stem cells. This lecture is directed to a

broad audience of graduate students in stem cell biology, chemistry and agriculture,

natural science, pharmacology.

분자세포바이러스학

병원성 바이러스의 병인 기전 및 숙주 방어 기전을 분자세포생물학 및 면역학적 관점에서 이해

한다. 바이러스의 복제, 숙주 침입기전, 숙주세포 신호전달 조절기전, 숙주 면역반응 및 바이러

스의 면역 회피 기전 등을 중심으로 숙주-바이러스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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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학습한다.

당뇨병학

당뇨병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그 성인을 이해하고 이를 당뇨별 진단 및 치료 원칙 수립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위생화학특론

위생화학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지견을 종합하여 토론하는 강좌로써 각종 유

독물질과 환경오염물질의 독성발현 및 이에 대한 생체방어기정, 영양상태와 생체이물의 독서 발

현 상관성, 식품 본래성분과 첨가성분의 안전성 및 위생분석 등을 포함한다.

향장품학 

향장품의 제법, 성상, 종류, 적용법에 있어서의 생체와의 관계 등에 관해 강술한다.

종양단백질체학

종양단백질체학은 종양생물학 관련연구자로서 필수적인 것으로서 단백질체학에 대한 개념과 최

신 연구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생물 개체 혹은 심상시료에서 발현되는 단백질 및 단백질체에

대한 동정과 기능을 부여하는 연구인 단백질체학은 질량기기분석, 단백질체정보분석, 단백체기

능분석 방법들이 융합되어 개발되어 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다학제간 학문으로 변화되고 새

롭게 전개되는 단백질연구기법을 고찰할 것이다.

제약산업학

제약산업체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단위 Process에 대한 이해 및 공정 중 만나게 되는 문제 해결

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법 소개

신약학

신약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concept과 technology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

다. 본 수업의 목표는 최근들어 신약 개발의 한축으로 자리잡은 조합화학과 이를 이용한 chemical

genomics의 가본개념과 최신방향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뇨병학특론

당뇨병 병인의 분자생물학적인 기전과 진단법 및 치료법을 알아보고, 당뇨병을 포함한 인슐린

저항성 증후근의 기전에 대해 연구한다.

동물세포공학특론

이 과목은 동물세포 배양에 필요한 세포의 기능에 대한 기본지식의 습득과 동물세포의 대사적,

유전학적, 세포생물학적인 특징에 관하여 이해하고, 동물세포로부터 각종 항체, 백신 및 유용단

백질의 생산과 응용 가능성에 관한 학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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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병리학

염증으로 인한 질병의 종류와 발병기전을 이해하고, 염증진행에 따른 질병진단 및 치료제에 관

한 분자기전을 이해하고자 한다.

유전자발현생화학

유전자 발현생화학은 세포수준에서 Genome, Epigenome 및 전사인자 기능에 관한 생화학적/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이해하고자 한다.

종양분자생물학

종양의 원인을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발전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공부한다.

최신실험기법

생화학적 실험기법 및 최신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토론강의를 통하여 최신 생물학의 흐름과 실험

기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약물학특론및실험2

본 강의는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을 위한 강의로서 기초 및 응용 약물학 분야의 국제적 연

구방향과 최신 지식을 수집하여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토론의 주제는 크게 뇌과학, 분자약물학

과 약물동역학의 세 분야로 구성되며, 이들 주제를 기초로 약물의 효능, 원리 및 작용기전, 신약

개발의 배경을 인체, 동물, 세포 및 분자적 수에서 학습한다. 본 과목은 유수학술지 논문을 바탕

으로 토론과 발표가 병행된다. 토론강의를 통한 지식의 습득과 함께 최근연구동향과 전문지식을

추적하는 능력,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발표 능력의 습득도 본 수업이 중요한 목표이다.

약물수용체론

생체현상의 조절기전에 관여하는 일차적인 정보 전달 과정으로서의 수용체 개념을 파악하고 체

내에서 발견된 수용체의 종류, 대상조직, 실험법, 생리현상별 연계성, 응용성 등과 이 분야 연구

의 현황 및 방향을 파악한다.

분자병태생리학특강 

분자병태생리학은 질병의 병리기전을 분자수준에서 규명하는 학문분야로 세포나 조직의 병인체

에 대한 반응의 사건 경과를 분자들의 상호작용에 입각하여 설명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최근 연

구 결과들을 주제별로 선택하고 소개하여 각종 질병을 분자병리학적 관점에서 이해시킨다. 학제

간 학문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전개되는 단백질연구기법을 고찰할 것이다.

분자약물학 

Molecular Pharmacology is the study of drug actions and toxicities at the levels of

molecules. The topics on cell signaling and cancer biology will focus on the mechanism

by which cells process extraneous signals and how aberrant signaling pathways can

promote tumorigenesis and tumor progression.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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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ways can facilitate the development better drugs for cancer prevention, control,

and cure.

신경생리학 

본 강의에서는 정보의 전달을 위해 어떻게 신경이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신호

전달, 이온채널, 수용체 및 시냅스 전달 등에 대하여 학습할 것이다. 또한 좀 더 큰 시스템, 즉

감각신경이나 기억, 학습 시스템에 대하여도 알아볼 것이다.

생약학특론 

천연물의 생합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생합성 경로에 대한 연역적인 추론을 바탕으로한 연

구를 수행한다.

식물성분생합성

천연물 유래 이차대사산물의 생합성에 다한 전반적인 이해와 현재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

요 천연물과 이들의 이차대사산물의 생합성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함.

천연물정보과학특강 

천연약물의 등록과 허가에 관한 법류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본 과목은 국내외 천연약물 관련 법규,

즉 식약청의 한약, 생약, 천연물신약 등록 법규 및 미국의 건강보조식품법(Dietary Supplement

Health Educatin Act), US FDA의 Guidance for Botanical Drug Products, 유럽연합의

Directories of Herbal Medicines, 일본의 한약/식품 법규 해설 및 비교

해양천연물성분화학 

해양천연물의 화학적 특징, 분포, 구조 및 생리활설에 대한 종합적 이해 - 육상식물 및 미생물

유래의 천연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의약분자생물학특강

인간 유전체 연구성과에 의해 규명된 다양한 우전자와 단백질들의 기능과 상호작용, 세포내 신

호전달 네트웍, 그리고 분자수준의 질병 예방과 치료법등 신개념의 의약품 개발 기술의 최신 연

구동향에 관하여 강의하고 토의함.

면역치료제특론

면역학의 각 분야에서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선택하여 그 이론적 배경과 실험 방법론을 이해한다.

발생유전학 

유전학/분자생물학적 연구방법의 발달이 가져온 배아발생과정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 토

론하는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이 발생학 또는 연관 학문의 논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발생과정의 이상으로 인산 congenital human diseases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질병

에 대한 연구 현황을 최신 논문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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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면역학 

본 교과목은 다양하고 복잡한 생명 현상의 본질을 분자 면역학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를 연구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면역반응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는 림프구와 항체,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signal을 전달하는 매개체와 signal 전달 경로를 중심으로 이들이 어떤

기전을 통하여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지를 분자생물학적 수준에서 학습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최

근 연구 경향을 살펴본다.

종양학 

종양학은 종양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본적인 형태학적 및 생물학적 형태의 특징에 초점을 두

고 암발생의 분자생물학적 기초를 이해하는데 있다. 종양과 숙주간의 관계 등을 토의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성과 악성 종양의 특징, 암 역학과 관리, 암 발생 과정, 암 세포의 유전적

변화, 암 유전자, 종양 억제 유전자, 세포주기의 조절과 세포 자멸사, 종양의 전이의 생물학적

기전, 종양의 면역학 즉 암의 진단과 치료의 면역학적 접근, 암에 대한 유전자-표적 치료방법

등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공부한다.

생체물질분석

생체물질 분석 혹은 생체물질을 이용한 분석에 관련된 화학적 원리와 이론 및 응용을 다룬다.

이를 위하여 전기화학적 분석법, 분광법, 크로마토그래피법 및 이들의 조합적인 방법에 기초한

생체물질 분석 센서, 주사 탐침 현미경, Lab-on-a-chip, 면역분석법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본

과목은 대학원생 또는 분석화학과 기기분석 화학을 이수한 학생에게 적합하다.

약품분석특론2 

의약품의 규격, 시험법에 관한 지견, 해설, 자료 등에 관한 정확한 지식, 확인을 목적으로 의약

품의 분석연구에 있어서 IR의 정성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해설함과 동시에 의약품의 구조를 추

정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강의하고자 함.

산업독성학 

산업장 안전관리 및 산업용 화학물질의 독성의 특성과 기전, 표적장기에 관한 최근 지견을 소개

하고 토론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함양한다.

환경위생학 및 실습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윤리, 사회,

경제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

분자독성학 

독성물질의 생체지표(Biomarker)를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활용하여 독성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하는 개념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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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유해라디칼

생체에서 활성화되는 free radical은 oxygen radical 및 carbon-centered radical등이 있는

데 반응성이 강하여 세포 구성물을 공격하면 체내 독성이 야기된다. 본 강의에서는 생체내 발생

할 수 있는 free radical 종을 설명하고 그 화학적 특성 및 검출방법을 소개함과 동시에 세포와

반응시 나타나는 독성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free radical을 차단하는 인체내

효소 및 비효소적 방어계를 소개하고 질병과의 관련성을 토의하고자 한다.

약화학특론 

천연물 특히 생리화렁을 가진 천연물의 전합성을 강술하여 유기화학이론의 종합적 응용능력을

배양함을 주 목적으로 하며 이와 동시에 수강생들로 하여금 천연물의 추출, 구조결정, 생리작

용, 생합성등에도 관심을 가지게 한다.

의약화학특론 2 

본 교과목은 약물의 physicochemical properties과 pharmacological response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SAR)과, 약물의 mode of cation, pharmacokinetic

및 toxicology를 molecular level에서 이해토록 강의한다. 특히 내성균과 내성암세포를 치료할

목적으로 개발되는 화학 및 생물학적 최신 접근 경향에 대하여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하여 약품

설계, 제조의 이론적 배경을 습득하게 한다.

구조분자약학2 

결정상태에서의 의약품의 분자 및 결정구조를 결정하는 방법을 강술하고 구조와 야작용과의 관

련성을 검토한다.

약제학특론2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의약품으로서의 효과와 기능에 덧

붙여 좋은 제제를 만들기 위한 이론과 기술, 제제의 성질과 약효, 제형의 선택과 그 적용 방법

을 탐구한다.

물리약학특론2

생명 과학의 하나인 약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기초 분야의 지식, 특히 물리 화학의 중요성은 대

단히 중요하다. 학부에서 다룬 기초적인 물리약학과 달리 이 과목에서는 실제 대학원생들이 여

러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물리 화학적 지식을 중점으로 강의를 전개할 것이

다. 강의는 교과서와 더불어 최근 논문을 바탕으로 토론식으로 전개할 것이다.

물리유기약품화학2 

의약품의 유기합성화학반응에 대한 mechanism을 물리유기적인 방법으로 강술한다.

유기약품합성화학특론2

Heterocyclic system을 환의 크기별로 구분한 후 이들의 일반적인 합성방법을 검토하고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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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및 생리활성 물질 합성에의 적용 등을 강의하고 토론한다.

약물동태학해석특강 

약물속도란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과정을 속도론적 입장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와 같은 약물의 생체내 이행을 간단한 모델로 가정하여 투여후의 약물이 혈중 농도, 소실반감

기, 대사속도, 배설속도 및 축적량 등을 정량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생체 내에서의 약물현상이 기

구를 해명하고, 투여량, 투여간격 및 투여제형을 적절히 규정하여 투여계획의 설계와 나아가서

보다 유효하고 안정성이 높은 제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속도론의 목적이다. 약물체내의 동

태의 현상을 수식화하여 컴파트 분석을 강의하고 관련 최신논문을 리뷰하며 발표해본다.

6. 학과소개 / Introduction of Departments

가천대학교 대학원 약학과는 신약 발전 및 임상, 사회약학을 선도할 차세대 연구 리더를 양성하

기 위해서 2011년 가천대학교 약학대학이 개교한 후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가천대하교

메디컬 캠퍼스 이길여 암당뇨연구원내에 위치하고 있다.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면서 설립된 가

천대학교 약학대학은, 이를 위해서 우수한 교육대학원 프로그램 및 산학연 연구프로그램뿐만 아

니라 G-ACE로 학부교육시스템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약학과는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약학 및 사회약학의 네 개의 세부전공으로 나누어 진

다. 생명약학전공은 약물학, 생화학, 해부생리학, 면역학, 미생물학, 예방약학의 연구분야로 구

성되어있고, 산업약학은 의약화학, 의약품합성학, 약제학, 물리약학의 연구분야로 구성되어 있

다. 약학연구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19명의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며, 대학원생 프로그램으로는 석사, 박사, 석박통합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명과학의 궁극의 목적은 인간의 질병치료이다. 약학은 기초연구에 기반한 응용연구로서 인간

의 질병을 치료하는 신약개발연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약학연구의 뜻을 가진 학생들

의 도전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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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의과학과 Department of Health Sciences and Technology

사무실 : 이길여암∙당뇨연구원 행정동 2층 / 수여학위명 : 이학/공학석사, 이학/공학박사

Office : 2nd Floor, Administration Building, Lee Gil Ya Cancer and Diabetes

Institute

수여학위명 : Master of Science/Master of Engineering,

Doctor of Philosophy in Science/Doctor of Philosophy in Engineering

TEL : 032-899-6025~8 FAX : 032-899-6029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융합의과학과는 의학, 약학, 생물학 및 공학 등 다학제적 교육을 통하여 의생

명과학에서 융합적 지식과 연구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학문 발전 및 의료기술 개

발을 선도하고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를 길러냄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을 이수한 자는 다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1. 의학, 약학, 생물학 및 공학을 근간으로 하는 바이오 융합 분야에서 날로 증

가하는 새로운 지식과 연구 결과를 이해하고 또한 이로부터 새로운 문제점

을 찾아 낼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 새로운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연구방법을 갖추어

제기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

3. 새로운 지식습득과 연구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동일 분야의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신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을 통하여 인류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s & Technology is to

produce scientists who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ealth

sciences and technology of medical care as well as the promotion of

human health by multidisciplinary education of the knowledge and

research ability on various areas of biomedical science.

The graduates of this Department should be able to:

1. understand the new knowledge that are coming constantly from the

health sciences including medicine, pharmacy, life sci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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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and create new ideas and problems from the existing

knowledge of these area.

2. solve the raised problems by themselves utilizing the knowledge and

methods they have learned.

3. compete with anyone working in the same area through the constant

efforts to obtain new knowledge and the continual research activity.

4. have a sense of duty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human health

and welfare.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학위과정 석사 박사

전공분야 의생명과학, 뇌과학, 의용생체공학 의생명과학, 뇌과학, 의용생체공학

연구분야

종양학, 대사학, 내분비학, 신경과학, 수

용체/신호전달, 재생의학, 단백질학, 유

전학, 나노의학, 면역학, 역학, 조직공학,

분자이미징, 유전체학, 해부학

뇌과학

생체신호 계측, 의료 진단치료기술, 웨

어러블 IT, 의료영상처리, 원격의료

시스템, 생체전극 및 센서

종양학, 대사학, 내분비학, 신경과학, 수

용체/신호전달, 재생의학, 단백질학, 유

전학, 나노의학, 면역학, 역학, 조직공학,

분자이미징, 유전체학, 해부학

뇌과학

생체신호 계측, 의료 진단치료기술, 웨

어러블 IT, 의료영상처리, 원격의료

시스템, 생체전극 및 센서

학위과정 석사 박사

전공분야

Bio-Medical Science

Neuroscience

Biomedical Engineering

Bio-Medical Science

Neuroscience

Biomedical Engineering

연구분야

Oncology, Metabolism,

Endocrinology, Receptor signaling,

Regenerative medicine, Proteomics,

Genetics, Nanomedicine,

Immunology, Epidemiology, Tissue

engineering, Molecular imaging,

Oncology, Metabolism,

Endocrinology, Receptor signaling,

Regenerative medicine, Proteomics,

Genetics, Nanomedicine,

Immunology, Epidemiology, Tissue

engineering, Molecular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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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석사 박사

연구분야

Genomics, Anatomy

Neuroscience

Biosignal measurement Medical

diagnostic/therapeutic technology,

Wearable IT, Medical image

analysis, Telemedicine system,

Bioelectrode and sensor

Genomics, Anatomy

Neuroscience

Biosignal measurement Medical

diagnostic/therapeutic technology,

Wearable IT, Medical image

analysis, Telemedicine system,

Bioelectrode and sensor

3. 교수현황 / Professors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석좌교수 정명희 이학박사 약리학 mhchung@gachon.ac.kr

석좌교수 서유헌 신경약리학
박사 신경약리학 yhsuh@gachon.ac.kr

교수 김영보 의학박사 뇌종양학 neurokim@gachon.ac.kr

교수 김우경 의학박사 신경외과학 wkkim@gilhospital.com

교수 김종훈 의학박사 정신과학 jhnp@gachon.ac.kr

교수 여의주 생화학박사 생화학 euiju@gachon.ac.kr

교수 윤의중 공학박사 마이크로파 및 
광전자 ujyoon@gachon.ac.kr

교수 이봉희  수의학박사 수의학 bhlee@gachon.ac.kr

교수 이영배 의학박사 신경과학 yeongbaelee@gachon.ac.kr  

교수 이호재 이학박사 생명과학 hojlee@gachon.ac.kr

교수 정구보 의학박사 해부학/세포생물학 gbjeong@gachon.ac.kr

교수 천혜경 의학박사 약리학 hgcheon@gachon.ac.kr

교수 최철수 의학박사 내분비학 cschoi@gachon.ac.kr

교수 황종희 이학박사 물리화학/자기공명학 jonghhwang@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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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부교수 강승걸 의학박사 정신과학 kangsg@gachon.ac.kr

부교수 김재홍 이학박사 분자세포생물학 geretics@gachon.ac.kr

부교수 배영안 이학박사 의생명학 yabae@gachon.ac.kr

부교수 오병철 농학박사 식품공학 bcoh@gachon.ac.kr

부교수 이영재 이학박사 분자유전학 leeyj@gachon.ac.kr

부교수 장호희 이학박사 생화학 hhjang@gachon.ac.kr

부교수 정윤재 의학박사 미생물학 yjjung@gachon.ac.kr

부교수 정준영 공학박사 전자공학 jychung@gachon.ac.kr

부교수 조성보 공학박사 Bio NEMS sbcho@gachon.ac.kr

부교수 진 욱 이학박사 미생물학 jinwo@gachon.ac.kr

부교수 차지영 이학박사 의과학 jycha1014@gachon.ac.kr

부교수 홍선택 이학박사 생명과학 sthong@gachon.ac.kr

부교수 황유진 이학박사 분자생물학 gene@gachon.ac.kr

조교수 강동우 이학박사 나노의학 dkhang@gachon.ac.kr

조교수 김정석 공학박사 바이오 진단기기 jungsuk@gachon.ac.kr

조교수 김행근 이학박사 의학영상시스템 dsaint31@gachon.ac.kr

조교수 노  영 의학박사 뇌신경과학 ynoh@gachon.ac.kr

조교수 류연철 공학박사 의용전자공학 yeunchul.ryu@gachon.ac.kr

조교수 박우재 의학박사 생화학 ooze@gachon.ac.kr

조교수 박철규 이학박사 뇌신경과학 pck0708@gachon.ac.kr

조교수 변경희 의학박사 해부학 khbyun1@gachon.ac.kr

조교수 손국희 의학박사 흉부외과학 dr632@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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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조교수 손영돈 공학박사 의학영상시스템 ydson@gachon.ac.kr

조교수 양희준 이학박사 의과학 yangmdphd@gachon.ac.kr

조교수 오윤신 이학박사 생화학 with62@gachon.ac.kr

조교수 윤미섭 의학박사 생화학 msyoon@gachon.ac.kr

조교수 이상윤 약학박사 약학 rchemist@gachon.ac.kr

조교수 이진숙 의학석사 뇌신경과학 mickeyjin@naver.com

조교수 이진우 공학박사 조직공학 jwlee@gachon.ac.kr

조교수 이희영 수의학박사 실험동물의학 hylee@gachon.ac.kr

조교수 장근아 의학박사 약리학 keuna705@gachon.ac.kr

조교수 정성원 공학박사 전산학 sjung@gachon.ac.kr

조교수 최윤형 보건학박사 환경보건학 yoonchoi@gachon.ac.kr

조교수 한예지 공학박사 전자공학 yjhan@gachon.ac.kr

조교수 홍인선 이학박사 줄기세포학 hongstem@gachon.ac.kr

조교수 홍정희 치의학박사 치의학 minicleo@gachon.ac.kr

조교수

Ajay 

Kumar  

Yagati

이학박사
Integrated 

Biotechnology 
yagati@gachon.ac.kr

초빙교수 한시훈 의학박사

유전체학/임상의

학유전/유전대사

질환

sihoun.hahn@seattlechildren

s.org

겸임교수 김영범 이학박사 분자생리학 ykim2@bidmc.harvard.edu

겸임교수 오 석 이학박사 세포발생생물학 spaulo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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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과내규(가천융합의과학원 운영 내규)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천융합의과학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설립목표) 가천융합의과학원(이하‘의과학원’이라 하며, 영문은‘GAIHST’-  

Gachon Advanced Institute for Health Sciences & Technology 라 함)은 인재양성을 

위한 “의생명과학”, “뇌과학” 및 “의용생체공학” 등 세 가지 대학원 전공 교

육을 담당하는 “융합의과학과”의 운영을 담당하고, 메디컬캠퍼스에 있는 의과대학, 

길병원, 이길여암·당뇨연구원, 가천뇌과학연구원, 약학대학 및 의생명과학 관련 기

관의 협력을 도모하여 가천대학교의 보건과학 및 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

제3조(가천융합의과학원장) 원장은 융합의과학과의 운영 및 의과학원의 설립 목적 수행

에 필요한 행정을 총괄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의과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원장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원장과, 원장이 소속 전임교원 등 구성원 가운데에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과장 및 전공주임 교수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위원회에는 직원 중 1명이 간사를 담당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시위원회) 원장은 학과의 신설, 의과학원 발전 사업 추진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 내용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교원

제6조(교원) ①의과학원의 교원은 전임과 참여 교원으로 구성 된다.

  ②전임교원은 의과학원을 원 소속으로 하는 교수를 의미한다. 

  ③참여교원은 의과학원 외 본교 소속 전임교원을 의미한다. 

  ④참여교원의 참여조건은 다음 각호의 자격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 한다. 

   1. 참여(재참여 포함)일 기준, 최근 3년간 SCI(E)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혹은 주저자 

논문의 IF 합이 10 이상

   2. 참여(재참여 포함)일 기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공모과제의 연구비 합이 최소 연

간 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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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상기 자격을 갖춘 참여희망교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총장에게 참

여(겸무발령) 추천할 수 있다.

  ⑥④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의과학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별도로 추천할 수 있다. 

  ⑦참여를 희망하는 교원은‘참여교원 신청서(별지 1)’와‘겸무동의서(원소속 기관

장)’, ‘겸무추천서(의과학원장)’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간은 2

년을 원칙으로 하며 재참여 할 수 있다.

제7조(초빙교수 및 연구교수) ①원장은 의과학원 발전에 필요한 경우 초빙교수 및 연구

교수 임용을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초빙교수 및 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이며 재임용 할 수 있다. 재임용 기준은 

본교 임용기간 중 의과학원 소속으로 명기된(최소 공저자 기준) 연구논문 1건 이상

을 SCI(E)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4 장  입학시험

제8조(지원자격) 학위과정별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입학 후 전일제 학생으로 수학할 수 있는 자

②박사과정

1.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입학 후 전일제 학생으로 수학할 수 있는 자

제9조(제출서류) 학위과정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희망연구분야, 추천교수 인적사항 명기)

3.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5. 편입생의 경우에는 전적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6.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국 한국총영사관에서 발행한 출신대학에 대한 공증서 

1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신원보증서 1부, 성적번역문 1부 추가 제출

7.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공인영어성적표(TOEIC, TOEFL, TEPS 중 1) 

제출(해당자 한함) 

②박사과정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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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희망연구분야, 추천교수 인적사항 명기)

3. 학사학위수여증명서 1부

4.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5. 석사학위수여증명서 혹은 수여예정증명서 1부

6. 석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1부

7. 편입생의 경우에는 전적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6.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에 대한 해당국 한국총영사관에서 발행

한 공증서 1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신원보증서 1부, 성적번역문 1부 

추가 제출

7.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한함)

8. 연구실적목록 및 연구실적물 1부(해당자 한함)

9.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공인영어성적표(TOEIC, TOEFL, TEPS 중 1) 

제출(해당자 한함) 

제10조(전형방범) ①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면접 및 구술시험으로 진행한다.

②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진행한다.

1. 학업계획서

2. 대학 및 대학원 성적

3. 공인영어성적

③면접 및 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진행한다.

1. 전공에 대한 지식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 전공에 대한 적성

4. 전공 영어에 대한 지식

제11조(전공선택) 입학원서 제출 시 해당 전공을 반드시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이후 전공변경은 불허한다.

제 5 장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제13조(전공과목의 구분 및 인정) ①전공과목은 공통필수과목과 전공필수과목, 전공선

택과목 등으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다.

②각 전공별‧학위과정별 필수과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타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융합의과학과 내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4조(필수과목의 면제) 각 전공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필수

과목이 있는 경우, 이를 석사과정에서 이미 이수(타대학원 이수 포함)한 박사과정생

에게는 해당 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수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해당 

과목의 종합시험에는 응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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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구학점의 이수) ①학위논문 준비를 위한 논문지도는 연구학점 이수로 대체하

며, 각 학위과정별로 이수해야 할 연구학점은 아래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3학점 이수

2. 박사학위과정: 6학점 이수

3. 석‧박사통합과정: 9학점 이수

  ② 학기당 3학점(1과목)까지만 이수 및 학점취득이 가능하고, 초과 이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6조(선수과목) ①유사전공 및 타전공 입학자는 12학점 이내에서 선수과목을 이수하

여야 한다. 선수과목은 지도교수가 선정하여 주임교수 확인 하에 의과학원장이 승인

한다.

  ②선수학점은 취득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논문제출자격시험과 학위과정의 수

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하여할 학점을 말하며 석사,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전,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이전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학기 중 일부 과목의 타대학원 수강) 학점 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학원에

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3조(학점교류) 및 대학원학점교환제시행내

규에 따라 인정한다.

제 6 장 논문제출자격시험

제18(논문제출자격시험)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하며, 석

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해서는 논문제출자격시

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어시험) ①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하며, 매학기 1회 실시한다.

  ②외국어시험은 관련 전공문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평가하고 100점 만

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1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 한다.

  ④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

다.  

제22조(출제위원) 출제위원은 각 전공에서 추천하여 원장이 승인한다.

제23조(시험진행) ①시험은 각 전공별로 매학기 1회 실시하고, 결과는 시험일 이후 2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논문제출자격시험 결과에 따른 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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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학위청구논문

제 1 절  지도교수

제24조(지도교수 선정시기 및 절차) ①지도교수는 해당 전공 소속 전임 및 참여 교원 

중에서 선정하며, 다음 각호 중 하나에 따른다. 

    1. 합격자 발표 후 희망 지도교수를 입학 후 1주 이내에‘지도교수신청서’에 기

재하여 행정실에 제출

    2. 합격자 발표 후 지도교수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입학 전에 실시하는 

‘Lab. rotation’을 거쳐, 지도교수를 정한 후‘지도교수신청서’에 기재하여 

행정실에 제출 [‘Lab. rotation’은 3인의 교수를 선정하여, 각 교수의 실험실

에서 2주간 연구체험을 하는 것을 의미함]

    3.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전공주임 교수의 의견을 들어 원장이 

결정함

제25조(지도교수 변경) ①지도교수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한 경우, 학생 및 전공주임 교수의 요청에 따라 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②지도교수 변경 신청을 위해 변경 전후의 지도교수 서명이 기재된‘지도교수변경신

청서’를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 하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공동 지도교수) ①학위청구논문 지도를 위해 입학 1개 학기 경과 전 1명 이상의 

공동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학생과 지도교수의 신청에 따라 학과장이 선정

한다.  

  ②전항의 공동지도교수는 교내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27조(지도학생수 제한) 효과적인 학위청구논문 지도를 위하여, 학위과정에 불문하고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제외) 1인당 10명 이하로 권장한다. 다만, 수료학생은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심사 절차 및 신청자격

제28조(심사 절차)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연구논문계획서 심사, 예비심사, 본심사로 진행

한다. 석사과정 본심 1회 이상, 박사과정 본심 2회 이상 실시하며, 이 중 1회는 공개

발표를 필수로 한다.

제30조(예비심사 신청자격)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구논

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제31조(본심사 신청자격) ①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2.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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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자

    4. 입학 후 6년 이내인 자(휴학기간 제외)

    5. 연구학점 3학점 이수자

    6. 연구논문계획서 심사와 예비심사를 마친 자 

    7. 입학 이후 본심신청 전까지 연구내용의 제1저자로서(공동 제1저자의 경우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학교소속을 기재하여 SCI(E)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한 

자(단, 투고만 한 경우 졸업 후 1년 이내에 게재하여야 함)

 ②박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2.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

상인자

    4. 입학 후 10년 이내인 자(휴학기간 제외)

    5. 연구학점 6학점 이수자

    6. 연구논문계획서 발표와 예비심사를 마친 자 

    7. 입학이후 본심신청 전까지 연구내용의 제1저자로서(공동 제1저자의 경우 별표 3

의 기준을 따른다), SCI(E) 학술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예정)하고, 해당 논

문을 제출한 자(단, Impact Factor가 5 이상 또는 분야별 상위 30% 이내인 학

술지의 경우 1편 제출 인정하며, 해당 논문에 학교소속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

다)

 ③석·박사통합과정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8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조기수료자는 수료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2.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5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

상인자

    4. 입학 후 12년 이내인 자(휴학기간 제외)

    5. 연구학점 9학점 이수자

    6. 연구논문계획서 발표와 예비심사를 마친 자 

    7. 입학이후 본심신청 전까지 연구내용의 제1저자로서(공동 제1저자의 경우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SCI(E) 학술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예정)하고, 해당 논문을 

제출한 자(단, Impact Factor가 5 이상 또는 분야별 상위 30% 이내인 학술지의 

경우 1편 제출 인정하며, 해당 논문에 학교소속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 3 절  예비심사 및 본심사

제32조(심사 신청절차) ①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

에관련 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고, 학교에서 명시한 은행계좌로 소정의 논문 심사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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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신청자는 신청 1주 이내에 예비심사용 논문을 지도교수, 심사위원, 행정실

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심사위원 구성) ①연구논문계획서 심사, 예비심사 및 본심사의 심사위원은 전공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학과장이 검토하여 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

위원장으로 선정한다.

②석사학위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되, 2인 이상은 전임교수로 구성한다.

  ③박사학위  심사위원은 5인으로 하되, 2명 이상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대학 전임

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34조(심사방법) ①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에서는 예비심사 및 본심사 1회 이상으로 

하며, 본심 중 1회 이상은 공개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받는 

연구내용은 연구논문계획서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②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에서는 예비심사 및 본심사 2회 이상으로 하며, 본심 중 1

회 이상은 공개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받는 연구내용은 연구

논문계획서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공개심사는 학과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심사평가는 A·B·C로 구분하며 A,B는 가(可), C는 부(否)로 한다.

  ⑤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에서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에

서는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위원이 가(可)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 판정한다.

제35조(학위논문 인쇄 및 제본) 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학위논문 작성방법’에 의거

해 제작한 논문(석사 5부, 박사 5부)을 소정기간 내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학위명) 각 전공별·학위과정별 수여학위명은 별표 4와 같다.

제 8 장  기   타

제37조(지원금 반환) 등록금 등 의과학원(지도교수 포함)의 지원을 받은 학생이 자퇴,  

휴학,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등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8조(지원금 삭감) 본 규정 31조 1항 7호와 관련하여 석사과정 재학 시 학술지에 논

문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 학위취득 후 1년 이내에 학술지 논문 게재를 반드시 하여

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지도교수의 지원금을 삭감한다.  

제39조(기타)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➀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2 / 메디컬

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세포 genome 및 gene 의 기본 개념, 구조, 기능 및 표현(expression) 등을 분자 수준에서 이

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genome의 replication, transcription, translation, recombination,

DNA repair 및 세포 에너지대사를 강의하며 그 응용을 유전자변형생쥐를 이용하여 교육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nucleic acids and proteins and how these molecules

interact within the cell to promote proper growth, division and development. This

class will emphasize the molecular mechanisms of DNA replication, repair,

transcription, protein synthesis and gene regulation.

인체구조와기능 (Structure and functions of human body)

육안 및 현미경으로 관찰된 인체의 구조를 교육하여 타 교과목의 이해 및 인체 연구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리고 인체 각 기관의 기능을 이해하여 타 교과목 의 이해 및 생명

과학 연구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갖추게 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let the students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human body by anatomical approaches and be able to apply the knowledges to

the studies exploring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diseases.

인체생화학 (Biochemistry of human body)

우리 몸의 구조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 및 합성 등 우리 목의 기능을 화학적으로 이

해하여 타 교과목의 이해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objective of biochemistry of human body is to deeply understand how proteins

work and how we can take advantage of functions and structures of proteins.

This will make student understand the overall process of biochemical pathway.

This subjects also deals with biochemical functions of various organs, including

the digestive tract, liver, kidney, nervous system, muscles, and connective

tissues.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세포의 기능을 수용체에서 유전자 발현에 이르기까지 단백질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교육하여

세포가 기능을 발휘하는 기본 기전을 이해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와 세미나 형식으로 교육

하며 특히 세미나 형식의 교육에서는 발표 방법 및 발표 기술 등을 습득하게 하여 자기의 생각

과 주장을 남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let the students understand the cell functions

focused on protein interaction from the receptor up to the gene expression. In

addition, this subject is to educate the student the capacity to convey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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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opinions logically through presentation training.

질환발생의기전 (Pathogenesis of human diseases)

질병발생의 기전을 조직학, 생화학, 생리학 및 분자생물학적 접근법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연구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let the students understand the mechanisms of

pathogenesis of major diseases in medicine through anatomical, biochemical,

physiological and molecular biological approaches and be able to apply the

knowledges to the studies exploring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diseases.

인체신경계구조및기능 (Structure and functions of human body)

사람의 신경계 구조를 교육하여 신경계 기능, 질환의 이해 및 연구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let the students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human nervous system by anatomical approaches and be able to apply the

knowledges to the studies exploring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neural

diseases.

약작용의원리 (Principle of drug action)

약물의 작용을 나타내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약역학과 약동학에 대해 이해하고 약물작용의 기

본원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basic principles of drug action by

learning pharmacodynamics and pharmacokinetics.

인체의면역기능 (Immune function of human body)

면역계 구조와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감염성 미생물에 대한 면역반응과 정상 면역반응 이상으로

발생하는 면역질환의 발생 기전 연구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let the students understand the components and

essential responses of the immune system and be able to apply the knowledges

to the studies exploring utoimmune reactions and immune responses against

infectious microbes.

종양생물학 (Cancer biology)

세포 및 분자 수준에서 종양의 형성, 전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목표로 교육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systematic understanding on cancer at cellular and

molecular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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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학개론 (Introduction to diabetes)

당뇨병 및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병인의 생화학 및 여러 기초의학적 관점에서 병인을 이해할 수 있

게 하고 이에 근거하여 진단법 및 치료법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let the students understand the moelcular

mechanisms of pathogenesis of diabetes mellitus and pathophsiological link

between type 2 diabetes and obesity. This subject will offer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diabetes, its clinical presentation, its current classification and its

global epidemiology. Finally it will overview the current areas of disease

compensations and the scientific method used in diabetes research as well.

줄기세포학개론 (Introduction to stem cell biology)

줄기세포 및 암줄기세포에 대한 최신 분자생물학적 지식을 이해하여 줄기세포 및 종양줄기세포

를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논문

을 중심으로 토론 형식으로 강의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let the students understand the advanced

knowledges about stem cell and cancer stem cell. The lecture course is done by

the student's presentation of research paper in the field of stem cell and cancer

stem cell.

바이오이미징개론 (Introduction to cutting-edge bioimaging technology)

최신 바이오이미징 기술의 원리와 실제 응용 시의 각 기술의 장·단점을 교육하여 바이오이미징

기술과 관련된 연구 논문의 이해 및 실제 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To date, cutting-edge bioimaging technology is one of the indispensable tools in

modern biological and medical sciences. Thus, the aims of this course are, 1) to

help understand the fundamentals of cutting-edge bioimaging techniques, 2) to

learn pros and cons of each technique, and 3) to acquire the ability of how to

successfully utilize those techniques for his/her own research.

세포신호전달개론 (Introduction to Cell Signaling)

활성산소, 아미노산, 영양분, 혈당 등을 통한 신호전달 과정을 통해 세포의 사멸, 분화, 성장 과정

을 이해하고 최신 논문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신호전달 생물학의 최신 흐름을 이해하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let the students understand the processes of cell

proliferation, differentiation, and apoptosis through cellular signaling by reactive

oxygen species, amino acids, nutrients and glucose and be able to keep recent

trends of signal transduction through discussion of research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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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기술입문 (Introduction to recombinant DNA technology)

유전자 조작 기법 원리 및 실습 교육을 통하여 향후 수행할 생명과학 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능

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will help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e principle of recombinant

DNA technology and to promote their abilities for performing future projects.

유전자변형기술입문 (Introduction to gene-editing technology)

세포 및 모델 동물에서 특정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knockout 또는 변형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특히 가장 최근에 개발된 RNA-guided endonuclease인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 및 세포 수준에서의 실습을 교육하여 실험에 응용할 수 있

는 능력을 부여함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introduce gene-editing technologies which can knockout or modify a

target gene. The focus of the course is a newly developed genome editing method

using RNA-guided endonuclease, CRISPR/Cas9 or Cpf1. The course includes

laboratory experiences in which students edit a target gene with RNA-guided

endonucleases.

생물정보학개론 (Bioinformatics)

현대 임상 및 기초의과학에 있어 대용량 유전체 데이터의 활용이 미치는 영향 및 그 원리를 이

해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유전체 데이터의 특성, 기본적인 분석 방법론 및 pathway 수준의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학습하며,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실습을 통해 생물정보학의 효용성을

교육한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benefit of

high-throughput genomic data in the field of clinical and basic life sciences. To

achieve this goal, students are expected to study and experimen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genomic data, basic analysis tools as well as advanced pathway

analysis.

유전체의과학개론 (Genomics in Clinical and Medical Sciences)

포스트-지놈 후 유전체연구가 임상과 기초의학에 미치고 있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개론적인

교육을 통해 첨단의학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유전체의과학을 암, 대사,

신경계, 희귀 질환 등의 임상 및 의학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provides basic principles of genomic research regarding the advance of

clinical and medical sciences. By understanding clinical applications and

biomedical studies,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recognize the role and future

applications of genomics in targeting various disease – including cancer,

metabolic, neurological, and rare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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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체재료학 (Biomedical material science)

생체에 사용되는 의료 재료의 정의, 이들의 조직/면역/혈액 등 생체에 미치는 영향 및 의료에서

의 활용을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let the students understand the definition of the

medical materials, their effect to the body including tissue/blood/immune system

and medical applications.

최신동물실험기법 (Advanced animal experimental technology)

생명과학연구에 필요한 동물을 이용한 실험기법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let the students understand the animal

experimental techniques necessary for life science research.

영어논문 작성법 (How to write English scientific papers)

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학술 논문에 사용되는 영어의 표현 및 다양한 패턴 등을 교육

하여 수준 높은 영어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let the students write English article with a

high quality the by instructing the basis knowledge, various English patterns and

expressions utilized to the research articles.

최신의학지견1 (Recent advances in medicine 1)

최근 발표된 의학 논문 중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를 초청하여 결과를 청취하고 토론하

여 첨단 연구를 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learn and discuss the recent trends in biomedical

research fields by inviting the experts in this field.

최신의학지견2 (Recent advances in medicine 2)

최근 발표된 의학 논문 중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를 초청하여 결과를 청취하고 토론하

여 첨단 연구를 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learn and discuss the recent trends in biomedical

research fields by inviting the experts in this field.

최신의학지견3 (Recent advances in medicine 3)

최근 발표된 의학 논문 중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를 초청하여 결과를 청취하고 토론하

여 첨단 연구를 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learn and discuss the recent trends in biomedical

research fields by inviting the experts in thi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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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학지견4 (Recent advances in medicine 4)

최근 발표된 의학 논문 중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를 초청하여 결과를 청취하고 토론하

여 첨단 연구를 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learn and discuss the recent trends in biomedical

research fields by inviting the experts in this field.

최신의학지견5 (Recent advances in medicine 5)

최근 발표된 의학 논문 중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를 초청하여 결과를 청취하고 토론하

여 첨단 연구를 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learn and discuss the recent trends in biomedical

research fields by inviting the experts in this field.

최신의학지견6 (Recent advances in medicine 6)

최근 발표된 의학 논문 중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를 초청하여 결과를 청취하고 토론하

여 첨단 연구를 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learn and discuss the recent trends in biomedical

research fields by inviting the experts in this field.

임상해부학 (Clinical Anatomy)

육안 및 현미경으로 관찰된 인체의 구조를 임상과 연계하여 교육하여 타 교과목의 이해 및 인체

질병 연구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let the students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human body by clinical anatomy approaches and be able to apply the knowledges

to the studies exploring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diseases.

뇌질환연구의최신동향 (Recent advances in Brain Research)

최근 발표된 의학 논문 중 의미 있는 뇌질환 논문을 발표한 논문을 대상으로 발표 및 토론을 통

하여 첨단 연구를 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let the students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recent advances of human brain and nervous system and be able to apply the

knowledges to the studies exploring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neural

diseases by seminar and group discussions.

신경계생리학 (The nervous system)

말초 및 중추신경계 내 체성감각시스템의 구조 및 기능의 역할을 알아보고, 통증을 비롯한 감각

정보전달 기전을 학습하고 이해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peripheral nervous system

and the central nervous system;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brain and



138 / 메디컬

spinal cord, and how these control and coordinate the sensory inputs and

movements of the body.

이온채널 (Ion Channels)

신경계 시스템 내 신경세포에 발현하여 기능하는 수많은 이온 채널들의 특성 및 역할에 대해 이

해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electrical equivalent circuit of neurons and the

structure, kinetics and detection of single ion channels and how they integrate to

give rise to a neuron's electrical properties in the nervous system.

통증학 (Pain)

통증질환 각 질병의 병리생태를 잘 이해하고, 만성통증이 일어나는 원인과 기전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basic biological mechanisms of pain include acute and

chronic; nociception, perception, transduction, modulation, antinociceptive systems.

막생리학 (Membrane physiology)

막에서 발생하는 유입 및 분비에 의해 일어나는 물질이동 및 막채널을 통해 이동하는 이온들의

조절에 대해 학습한다.

The major aims of this course are to understand the membrane transport such as

endocytosis or exocytosis and ion movement through membrane channels.

내분비생리학 (Endocrine physiology)

분비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하는 인체 내분비 시스템에 대한 생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내분비질

환의 기전에 대해 학습한다.

The major aim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endocrine-related

pathophysiology based on the secretory mechanism of human body.

의생명과학실험기법 (Experimental technology in biomedical sciences)

본 과목에서는 단백질 생화학, 구조생물학, 바이오이미징, 동물실험학 및 분자생물학 등 의생명

과학 연구수행에 필요한 다학제간의 최신 실험기법 및 이론에 대해 강의한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basic principles and advanced

experimental technology in the broad areas of biomedical sciences. The course

emphasizes multidisciplinary techniques and recent approaches in protein

biochemistry, structural biology, bioimaging, animal biology, and molecular biology.

인체질환의생화학 (Biochemistry of Human Diseases)

인체 유전 질환들을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유전 질환들에 대하여

결손 유전자, 그 단백질의 구조 변화에 따른 기능 이상과 질환 발생의 생화학적 기전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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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jor goals of this course are to understand a biochemistry of human genetic

diseases which show dysfuntions of protein and typical symptoms by genetic

disorders.

독성학 (Introductive toxicology)

약물의 독성작용 및 독성물질의 종류, 작용기전 및 최신 연구동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focused on the understanding of toxicological aspects of drugs

including their mechanisms of actions, and recent research trends on toxicology

will be dealt with.

신경약리학 (Neuropharmacology)

신경계 및 신경계 질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의 기전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원리를 습득하고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을 파악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Based on the understanding on nervous system and neurological disorders, the

mechanisms of action of drugs acting on the nervous system will be studied. In

addition, novel therapeutic approaches to treat neurological diseases will be

discussed.

신약개발학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신약개발과정 및 관련 기술을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processes of new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and

the related technologies. Emerging technologies to expedite new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will be also dealt with.

점막면역학 (Mucosal Immunology)

점막면역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최신 지견을 이해한다. 최근 발표된 주요 논문을 중심으로 발

표와 토론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understand up-to-date knowledge on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mucosal immune system. Students will review and

present high impact publications.

면역학연구방법론 (Immunologic research technology)

면역학 연구에 필요한 실험의 원리와 기술을 이해한다.

Students will understand underlying mechanisms and techniques of immunologic

assays.

의학통계학 (Biostatistical Methods and Data Analysis)

보건학 및 역학연구의 기초적인 통계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컴퓨터통계패키지를 다룰 수 있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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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let the students understand the fundamental

statistical concepts related to the practice of public health. Use of computer in

statistical analysis.

역학연구설계론 (Design Strategies in Epidemiology)

역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 역학연구 설계에 대한 연구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let the students understand the principles,

concepts, and methods of population-based epidemiologic research. The course will

be divided into two primary sections. The first section will serve as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principles of epidemiology. The second section will

discuss epidemiologic study design and analysis with special topics in

environmental epidemiology.

환경과건강 (Environment and Health)

환경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주요 환경보건 이슈 및 최신

연구에 대해 논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let the students understand a broad overview of

the most important and current challenges to human health from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risk factors.

분자의학특론(Advanced in Molecular Medicine)

특정 질병의 병인과 진행, 치료에 대한 기전을 이해하기 위한 분자 수준에서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selects 2-4 major diseases each semester and focuses on the

understanding of etiology, progress, and therapy of these diseases at molecular

level.

생체고분자화학 (Chemistry of Biomacromolecules)

중요 생체 거대분자인 단백질, 다당류, 핵산의 화학 구조와 생화학적 특성 및 기능과의 관계 등

을 강의, 토론 한다.

Lectures and discussion of biological macromolecules, such as proteins,

polysaccharides, nucleic acids, the chemical structure and biochemical properties

and functions.

생체재료학 (Biomaterials)

중요 생체 거대분자인 단백질, 다당류, 핵산의 화학 구조와 생화학적 특성 및 기능과의 관계 등

을 강의, 토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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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s and discussion of biological macromolecules, such as proteins,

polysaccharides, nucleic acids, the chemical structure and biochemical properties

and functions.

나노바이오화학 (Nanobiochemistry)

이 과목은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분자의 현상들에 대해 나노과학기술 접근방식을 통해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분자

의 Bottom up approach 연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실험에 응용될 수 있는 지식을 쌓아

나노바이오응용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This course takes place at the nanometer scale phenomena of molecular

nano-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approach that can be

applied aims to build background knowledge. Currently being studied in a variety

of molecular bottom up approach for the study and understanding of the content

knowledge that can be applied to experimental nano-bio applications built to help

you to research.

바이오의료센서 (Biomedical Sensors)

질병 진단 및 신약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바이오의료 센서를 소개하고 DNA, 항원/항체, 단백질,

세포 센서의 원리 및 센서 제작을 위한 공정기기와 방법, 센서의 최신 기술동향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the biomedical sensors for disease diagnostic

and drug development, the principles of DNA, antigen/antibody, protein or cell

sensors, the equipments and methods for the fabrication of biomedical sensors,

and the trend of technology.

생체전자기학 (Bioelectricity)

생체 내 이온의 분포 및 흐름과 생체물질의 구조 및 성분에 따른 전도성 및 유전 특성을 이해하

고 이를 바탕으로 신경세포의 흥분, 이온전달, 생체전기 신호 발생 및 자기장을 이용한 계측 원

리를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cture the distribution and flow of ions in body, the

conductive and dielectric characteristics of biomaterials determined by their

structure and component, the excitation of neurons, the ion transfer, the

generation of bioelectric signals, and the principles of body measurement using

magnetic field.

마이크로시스템공정 (Microsystem Fabrication)

마이크로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핀코팅, 포토리쏘그라피, 건 또는 습식 식각, 플라

즈마 결합, 화학 증기 증착, 리프트오프 기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공정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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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the fabrication process of micro system using

spin-coating, photolithography, dry- or wet-etching, plasma bonding, chemical

vapor deposition, lift-off technique and so on.

바이오나노시스템 (Bionano Ssystem)

나노 및 마이크로 크기의 미세한 생체 물질을 획득하고 검출하기 위한 나노/마이크로 유체, 조

작기, 전극 등을 포함한 미세기계전기시스템을 소개하고 다양한 목적의 소자 및 시스템을 제작

하기 위한 공정 장비 및 기술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the bionano and microsystem including

nano/microfluidics, manipulator and electrodes for acquiring and detecting the

nano or microscale materials, and to lecture the equipments and methods for the

fabrication of bionano and microsystem.

전기화학검출법 (Electrochemical Measurement)

이온들의 결합 및 분해 시 엔탈피,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변화 원리와 이를 검출하기 위한 전위

측정법, 시간대전류 및 전하측정법, 순환전압전류측정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기화학적 검출법

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cture the principle of the electrochemical methods

including potentiometry, chronoamperometry, chronocoulometry, and

cyclicvoltammetry for detecting the changes in enthalpy, endtropy and free energy

caused by the association and dissociation of ions or chemical compounds.

고급의료영상시스템 (Advanced Medical Imaging System)

X-ray, EEG, MEG, NIRS, SPECT, PET, CT, US, MRI 등 의료시스템의 원리와 이론적

배경을 습득하여 응용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cture the advanced techniques and themes of

fundamental theories in medical imaging, i.e., X-ray, EEG, MEG, NIRS, SPECT,

PET, CT, US, and MRI. The graduate students will benefit efficient

understanding in the fields of medical imaging.

의용생체회로및시스템설계 (Biomedical Circuit and System Design)

의용생체회로의 기본원리와 시스템 설계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회로를 이용한 아날로그 생체 신

호 측정, 증폭, 필터링, 디지털화, 라플라스 및 푸리에 변환, 주파수 분석 기법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cture biomedical circuit and system. The graduate

students will learn the measurement of analog biosignal, amplification, filtering,

digitalizing, Laplace and Fourier transform, frequency domain anaysis using the

biomedical circ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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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생체전자회로 (Biomedical Electronic Circuit)

생체신호 계측 및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전자회로 시스템의 각 소자 종류 및 특성을 이해하고 전

자회로 설계 및 응용 방법을 학습한다. 임상에서 사용되는 심전도, 근전도, 뇌파, 혈압, 심음 등

생체신호 측정 기기의 전자회로 시스템 구동 방법과 해석법을 배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cture the kind and property of electronic devices

integrated in electronic circuit system for biosignal measurement and biomedical

instruments, the design and utilization of the biomedical electronic circuits. The

graduate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operation and analysis with the bio-signal

measurement systems, i.e., EKG, EEG, and MEG system.

생체임피던스분광법 (Bioimpedance Spectroscopy)

생체 물질, 이온, DNA, 분자, 단백질, 세포, 조직, 장기의 구조 및 생리적 변화를 비파괴 및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생체 임피던스 분광법의 원리를 학습하고 생체임피던스 측정을 위한 시스

템과 응용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cture the principle of bioimpedance spectroscopy to

non-destructively and real-time measure the morphological and physiological

changes in biomaterials e.g. ions, DNA, molecules, protein, cells, tissues, organs

or body, the impedance measurement system and applications.

고급디지털영상처리 (Advanced Digital Image Analysis)

디지털 영상의 개요, 정의 및 연구 동향을 학습한다. 임상에서 사용하는 X-ray, EEG, MEG,

NIRS, SPECT, PET, CT, US, MRI 등 의료영상 촬영 장치로 획득한 영상 처리 및 분석기

법을 익힌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cture the concept, definition and research trend in

advanced digital image analysis. Further, students will learn about advanced

techniques and themes of fundamental theories in medical imaging, i.e., X-ray,

EEG, MEG, NIRS, SPECT, PET, CT, US, and MRI.

고급통계신호처리 (Advanced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

통계신호 처리의 개요, 정의 및 연구 동향을 학습한다. 측정한 생체 신호와 영상데이터를 처리

하고 분석하는 기법을 배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cture the concept, definition and research trend in

advanced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 Further, students will learn to process and

analyze the measured biosignal and image data.

유한요소해석 (Finite Element Analysis)

유한요소해석의 개요, 정의 및 연구 동향을 학습한다.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해 교류전류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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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전계 및 자기장과 전기화학적 이온의 확산 등을 시뮬레이션 하는 기법을 배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cture the concept, definition and research trend in

finite element analysis. Students will learn to simulate the alternating

current/voltage, electric/magnetic field, or electrochemical ionic diffusion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신호검출및측정 (Signal Detection and Measurement)

신호 검출과 측정의 개요, 정의 및 연구 동향을 학습한다. 다양한 생체 신호의 종류와 발생기

전, 신호 측정 기법과 응용사례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cture the concept, definition and research trend in

signal detection and measurement. Students will learn various kinds of biosignal,

generating mechanism, measurement technique, and applications.

랩뷰프로그래밍 (LabVIEW Programming)

랩뷰 프로그래밍의 개요, 정의 및 연구 동향을 학습한다. LabVIEW를 이용해 다양한 생체 신

호의 측정 시스템 제어와 신호 분석 기법과 응용사례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cture the concept, definition and research trend in

LabVIEW programming. Using LabVIEW, students will learn the control of

measurement system for detecting various kinds of biosignal, the analysis of the

measured signal and applications.

의용생체공학세미나 (Seminar in Biomedical Engineering)

본 과목을 통하여 의용생체공학 관련 최신 연구동향을 분석, 파악하고 응용연구에 초석 마련을

위한 최신연구논문 정독 및 발표를 수행한다.

This lecture will provide the students on a variety of new view points in latest

research trends in biomedical engineering and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applied

research by presentations will be performed.

의용계측제어특론 (Advanced Biomedical Measurement and Control)

생체계측의 기본원리와 의료기기의 설계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의용 센서의 특성과 용도 및 응

용 방법과 생체신호의 기전을 공부한다. 또한 심전도, 근전도, 뇌파, 혈압, 심음 등 생체신호들

의 측정방법과 해석방법을 배운다. 실습을 통해 산업체에서 구현 가능한 능력을 향상시킨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cture advanced techniques and themes in biomedical

measurement and control system. The graduate students will benefit efficient

planning and performance in the bio-signal related systems, i.e., EKG, EEG, and

MEG system. This course will be extent to practice the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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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컨트롤러시스템 (Microcontroller System)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기본원리와 구조, 기능에 대해 학습하고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한 다양한

의용생체공학 응용 시스템을 설계한다. 입출력 포트제어를 이용한 LED 점등, 스위치 및 LCD

제어, AD/DA 변환, 타이머/카운터, 모터 제어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cture the basic principle, structure and function of

microcontroller, the design of biomedical application using the microcontroller. The

graduate students will learn the LED lighting, switch input, LCD display, AD/DA

converter, Timer/counter function and motor control.

암분자생물학 (Cancer Molecular Biology)

본 강의는 암세포의 작용을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연구한 문헌 고찰 및 토론을 중점

적으로 다룬다. 학생들은 최근의 연구동향을 review하여 보고, 직접 문헌을 찾고 발표를 하면

서 학문의 깊이와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빠르게 발전하는 학문추세에 대한 진취적인

수용적 자세와 비판적인 능력을 아울러 갖출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This course is to review current developments of cancer cells study at the view of

molecular biology. Student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are integral parts of

cancer molecular biology. Students are expect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critical

evaluation and discussion.

세포공학 (Cell Biotechnology)

세포공학은 세포의 발생 단계에서부터 후생학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첨단 세포 공학기술을 대학

원생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특수화된 세포종류의 생성인 분화에서부터 포유류의 초기 세포의

결정 단계를 이해하고 포유동물의 세포를 이용한 분화연구, 줄기세포를 이용한 역분화기술, 세

포 체외조작 기술, 형질전환복제 동물생산 등 생명과학의 첨단연구기술의 소개를 통해 그 의학

적 임상적 적용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이해를 돕고자 한다.

The study of cell biotechnology has undergone enormous advances in recent years

and has entered into an explosive phase of new discoveries with the introduction

of transgenic technologies, nuclear cloning and stem cell.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knowledge and techniques developed for cell biotechnology. Throughout,

the emphasis is on the principles and key concepts that govern the process of

stem cell development and will also be of interest to students for the study of a

variety of aspects regarding research on cell manipulation.

계산신경정보학 (Computational Neuroscience and Neuroinformatics)

이 강의는 뇌신호의 이해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에 대한 학습을 목표로

한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상미분/편미분 방정식, 유한요소법, 스펙트럼 분석, 최적화, 최소자

승법, 행렬알고리즘, 분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등 다양한 수학기법에 대해 학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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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s on various computational techniques for understanding and processing the

neuroscientific signals will be addressed. The focus of the course will be on the

algorithmic aspect of various computational and numerical techniques including

ordinary and partial diferential equations, finite element methods, spectral

methods, optimization, least squres method, matrix algorithms, classification and

clustering.

고급생리학 (Advanced Physiology)

이 강의는 학생들이 뇌질환과 뇌작동의 메카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신경생리학을 학습하

는 것을 주 목표로 한다. 뇌신경생리학의 이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뇌의 기능과 이상등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This course is primarily focusing on brain physiology to assist students

understand the mechanism of brain diseases and brain functions. A careful

examination of brain physiology will be essential in solving questions about how

the brain functions and malfunctions as well as addressing core questions about

human nature.

고급신호처리 (Advanced Signal Processing)

이 강의는 뇌신경 및 뇌질환 관련 연구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

급 이론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강의에서는 다변량 신호 처리/분석을 포함한 고급 신

호처리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provide advanced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problems in biomedical research and clinical medicine to handle

various signals from the body. Topics covered in this course will include advanced

level signal processing techniques such as multivariate signal processing and

analysis.

고급전자기학 (Advanced Electromagnetics)

이 강의는 Electrostatics와 Electrodynamics를 포함하는 전자장 강의로서 Electrostatics에

서는 정전장 문제의 해석 및 그 응용, Electrodynamics에서는 파동 방정식을 통한 전자파의

발생, 전파, 반사, 굴절 등과 안테나 이론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electromagnetics, including electrostatics and

electrodynamics. Students will analyze the electrostatic problem and its

application. The generation, propagation, reflection, and refraction of

electromagnetic waves using wave equations and antenna theory will be discussed

in electro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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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로설계 (Advanced Microwave Circuits)

이 강의는 마이크로파 대역에서 사용되는 수동소자의 해석 설계기법을 익힌다. 또한 여파기와

정합회로와 광대역화에 관한 이론을 공부한다. 한편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증폭기, 혼합기, 발

진기 등의 능동회로의 동작원리, 회로해석 설계기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analytical design methods of passive devices used in the

microwave band. Topics include the following: filter theory, matched circuit and

bandwidth broadening, and mechanism and analytical circuit design method of an

active circuit (amplifier, mixer and oscillator)

뇌영상분석을위한수치해석법 (Statistical Methods in Neuroimage Analysis)

이 강의는 뇌영상 처리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에 대한 학습을 목표로 한

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general linear model, likelihood estimation 방법등을 비롯한

다양한 최신 통계학적 분석 방법들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Basics on various statistical techniques for neuroimage analysis will be addressed.

The focus of the course will be on learning the modern statistical methodology

including general linear model, likelihood estimation methods, nonparametric test

procedures, multiple comparisons, false discovery rates, random field theory,

permutation tests, logistic regression, longitudinal growth model, etc..

뇌영상분석을위한수학방법론 (Computational Methods in Neuroimage Analysis)

이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뇌과학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영상분석기법들을 사용한 실험을 수행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뇌과학 분야의 최신 계산/통계 기법들을 이해하

고, 구현하며, 개선시키는 방법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In this cousre, students will be encouraged to experiment with various image

analysis techniques for neuroscience studies using computer programming. The

focus of the course will be on understanding, implementing and improving the

modern computational/statistical methods for neuroscience.

디지털의료영상처리 (Digital Neuroimage Processing)

이 강의는 학생들이 영상 재구성, 정합, 분할, 표준화, 필터링, 모델링 등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디지털 영상처리 기법들에 대한 학습을 기반으로 새로운 영상처리 기법을 제안하고 구현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Basics on neuroimage processing methods including reconstruction, registration,

segmentation, intensity normalization, image filtering/smoothing, and modeling

will be covered. Students will be actively participating in implementing and

creating novel image process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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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논문연구 (Graduate study for thesis)

석사과정 학생들의 논문 연구를 지도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교수들이 직접 학생에게 연

구 방향을 지도하고, 논문 작성을 위한 학술적/기술적 내용을 전달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be individually guided by the advisor to write a

dissertation paper for their master’s degree.

박사논문연구1 (Ph.D thesis 1)

본 강좌에서 학생들은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 수행 결과는 추후

에 학생들의 박사 학위 논문의 일부로 포함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be independently performing research. The research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course will be part of their doctoral dissertations.

박사논문연구2 (Ph.D thesis 2)

본 강좌에서 학생들은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 수행 결과는 추후

에 학생들의 박사 학위 논문의 일부로 포함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be independently performing research. The research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course will be part of their doctoral dissertations.

방사성분자영상프로브 (Molecular Imaging based Radiotracers)

이 강의에서는 핵의학 영상을 이용한 뇌영상 연구 및 뇌질환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방사성의약

품과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하며, SPECT와 PET에서의 방사성의약품의 역사, 개발, 연

구동향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자 함. 또한 최근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이슈들 (테라그토스

틱스, 다중영상 프로브 등)에 대한 세미나를 부가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The aim of this lecture is to cover the principles of the radiopharmaceuticals

which are used for SPECT and PET. The historical issuses and developments

included trends of those will be studied. Furthermore, there will be specific topics

focused recently, eg, "Theragnostics", "Mutimodal Imaging Probes", and so on with

additional seminars.

분자영상특론 (Molecular Neuroimaging: Principles and Applications)

뇌신경계를 이해하고 뇌질환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분자영상기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강의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 핵의학영상, 광학영상, 뇌자기공명영상등을 포함한 분자영

상기술의 기본적인 원리와 최신연구동향을 살펴본다.

Molecular imaging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is essential technology for better

understanding the basic biology of brain function and the way in which various

disease processes affect the brain. This course will survey the basic principles

and state-of-the-art technologies of molecular neuroimaging, including

radioisotopes, optical imaging,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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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뇌과학지견 1

Recent advances in neuroscience 1

이 강의는 뇌과학 전분야에 걸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룬다. 이 강의에서는 학생, 교수, 초청

강사들이 현재 뇌과학 분야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연구에 대한 소개 및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This course covers a variety of topics in molecular, cellular, and developmental

neurosciences. Students, faculty and invited speakers will present and discuss

current topics in the research field.

최신뇌과학지견 2

Recent advances in neuroscience 2

이 강의는 뇌과학 전분야에 걸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룬다. 이 강의에서는 학생, 교수, 초청

강사들이 현재 뇌과학 분야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연구에 대한 소개 및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This course covers a variety of topics in molecular, cellular, and developmental

neurosciences. Students, faculty and invited speakers will present and discuss

current topics in the research field.

최신뇌과학지견 3

Recent advances in neuroscience 3

이 강의는 뇌과학 전분야에 걸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룬다. 이 강의에서는 학생, 교수, 초청

강사들이 현재 뇌과학 분야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연구에 대한 소개 및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This course covers a variety of topics in molecular, cellular, and developmental

neurosciences. Students, faculty and invited speakers will present and discuss

current topics in the research field.

최신뇌과학지견 4

Recent advances in neuroscience 4

이 강의는 뇌과학 전분야에 걸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룬다. 이 강의에서는 학생, 교수, 초청

강사들이 현재 뇌과학 분야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연구에 대한 소개 및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This course covers a variety of topics in molecular, cellular, and developmental

neurosciences. Students, faculty and invited speakers will present and discuss

current topics in the research field.

최신뇌과학지견 5

Recent advances in neuroscience 5

이 강의는 뇌과학 전분야에 걸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룬다. 이 강의에서는 학생, 교수, 초청

강사들이 현재 뇌과학 분야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연구에 대한 소개 및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This course covers a variety of topics in molecular, cellular, and develop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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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sciences. Students, faculty and invited speakers will present and discuss

current topics in the research field.

최신뇌과학지견 6

Recent advances in neuroscience 6

이 강의는 뇌과학 전분야에 걸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룬다. 이 강의에서는 학생, 교수, 초청

강사들이 현재 뇌과학 분야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연구에 대한 소개 및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This course covers a variety of topics in molecular, cellular, and developmental

neurosciences. Students, faculty and invited speakers will present and discuss

current topics in the research field.

신경과학개론 (Principles of Neuroscience)

이 강의에서는 신경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뉴런 세포와 신경계의 작동 원리를 소개한다. 특히 이

강의에서는 감각계와 운동계, 고차 뇌기능의 작동원리, 변연계, 사고, 언어, 감정 등의 인지신경

과학 등 다양한 신경과학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을 수행한다.

The aim of this lecture is to cover the basic principles of the nervous system.

Particularly the following items will be emphasized in the lecture: system

neuroscience such as sensory system and motor system, control of higher

functions, function of the limbic system, and cognitive neuroscience of thought,

language and emotions.

신경과학방법론 (Research Techniques in Neuroscience)

이 강의는 뇌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기초적인 연구기법들에 대한 소개를 목표로 한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현대의 신경/인지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 설계, 측정 및 분석방법 등 다양한

연구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This lecture offer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mainstream and cutting-edgy

research techniques at multiple levels of investigation. Students will be

introduced to basic research methods in brain and cognitive sciences by learning

experimental designs, measurements, and analysis of neural activity used in

modern neuroscience.

의료영상시스템의원리 (Principles of Neuroimaging Systems)

뇌과학 연구에 있어서 의료영상기기는 해부학적, 기능적, 생화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이 강의에서는 MRI, X-ray CT, PET, SPECT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의료영상기

기들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원리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영상획득 기술 등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 최신 기술 경향에 대해 학습한다.

Neuroimaging technologies provide anatomical, functional and bio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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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of brain and play important roles in neuroscience. This course surveys

the fundamental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principles, hardware and

software systems, image acquisition technologies, and current trends in the

representative tomographic neuroimaging technologies includ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X-ray CT, positron emissiontomography (PET) and

single photon emission tomography (SPECT).

자기공명영상및분광기법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spectroscopy)

이 강의는 학생들이 자기공명영상 및 자기공명분광기법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자기공명영상 및 분

광기법에 대해 토론하고, 자기공명 신호 획득, 처리,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This course will provide advanced knowledge for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spectropscopy.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various

advanced MRI/MRS techniques and necessary background knowledge to perform

research based on MR signal acquisition, processing, and analysis.

특수의약화학 (Specific Drug Application)

이 강의에서는 전통적인 의약품의 개념에서 벗어나, 점차 발전해 가고 있는 분자영상, 첨단치료

기술 등에 활용 가능한 특수 용도의 의약품, 프로브, 화합물이 뇌질환 및 뇌신경학적 연구에 응

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단, 기전연구, 치료를 위한 접근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 MRI, PET,

광학영상기기 등이 주요 영상 장치로 다루어질 예정이며, 또한 나노 화합물의 연구 기법들을 탐

구하고 토론하고자 한다.

The aim of this lecture is to explore the principles of the molecules which are

biologically active in the living body and have special functions, eg. visualization

of certain receptor or process for therapy and diagnosis. Neuronal disease will be

the main target for this issues and MRI, PET, optical imaging, other

analytical/therapeutic modalities will be the specific tools for this field. In

addition, nano-scaled materials will be side topic if needed.

5. 학과소개 / Introduction to Department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에는 의과대학, 약학대학, 보건과학대학, 간호대학이 있고 연구소로는

이길여암·당뇨연구원과 가천뇌과학연구원이 있다. 캠퍼스 이름과 같이 의생명과학 관련 교육 및

연구 기관이 집결해 있다. 각 대학들은 학부 교육에, 연구소들은 최고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구

에 열중하면서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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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러 이유에서 메디컬캠퍼스에 내실 있는 대학원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첫째, 대학 경쟁력의 원천은 연구력이고 대학 연구의 핵심은 대학원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가천융합의과학원을 중심으로 연구역량을 높여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메디컬캠퍼스에 있는 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재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 기관별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 협력체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의료는 21세기의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가천대 메디컬캠퍼스도 새로운 의료지식 및 기

술 개발에 앞장서야 하고 또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 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학원에 융합의과학과를 설립하고 그 관리와 운영을 가천융

합의과학원이 담당한다. 융합의과학과는 3개 전공 즉, 의생명과학, 뇌과학, 의용생체공학을 가

지고 있으며 각 전공은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들에게는 여러 특전이 주어지는데 등록금 면제와 기숙사 제공이 대표적인 예이다.

As indicated by its name, the Medical Campus of Gachon University has all

colleges and institutes involved in health sciences, which are College of Medicine,

College of Pharmacy, College of Health Science, College of Nurse and two

research institutes, i.e. Gachon Neuroscience Institutes and Lee Gil Ya Cancer &

Diabetes Institute. Recently, GAIHST(Gachon Advanced Institute for Health

Sciences and Technology) was established to promote the cooperation and

interaction among those colleges and institutes. Each of them has devoted to the

undergraduate education and researches using the good facility and highly

sophisticated equipment. However, the Medical Campus needs to strengthen the

graduate educat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which are:

1. The competitiveness of colleges is originated from research activities and the

latters are performed in graduate schools and core of graduate education.

2. The colleges and institutes in the medical campus require the more intimate

interaction and collaboration, which are facilitated and promoted by graduate

education efficiently.

3. The medical industry will be a leading power for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y in 21 century. The medical campus should have obligation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medical knowledge and technology and education of

scientists who will work in the medical academy and industry.

In order to meet these reasons, the Department of Health Sciences & Technology

was established in the Graduate School of Gachon University. GAIHST is

responsible for running this Department. This Department has three majors, 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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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dical Science, Neuro Science and Bio-Medical Engineering. Each major has

course of master, doctor and Combind Master·Doctorate.

Many benefits including full scholarship and dormitory are provided to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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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석사 박사(통합)

전공분야
기초

전공
임상전공

인문사회

전공

기초

전공
임상전공

인문사회

전공

연구분야

미생물학, 
병리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해부학

가정의학, 
내과학, 
마취통증의학, 
방사선종양학, 
비뇨기과학, 
산부인과학, 
산업의학, 
성형외과학, 
소아청소년과학, 
신경과학, 
신경외과학, 
안과학, 
영상의학, 

예방의학, 
의학교육학, 
의료인문학, 
의료윤리학

미생물학, 
병리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해부학

가정의학, 
내과학, 
마취통증의학, 
방사선종양학, 
비뇨기과학, 
산부인과학, 
산업의학, 
성형외과학, 
소아청소년과학, 
신경과학, 
신경외과학, 
안과학, 
영상의학, 

예방의학, 
의학교육학, 
의료인문학, 
의료윤리학

의학과 Department of Medicine

사무실 : 메디컬캠퍼스 간호대학 212호 / 수여학위명 : 의학석사, 의학박사

Office : Medical Campus, College of Nursing, 212

수여학위명 : Master of Medicine, Doctor of Medicine

TEL : 032-820-4771, 4774 FAX : 032-820-4119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가천대학교 대학원은 의학 분야에서 창조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분야에서

교육자와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의학 분야의 앞선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인류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기여하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학습하고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관련분야와의 협동연구를 통해 의학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재구성하여 의학 및 관련 분야에서 의학교육

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연구 및 학습활동을 통해 습득한 전문성과 인성을 바탕으로 의학과 관련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른다.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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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석사 박사(통합)

외과학, 
응급의학, 
이비인후과학, 
재활의학, 
정신건강의학, 
정형외과학, 
진단검사의학, 
치과학, 
피부과학, 
핵의학, 
흉부외과학

외과학, 
응급의학, 
이비인후과학, 
재활의학, 
정신건강의학, 
정형외과학, 
진단검사의학, 
치과학, 
피부과학, 
핵의학, 
흉부외과학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부교수 김경곤 가정의학

교수 이상표 내과학

교수 이경천 마취통증의학

교수 이규찬 방사선종양학

부교수 김계환 비뇨기과학

교수 김석영 산부인과학

조교수 최원준 산업의학

교수 김양우 성형외과학

교수 류일 소아청소년과학

교수 박현미 신경과학

교수 유찬종 신경외과학

교수 백혜정 안과학

교수 김정호 영상의학

교수 박연호 외과학

교수 양혁준 응급의학

교수 김동영 이비인후과학

교수 이주강 재활의학

교수 조성진 정신건강의학

교수 전득수 정형외과학

3. 교수현황 / Prof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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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교수 박필환 진단검사의학

교수 문철현 치과학

부교수 이종록 피부과학

교수 황경훈 핵의학

교수 박철현 흉부외과학

부교수 정윤재 미생물학

교수 조현이 병리학

조교수 양동기 생리학

교수 여의주 생화학

교수 천혜경 약리학

교수 이봉희 해부학

교수 임준 예방의학

조교수 박귀화 의학교육학

교수 임준 의료인문학

조교수 이선구 의료윤리학

 ※ 의학과의 경우 주임교수 명단. 별도의 전임교원 없음

4. 학과내규

1) 입학관련사항은 대학원 입학시행내규에 준한다.

2) 지도교수

(1) (논문지도교수) 논문 지도교수는 석 박사과정 모두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2) (논문지도교수 자격)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전임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

지한 조교수

2.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다만, 이 경우에

는 제1호에 해당하는 교수와 공동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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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①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학점이수

(1) (이수학점)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대학원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의 경우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구학점

을 신청하는 학기에는 12학점까지 신청 할 수 있다.

2. 전문대학원은 매학기 2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특수대학원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논문 작성을

위해 연구학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2학점까지 신청 할 수 있다.

(2) (수료인정) ①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연구

학점(3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으로, 박사학위과정은 연구학점(6학

점)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4) 선수과목

(1) (선수과목 이수) ① 의학과 기초의학분야 전공의 석․박사과정에 입학한 학

생으로 의학사가 아닌 자는 학사과정의 해당학과 교과목 중 학과에서 지정

하는 선수과목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선수과목 과정

을 이미 이수한 박사과정 재학생은 예외로 한다.

② 이수한 선수과목의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과 별도로 처리하되 선수

과목 미이수 시에는 수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선수과목의 성적은 “P”

(급제) 또는 “F”(낙제)로 부여한다.

③ 선수과목은 각 과정 입학 후 최초 3학기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학

기를 한 학기 연장할 수 있다.

④ 정해진 학기 내에 정해진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제적 처리된다.

(2) (공통 및 선수 필수교과목) ① 의학과 석․박사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공통

과목 및 선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과목 : 의학통계론, 의학연구방법론, 의학논문작성법, 최신의학지

견, 실험기법, 동물실험방법론

2. 선수과목 :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병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예방의

학, 면역학

② 교과목의 학점은 3학점으로 한다. 의학과 석․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공통과목 이수학점은 각각 6학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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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시험 과목

과 정 시 험 과 목 비 고

석사과정 영어, 해당하는 전공 교과목(2과목) 외국어시험 합격여부에

따라 전공시험 자격 부여박사과정 영어, 해당하는 전공 교과목(4과목)

6) 학위 청구논문 및 제출절차

(가) 석사과정 :

(1) (석사학위논문 심사) ①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희망 예정일 6개월

이전에 석사 논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희망 예정일 4개월 이전에 심사용 논문 4

부를 제출하고, 논문 심사료 및 논문 지도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심사용 논문은 제본하지 않아도 되며 논문 심사료 및 논문 지도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심사용 논문 제출 시에 지도교수는 심사 위원을 선정, 통보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와의 공동 책임 하에 학위 취득 희망 예정일 2

개월 이전에 논문 본 심사를 실시한다. 이 심사에서는 논문 요지를 발표케

하고, 논문 심사 및 구술 고사를 실시한다. 논문 본 심사는 1회 실시한다.

(나) 박사과정 :

(1) (박사학위논문 심사) ①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입학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에 연구 계획서 5부와 연구계획서 심사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한다.

이 때 연구계획서는 제본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때 지도교수는 외부 교수

를 제외한 심사위원을 선정,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에 예비심사를 신청하여야한다. 이때는 예비심사 신청서 1부와 논문

5부를 제출하며, 논문은 제본하지 않아도 된다.

④ 예비 심사 시에는 외부 교수를 제외한 본교 심사위원 4명이 참석한 가

운데 발표회를 개최하고,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⑤ 예비심사 통과 후 학위 취득 희망자는 희망예정일 6개월 이전에 박사

논문 심사 신청서 1부, 심사용 논문 6부를 제출하고, 논문 심사료 및

논문 지도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심사용 논문은 제본하지 않아도

되며, 지도교수는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 통보한다. 논문 심사료 및 논

문 지도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논문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3회에 걸쳐 본 심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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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위원장 은 지도교수와의 공동책임 하에 1회에 한하여 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본심사가 종료되면 지도교수는 종심 희망 일시를 교무처에 통보한다.

종심은 교무처 주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매년 6월 10-25

일, 12월 10-25일에 실시한다.

⑧ 종심에서는 논문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기초전공>

[해부학]

뇌질환 연구의 최신동향 (Current conceps in brain disease research)

알쯔하이머, 파킨슨병등의 뇌질환의 최신 연구 동향을 강의 및 토론을 통해 학습한다.

조직면역학 (Immunohistology) 

암, 면역질환등의 여러 환자 샘플을 대상으로 조직학적, 형태학적 특성을 강의 및 토론을 통해

학습한다.

태생학특강 (Embryology lecture)

사람의 발생단계 및 특성을 탐구하고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통해 학습한다.

해부학특강 (Anatomy lecture)

해부학의 최신지견을 세미나발표를 통해 학습한다.

형태학의 최신지견 (Current concepts in Morphology)

조직 및 세포의 형태학적 법칙성을 탐구하고, 실험형태학 분야의 최신지견을 강의 및 토론을 통

해 학습한다.

화학적 신경해부학 (Chemical Neuroanatomy)

신경해부학을 화학적 신호전달체계로 접근하여 탐구하고 이와관련된 분야의 최신지견을 강의 및

토론을 통해 학습한다.

면역조직화학실습 (Immunohistochemistry laboratory)

배양세포와 실험동물을 이용한 면역조직화학 기법의 습득 및 연구적용기법을 학습한다.

의학논문작성법 1 (How to write a paper 1)

의학논문 작성방법에 대해 강의 및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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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망내피계통1 (Reticuloendothelial system 1)

세망내피계통의 조직학적 구성과 세포학적 특징을 알아본다.

세망내피계통2 (Reticuloendothelial system 2)

면역기관을 중심으로 우리 몸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세망내피계통의 구성, 조직학적 특징 및

그 미세구조를 이해한다.

방사선해부학1 (Radiological Anatomy 1)

인체의 주요 구조물을 방사선해부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방사선 해부학2 (Radiological Anatomy 2)

일반적인 표면해부학의 한계를 넘어 방사선의 조사에서 투영되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컴퓨터에

의한 이미지의 단면과 3차구조의 근거를 이해하는데 있다.

말초신경학1 (Peripheral Neurology 1)

인체에 분포된 말초신경의 해부학적, 조직학적 구조를 익히고, 나아가 통증을 비롯한 신경기능

에 관하여 고찰한다.

말초신경학2 (Peripheral Neurology 2)

말초신경계통과 관련된 각종 신경질환의 병리기전과 이들 질환의 다양한 증상 및 증후에 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치료법 및 예후에 관한 예측을 돕기 위해 말초신경계통의 해부학적 구성과

신경생리적 기능을 강의한다.

의학세포생물학1 (Medical cell biology 1)

세포의 미세구조와 관련 질환에서 세포소기관의 변화에 대하여 익힌다.

의학세포생물학2 (Medical cell biology 2)

세포생물학의 최신지견을 강의 및 토론을 통해 학습한다.

신경생물학세미나1 (Neurobiology seminar 1) 

뇌신경질환의 최신지견을 세미나발표를 통해 학습한다.

줄기세포특강1 (Stem cell biology 1)

줄기세포 생물학에 대한 최신지견을 강의 및 토론을 통해 학습한다.

[생리학]

세포 생리학 (Cell physiology)

세포의 구조 및 기능을 연구하여 세포조직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을 이해하도록 한다.

의학 생리학 (Medical physiology) 

의학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광범위하게 개론적으로 다루며 이를 바탕으로 인체를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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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해한다.

상피세포 수송 특강 (Topic in Epithelial transport)

Fluid, HCO3
-

분비와 작용기전에 대한 최신지식을 이해하고 실험적인 방법을 습득한다.

생리학세미나 (Physiology seminar)

최근 발표된 생리학의 중요논문들을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며 서로 토론하여 깊이 있

는 지식을 습득한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이동 (Transport Across Cell Membrane)

세포막은 세포 기능유지의 근간이 되는 세포와 주변환경간의 교류에 대한 이해의 핵심

요소이다. 본 강좌에서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이동을 연구하는 방법 및 최근 연구동향

에 관한 지식 다룬다.

흥분성세포의 생리 (Physiology of Excitable Cells)

신경, 근육세포의 흥분성을 띄게 되는 기전, 세포 내 또는 세포간 흥분성의 전달기전

에 관한 최근 지견 및 연구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소화관운동생리 (Physiology of Gastrointestinal Motility)

소화관의 운동성을 조절하는 세포 및 신경전달물질의 역할에 관하여 배운다.

생리학을 위한 실험기법 (Experimental Methods for Physiologists)

생리학연구에 사용되는 기기의 원리 및 조작 방법을 다룬다.

[약리학]

최신 약리연구기법 (Methods in Investigative Pharmacology)

약리학 연구에 활용되는 다양한 실험기법 및 결과분석법 등을 학습한다.

약리학 개론 (Introductive Pharmacology)

약리학의 기초를 이해하고 약물작용의 원리를 학습한다.

약동력학 (Drug disposition)

약물의 일반적인 신체내 경로를 파악하고 관련인자를 측정하는 실험기법 등을 학습한다.

신경약리학 (Neuropharmacology)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의 종류, 작용기전, 개발역사 및 최신 개발동향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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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순환 약리학 (Cardiovascular Pharmacology)

심순환계에 작용하는 약물의 종류, 작용기전, 개발역사 및 최신 개발동향에 대해 학습한다.

내분비 약리학 (Endocrine Pharmacology)

내분비계에 작요하는 약물의 종류, 작용기전, 개발역사 및 최신 개발동향에 대해 학습한다.

약리 세미나 (Seminars in Pharmacology)

약리분야의 최신연구동향 및 연구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각 분야의 리뷰 또는 저명인사를 초정하

여 강의를 진행한다.

약리학 특론 (Advanced Pharmacology)

약리학 연구의 전전단계에 대해 학습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부분야를 파악 선별하여 집

중 학습한다.

약리연구방법론 (Problem Solving in Investigative Pharmacology)

특정 약리학 연구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법에 대해 학습한다.

독성학 개론(Introductive Toxicology)

약물의 독성작용 및 독성물질의 종류, 작용기전 및 최신 연구동향에 학습한다.

퇴행성 뇌질환 약리학 (Pharmacology on Neurodegenerative Diseases)

퇴행성 뇌질환의 병인 및 약리기전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원리를 습득하고 치료적 접근법에 대

해 논의한다.

대사성질환 약리학 (Pharmacology on Metabolic Diseases)

대사성 질환의 병인 및 약리기전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원리를 습득하고 치료적 접근법에 대해

논의한다.

임상약리연구 (Clinical Pharmacology Research)

약리학의 임상적 응용 및 구체적 실례를 학습하고 임상약리분야의 최신동향 및 연구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생화학]

인체대사조절과 효소학 (Regulation of Human Metabolism and Enzymology)

인체 대사 조절에 관련된 다양한 효소의 종류와 효소활성 조절 기전에 대한 심층적 학습을 수행

한다. 당, 아미노산, 그리고 지질의 합성과 분해대사의 조절기전, 효소의 조절과 구조, 효소의

복합체에 대한 내용을 강조한다. 그리고 대사조절에 관련된 효소의 불활성화로 인한 인체 질병

의 예와 임상적 치료 방법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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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분자생물학 (Advanced Molecular Biology)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표의 구조 및 기능을 분자적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유

전체의 구조, 염색체 복합체의 구조변화, DNA복제, 복구 및 재조합, 유전자 발현의 조절기전,

DNA 메틸화, RNA processing,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을 학습하고 단밸질 및 유전자의

변화를 통하여 진별의 발생 상황을 이해하도록 한다.

세포신호전달생화학 (Cellular Signaling in Biochemistry)

세포 간 신호를 주고받는 세포외 신호 전령의 종류, 특성 및 기능, 합성과정을 학습하고, 각 신

호 전령에 대한 세포 수용체와 세포내 이차 신호전령의 종류 및 기능, 이들을 포함하는 각종 신

호전달 경로를 학습함으로써 정상적인 세포의 증식 및 대사 조절 기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

생화학 연구방법론 (Methods in Biochemical Research)

크로마토그래피, 염석에 의한 단백질 정제법, Wesrern Blot, PCR, Immunoprecipitation,

FACS 등 생화학 연구에 사용되는 다양한 실험기법과 실험결과의 해석 방법 등을 학습한다.

인체질환의 생화학 (Biochemistry of Human Disease)

인체 유전 질환들을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유전 질환들에 대하

여 결손 유전자, 그 단백질의 구조 변화에 따른 기능 이상과 질환 발생의 생화학적 기전을 학습

한다.

분자세포생물학연구방법론 (Experimental Technics of Special Topics in Molecular Cell Biology)

분자세포생물학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실험 기법을 소개하고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교육

함으로써 스스로 실험을 고안하고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서 분자세포생물

학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먼저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학습하고 간단한 실습을 통해 이론을

확고히 하며, 해당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최근 논문들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이를 각자의 실제 연

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화학분자생물학연구의 최신동향 

(Recent Trends in Biochemical and Molecular Biological Research)

생화학 분자생물학 영역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영역을 선별하여 집중 학습한다.

[예방의학]

예방의학개론

인구집단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반 활동 및 관련 요인을 이해하

고 이와 관련된 연관 학문 분야와 제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역학특론(Epidemiology)

인구집단에서 건강과 질병 혹은 이와 관련된 행태의 분포를 기술하고 그 결정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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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하여 보건정책에 이바지하는 역학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역학연구방법론

역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설계 방법들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분자유전역학(Molecular Epidemiology)

분자와 세포 수준의 생체지표를 이용한 역학연구를 이해하고,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역학 방법론과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역학 방법론을 이해한다.

의학통계론(Medical Statistics)

의학연구에서 추정과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 흔히 이용되는 통계분석방법에 대해 이해

하고,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만성병역학(Chronic Disease Epidemiology) 

만성질환의 역학적 특성을 고찰하고, 각각의 만성질환에 대해 일차, 이차, 삼차 예방의

의의와 방법들에 대해 이해한다.

감염병역학

우리나라에 흔한 감염병의 발생 수준과 전파과정, 원인을 이해하고, 감염병 관리방안

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최근 유

행 질환의 발생, 감시, 관리, 예방 체계에 대해 고찰한다.

암역학 

주요 암 발생과 사망의 인구학적, 지역적, 시대적 차이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결정

요인들에 대해 탐구한다.

식이역학

질병 발생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식습관과 만성병들과의 관련성에 대해 역

학적으로 이해하고, 각 질병마다 관련된 식이요인을 탐구한다.

사회역학

건강과 질병 상태 및 행태에 대한 사회적 분포와 사회적 결정요인들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연

구된 사회역학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 관련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한다.

의료보장(Health Security)

의료보장의 기원과 발전과정, 장ㆍ단점, 대상과 급여 재정 및 관리의 원칙과 세계적인 추세 등

을 파악하고,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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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및 관리론(Health Policy & Management) 

국가보건의료체계 개념, 보건의료자원, 조직, 서비스 전달체계, 관리체계 등에 관한 이론과 현실

을 학습하고,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습득한다.

비교의료제도론(Comparative Health Care System)

재원조달체계, 공급체계 등의 국가 간 공통점을 차이점을 이해하고, 보건의료제도를 분류하는

이론과 실제 내용을 습득한다.

보건경제학(Health Economics)

보건의료의 재화 및 시장으로서의 특성, 수요와 공급에 대한 보건의료시장의 특성 등을 이해하

고, 재원조달 방법과 지불보상제도에 대한 이론, 경제성평가의 방법론을 습득한다.

건강증진론(Health Promotion)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이론, 건강증진활동의 전략과 방법을 이해하고, 건강증진사업

의 기획과 평가 방법을 습득한다.

국제보건(International Health)

전 세계적인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증가 및 구조 변화, 감염병 확산과 전파, 환경과

건강 문제, 건강불평등의 심화 등에 대한 현황과 대안을 이해한다.

지역사회의학

일차보건의료의 개념, 역사, 배경, 원칙, 전략, 내용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지역보건의료체계 및 제반 활동에 대해 이해한다.

[병리학]

간질성 폐질환의 병리(Pathology of Interstitial Lung Diseases)

간질성 폐질환을 분류하고 각 질환의 병리학적 소견을 이해한다.

신장질환의 병리(Pathology of Renal Diseases)

신장질환을 분류하고 각 질환의 병리학적 소견을 이해한다.

사구체신염의 병리(Pathology of Glomerulonephritis)

사구체신염의 병태생리를 이해한다.

신장종양의 병리(Pathology of Renal Tumors)

신장종양의 병태생리를 이해한다.

요로상피종양의 병리(Pathology of Urothelial Neoplasm)

요로상피종양의 병태생리를 이해한다.



166 / 메디컬

위종양의 병리(Pathology of Stomach Tumors)

위종양을 분류하고 각 종양의 병리학적 소견을 이해한다.

간염의 병리(Pathology of Hepatitis)

간염의 원인에 따른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조직학적 소견을 이해한다.

연부조직종양의 병리(Pathology of Soft Tissue Tumors)

연부조직종양을 기원세포에 따라 분류하고 병리학적 소견을 이해한다.

중추신경계 종양의 병리(Pathology of Central Nervous System Tumors)

중추신경계 종양을 분류하고 각 종양의 병리학적 소견을 이해한다.

소아병리(Pathology of Pediatric Diseases)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병리학적 소견을 이해한다.

폐종양의 병리(Pathology of Pulmonary Tumors)

폐종양을 분류하고 각 질환의 병리학적 소견을 이해한다.

신장질환의 미세구조(Ultrastructure of Renal Diseases)

신장질환의 미세구조를 이해한다.

전립샘암종 병리의 최신지견(Recent Advances in Pathology of Prostatic Cancer)

전립샘암종 병리의 최신지견을 습득한다.

여성생식기병리의 최신지견(Recent Advances in Pathology of Female Genital Tract)

여성생식기병리의 최신지견을 습득한다.

영양막병의 병리(Pathology of Gestational Trophoblastic Diseases)

영양막병의 병태생리를 이해한다.

골종양의 병리(Pathology of Bone Tumors)

골종양을 기원세포에 따라 분류하고 병리학적 소견을 이해한다.

간종양의 병리(Pathology of Liver Tumors)

간종양을 분류하고 각 종양의 병리학적 소견을 이해한다.

근육질환의 병리(Pathology of Skeletal Muscle Diseases)

근육질환을 분류하고 병리소견을 이해한다.

중추신경계 종양의 미세구조(Ultrastructures of Central Nervous System Tumors)

중추신경계 종양의 미세구조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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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학]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염병 발생 양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세균의 병원성 실험

세균의 다양한 병원성에 대해 이해하고 기본수기를 습득해야 한다.

Malaria Eradication특강

Malaria Eradication의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면역학 실험

미생물 유전학의 기본 수기들을 습득해야 한다.

곤충 매개 질환 특강

다양한 곤충 매개 질환의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의용 곤충학 실험

의용 곤충학의 기본 수기들을 습득해야 한다.

Pracial Malariology실험

Malaria 연구를 위한 기본 수기를 습득해야 한다.

전염병의 문화사

인류 역사의 발달에 따른 전염병 발생 야상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전학 특강

유전학의 원리 및 특성에 대해 파악한다.

세포생물학실험

세포 생물학의 다양한 기본 수기들을 습득해야 한다.

<임상전공>

[내과학]

감염학

감염질환의 병인 및 발병기전, 진단, 치료의 최신지식을 습득한다.

류마티스학

류머티즘 및 면역질환의 병인 및 발병기전, 진단, 치료의 최신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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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학

소화기질환의 병인 및 발병기전, 진단, 치료의 최신지식을 습득한다.

신장학

신장질환의 병인 및 발병기전, 진단, 치료의 최신지식을 습득한다.

심장혈관

심장혈관질환의 병인 및 발병기전, 진단, 치료의 최신지식을 습득한다.

내분비대사학

내분비대사질환의 병인 및 발병기전, 진단, 치료의 최신지식을 습득한다.

혈액종약

혈액종양질환의 병인 및 발병기전, 진단, 치료의 최신지식을 습득한다.

호흡기학

호흡기질환의 병인, 발병기전, 진단, 치료의 최신지식을 습득한다.

[외과학]

유방종양세포생물학(Cell Biology of Breast Cancer)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형되는 기전과 암세포가 다를 장기로 전이되는 기전을 이해한다.

유방암 선별검사와 예방(Screening and Prevention of Breast Cancer)

유방암의 일차적 예방 및 선별검사에 의한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에 대해 연구한다.

갑상선외과학(Surgery of the thyroid gland)

갑상선 질환에 대한 외과적 치료방법을 이해한다.

내분비외과학(Surgery of the endocrine disease)

갑상선,부갑상선 및 내분비기관에 대한 외과적 치료에 대하여 이해한다.

소아외과학1(pediatric surgery)

다양한 소아외과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강의

비만외과학(bariatric surgery)

고도비만환자의 생리적인 특성과 각 술식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강의

소아외과학2(minimal invasive surgery in pediatric patients)

소아연령 환자의 복강경/내시경 수술에 대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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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외과학(metabolic surgery)

대사수술의 원리및 그 효과의 기전에 대한 강의

대장항문외과학1(colorectal surgery)

대장암 치료의 일반원칙과 최신지견에 대한 강의

대장항문외과학2(colorectal surgery and genetics)

대장, 직장암의 유전적 발생원인과 치료 방침에 대한 강의

[산부인과학]

산과 진단학(Perinatal Diagnosis)

다양한 임신 중 산모와 자궁내태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병태생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진단 할 수

있어야 한다.

고위험 산과학 (High-risk Pregnancy)

임신시 산모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생리적 변화를 이해하고 병적인 상태와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함으로써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의 진단 및 치료법을 학습한다.

산부인과 초음파 (Ultrasound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산부인과 진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초음파진단의 이해와 실무를 통해서 다양한 질환의 진단법을

숙지한다.

부인종양학 최신지견 I (Gynecologic Oncology1)

부인종양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부인종양학 최신지견 II (Gynecologic Oncology2)

여성생식기에 발생하는 악성 및 전암에 대한 해부, 생리, 약리, 병리, 유전학 등 기초학문과 진

단, 치료 등의 다양한 임상의학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부인암의 항암치료 (Anti-cancer Chemotherapy Gynecology Cancer)

부인암에서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항암요법의 약리,분자 생물학적 이해와 다양한 약제에 투

여 시 발생하는 임상적 양상과 치료 효과에 대해 연구한다.

비뇨부인학 및 골반재건학 (Urogynecology and Pelvic Reconstruction)

배뇨장애 골반통증 및 골반탈출증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생식내분비 (Gynecologic Endocrinology)

여성 생식내분비를 이해하여 내분비 질환의 병인 및 치료에 응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불임

치료에서 배란유도, 수정, 착상의 이해와 폐경기 여성의 건강관리, 호르몬 치료 등에 대해 알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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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학]

소아혈액학

소아 혈액학의 최신지견을 강의하며, 특히 분자생물학적 지식의 획득을 통해 새로운 연구 주제

를 획득하게 한다.

소아종양학

종양학의 최신지견을 습득해 새로운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소아알레르기학

천식과 아나팔락시스 등에 대해 알아본다.

소아신경학

신경학적 검사 및 두통과 경련 등에 대해 알아본다.

소아소화기학

탈수, 급만성 복통, 위장관출혈, 선천성 소아기이상 등에 대하여 알아둔다.

소아영양학

모유수유, 비만, 영양실조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신생아학

신생아 정상반사, 이학적 검사, 선천성 기형 및 주요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소아심장학

선천성심질환, 가와사끼병 및 고혈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정신과학]

정신장애역학 (Psychiatric Epidemiology)

정신장애 역학조사 방법론 및 자료분석론에 대해 알아본다.

지역사회 정신의학 (Community Psychiatry)

정신 건강 및 장애에 대한 지역 단위의 접근 방법론에 대해 알아본다.

임상신경과학 (Clinical Neuroscience)

신경과학의 최신지견 및 임상적 적용에 대해 알아본다.

정신약물학 (Psychopharmacology)

정신약물학의 최신지견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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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

간질학 (Epileptology)

간질성 발작의 발생 기전, 간질의 분류와 임상적인 특성을 연구한다.

임상신경학개론 (Clinical Neurology)

신경계 질환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기능해부학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말초신경질환의 진단과 치료

말초신경질환의 분류, 임상양상, 검사진단방법,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두통치료의 최신지견

두통의 정의와 분류 및 임상 양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임상 증례를 통한 진단과 치료를 익

힌다.

노인신경학 (Geriatric Neurology)

노령화로 인한 생리학적 변화로 임상증상 및 치료, 예후 등의 변화에 대해 연구한다.

수면장애 (Sleep Disorder)

수면의 구조와 병리 생태를 소개하고 수면 장애 질환의 특성에 대해 연구한다.

만성 매일 두통 (Chronic Daily Headache)

만성 두통의 병리 생태와 원인, 치료에 대해 연구한다.

현훈 (Dizziness)

현훈의 뇌의 기전과 임상증상, 감별질환, 치료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파킨슨병과 충동조절장애 (Impulse Control Disorder in Parkinson's Disease)

파킨슨병의 약물치료 중에 나타나는 행동장애, 특히 충동장애에 대한 양상과 병리기전 및 치료

에 대해 논한다.

파킨슨병과 미토콘드리아 병변 (Mitopathy in Parkinson's Disease)

파킨슨병과 미토콘드리아 병변과의 연관성과 미토콘드리아 병변에 의한 파킨슨병의 병리기전에

대해 논한다.

[성형외과학]

얼굴회춘술 (Facial Rejuvenation)

얼굴의 노화과정과 이에 대한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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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 이식 (Transplantation In Plastic Surgery)

성형외과 영역에서의 이식에 대한 종류 및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유방재건술

유방재건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보톡스의 사용

보톡스의 사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두경부의 외상 및 재건

안면부와 두피 및 목 부위의 외상에 대한 치료와 각 부위별 재건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피부의 양성 종양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양성 종양의 특징 및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피부암 치료의 기본원칙

피부의 전암성 병변을 알고, 피부암의 종류 및 치료의 기본 원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안면손상

얼굴 손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형외과학]

고관절의 생체역학

고관절의 생역학 기능을 이해하여 임상응용과 연계한다.

전후방 십자의 치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견관절 회전근개 질환

정형외과 영역에서 스포츠 손상 및 재활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고관절인공관절의 생체역학

고관절의 생역학 기능을 이해하여 임상응용과 연계한다.

당뇨병성 족부

당뇨성 족부 병변의 발생 기전 및 치료방법을 연구한다.

슬관절 인대손상

슬관절 인대손상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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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관절 회전근 개 역학

어깨 관절의 주된 운동 근육인 회전근 개의 생역학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따른 손상기전을 알

아보고자 한다.

척추손상 및 골다공증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한 오상으로 인한 척추체의 손상 시 이에

대한 기전, 진단,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골다공증의 원인 및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고관절 주위의 절골술

고관절 주위 절골술의 종류 및 방법을 공부하고 임상적 응용을 고찰한다.

요골원위부골절

정형외과 영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요골 원위부 골절의 종류, 치료, 재활에 대해 알아본다.

신경병성 당뇨족

당뇨족의 정의 및 임상적 특징을 이해하고, 각 증상에 맞는 치료방법을 연구 및 고안한다.

견관절 불안정성의 기전 및 치료

견관절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탈구를 포함한 불안정에 대한 해부학적 및 생역학적 기전과 이

에따른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슬관절 십자인대 역학 및 손상

슬관절 십자인대 역학 및 손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신경외과학]

척추퇴행성 질환의 이해

퇴행성 척추 질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치료법과 영상의학적 소견, 치료 방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신경계 방사선 수술  

방사선 물리학 및 생물학을 이해하고, 방사선 치료의 원리 및 방법, 적응증과 치료 결과, 합병

증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소아신경학 

소아환자에게 신경학적 진찰과 검사, 흔히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과 종양,혈관질환, 간질 발작등

을 알아보고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다.

뇌혈관 외과학 

뇌혈관 질환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접근법을 임상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수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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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합병증을 알아야 한다.

기능적 뇌질환의 수술적 치료

통증, 운동질환, 뇌전증, 뇌신경 과기능, 정신질환, 다한증, 치매등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해

당하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뇌종양학 

뇌종양에 관련 WHO에서의 분류법, 생물학과 면역학, 종양에 따른 영상의학적 소견, 치료 방법

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척추 수술적 치료1-척추 전방 접근법

척추 질환의 수술적 치료 ; 전방 접근법 수술 수기 및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척추 수술적 치료2-척추 후방 접근법

척추 질환의 수술적 치료 ; 후방 접근법 수술 수기 및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흉부외과학]

관상동맥수술기법연구 

관상동맥수술기법의 개념과 기법에 대해 알아본다.

심실보조장치연구

심실보조장치에 대한 연구에 대해 알아본다.

판막질환학 (valvular heart disease)

판막 질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수술기법에 대해 알아본다.

중환자치료학 (Management in ICU)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일반 진료과정을 알아본다.

성인 선천성 심장질환학 (Adult Ongenital Heart Disease)

성인에서 발견되는 선천성 질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폐이식학 (Lung Transplantation)

폐이식의 전반적 이해와 수술적 접근에 관하여 연구한다.

부정맥 외과학 (Surgery for Arrhythmia)

내과적으로 접근이 힘든 부정맬 질환에서 외과적 방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수술법을 연구한다.



의학과 / 175

심내막염학 (Endocarditis)

심내막염 질환의 병리와 수술적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관상동맥 수술기법 (Surgical Technique of Coronary Artery Bypass)

가장 임상적으로 빈도가 많고 노인성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수술임, 전동맥도관을 이용한 수술

법, 최소수술법, 탈 심폐기수술법등과 함께 최근 대두되고 있는 Robotic Surgery에 대한 기법

을 강의한다.

[비뇨기과학]

비뇨기종양병리학

각각의 장기별에 따른 비뇨생식기 종양 병리학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비뇨생식기동물실험총론

신경비뇨기과학 분야의 최신 동물실험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신경인성 방광 (Medical Treatment of Erectile Dysfuncion)

신경인성 방광의 원인과 진단 및 치료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선천성 수신증 (Congenital Hydronephrosis)

선천적 수신증의 원인과 진단 및 치료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요실금 (Female Urinary Incontinence)

여성요실금을 포함한 배뇨장애의 최신 지견을 병태생리, 요류역학, 약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최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약의 약리기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전립선암의 이해 (Understanding of Prostate Cancer)

현재 남성 5대암이며 증가 추세에 있는 전립선암의 진단과 치료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신경비뇨기과

비뇨 생식기의 신경 전달 기전을 이해하고 신경이상에 따른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요로상피세포암의 이해

요로상피세포암의 원인을 알고 최신 병기(TNM)를 이해하여 병기에 따를 치료방법을 설명한다.

비뇨생식기종양학각론

비뇨생식기 종양학 분야의 최신지견을 듣고 비뇨기 종양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신경비뇨기학-중추신경

신경비뇨기과학 분야의 최신지견을 대뇌 중추신경계를 중심으로 배뇨중추와 대뇌피질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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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분석한다.

방광암생리 (Physiology of Bladder Cancer)

방광암의 생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방광암생리실험 (Experiment of Bladder Cancer Physiology)

방광암의 생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실험을 한다.

동물실험 및 세미나: 

Mouse와 Rat모델의 UDS(Animal experiments and seminars: Mouse and Rat model UDS)

실험적 접근을 통해 mouse와 Rat모델의 UDS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 토론한다.

신경비뇨기과학: 방광감각수용체(Urinary nerve Science: bladder sensory receptors)

방광감각 수용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신경비뇨기과학에 접근한다

실험 신경비뇨기과학(Experimental nerve urinary Science)

척수 신경의 실험을 통하여 비뇨기계신경의 이해를 시도한다

수술에 의한 비뇨기손상의 진단 및 재건술

(The diagnosis of urinary tract damage caused by surgery and reconstruction)

수술로 인해 발생한 비뇨기계 손상과 진단과 재건술을 배운다.

동물실험이론 및 세미나 (Animal experiments and theory seminars)

동물 실험의 기초적이론을 배우고 이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신경비뇨기과학-말초신경(Urinary nerve Science - peripheral nerve)

비뇨기 신경과 말초신경과의 상관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

신경비뇨기학기초-뇌와방광의신경

(Urinary nerve semester - the brain and the nerves of the bladder)

뇌와 방광의 신경구조, 기능, 연관성에 대해 이해한다.

소아비뇨기학총론(General Studies pediatric urology)

소아비뇨기계 질환에 대한 기본적이론 및 치료를 배운다.

진행성 및 전이성 비뇨기종양의 표적항암치료

(Targeting of tumor progression and metastatic urological cancer treatment)

최신증례를 통하여 진행성 및 전이성 비뇨기종양의 표적항암치료를 이해한다.

신경비뇨기과학-방광감각수용체-(Urinary nerve Science -bladder sensory receptors-)

방광감각 수용체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하여 실제 치료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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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비뇨기과학의 수술적 치료(Surgical Treatment of Pediatric Urology crane)

소아비뇨기계 질환에 대한 수술적치료 및 적응증에 대해 이해한다.

수술에 의한 비뇨기장기손상의 진단 및 재건술

(The diagnosis of urinary organ damage by surgery and reconstruction)

수술로 인해 발생한 비뇨기계 손상을 받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임상적 접근을 한다.

하부요로 기능연구(요역동학 검사-동물연구) 

(Lower urinary tract function studies (urodynamics test-animal studies))

동물에서 시행한 요역동학검사를 통하여 하부요로기능에 대해 이해한다.

비뇨기 종양의 표적치료 (Targeted therapy of urinary tract tumors)

실제증례를 통해 비뇨기종양의 표적치료를 이해한다.

골반통증증후군-간질성방광염- (Pelvic pain syndrome-interstitial cystitis-)

골반통증증후군(간징설방광염)의 개념과 치료에 대해이해한다.

남성 성기능 장애의 병태생리 (Pathophysiology of male sexual dysfunction) 

남성성기능 장애에 대한 병태생리학적 접근을 통해 진단과 치료를 배운다.

[이비인후과학]

비알레르기학(Allergic Rhinitis)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한 이해 및 치료에 관해 알아본다.

중이 및 내이생리(middle and Inner Ear Physiology)

중이와 내이의 생리에 대해 알아본다.

청각학(Audiology)

이비인후과 영역의 주요기능인 청각의 생리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검사방법을 소개한다.

악안면외상학(Maxillofacial Trauma)

악안면부위 외상의 원인, 치료, 예후 등에 대해 알아본다.

후두생리학(laryngeal physiology)

후두를 이루는 구조물의 모양과 기능, 생리를 이해한다.

후두와 음성치료(larynx and voice therapy)

후두의 구조와 질환, 음성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두경부암의 이해(Head and Neck Oncology)

두경부 암종의 발생기전 및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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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각연구(olfactory research)

후각 연구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청각과 이명(hearing and tinnitus)

청각의 생리와 이명의 발생원인과 이명치료에 대해 이해한다.

수면무호흡증질환(Obstuctive Sleep Apneasyndrome)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병인과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음성질환(voicedisease) 

음성 질환의 발생기전 및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안과학]

나이관련 황반변성질환(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나이관련 황반변성을 이해한다.

신경안과 검사법(Neuro-ophthalmology)

동공, 눈꺼풀, 눈운동검사 이상에 대한 검사

시신경병증(Opticnerveevaluation and Disease)

각종 시신경기능 검사와 시야검사 및 대표적인 시신경질환에 대한 이해

염증성 망막질환(Inflammatory Disease)

망막, 맥락막의 염증성 질환을 이해한다.

사시검사법(Strabismus Examination)

사시의 일반적인 검사 방법에 대한 이해한다.

사시의 감각기능 검사법(Sensory Examination of Strabismus)

사시환자의 감각 적응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법 숙지

사시의 비수술적 치료(Nonsurgical Treatmant of Strabismus)

수술 외적인 치료 방법들의 근본적인 이해와 적응

약시의 진단과 치료(Diagnosis & Treatmentin Amblyopia)

약시의 진단과 치료를 이해한다.

망막검사법(Retina Examination)

망막질환에 대한 검사법을 이해하고 망막질환 진단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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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의 해부 및 생리(Retina Anatomy)

망막의 구조, 생리 및 기능을 이해한다.

사시와 감각 이상(Strabismus and Abnormal Sensory Adaptation)

양안시의 생리 및 사시환자에서의 감각적응을 이해한다

사시의 수술적 치료(Surgicaltreatment of strabismus)

사시수술과 합병증을 이해한다.

망막의 변성 및 이영양증(Degeneration and Dystrophy of Retina)

망막의 변성 및 이영양증을 이해한다.

망막박리의 원인 및 치료(Pathogenesis and Treatment of Retinaldetachment)

망막박리에 대해 이해한다.

당뇨망막병증의 원인 및 치료(Pathogenesis and Treatment of Diabeticretinopathy)

당뇨망막병증에 대해 이해한다.

망막치료의 원리(Principle of Retinaltreatment)

망막치료의 원리를 이해한다.

[마취통증의학]

마취과학개론(Introduction and basics of Anesthesia)

마취과의 역사와 윤리, 마취과와 관련된 기본 약리학에 대한 이해, 환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뇌신경마취(Anesthesia for Neurosurgery)

신경외과 수술의 마취를 위한 뇌신경생리및 환자관리

산과마취 (Obstetric anesthesia)

마취에 영향을 주는 산모의 생리적 변화의 이해와 고위험산모의 산과적, 비산과적 수술중 마취

관리

통증의학 (Pain Medicine)

급, 만성 통증의 병태생리와 통증완화 방법에 대한 이해

심장마취 (Cardiac Anesthesia)

개심수술을 위한 마취와 관련된 기본생리 및 관련지식에 대한 이해

장기이식마취 (Anesthesia for organ transplantation)

장기이식 수술을 위한 마취와 관련된 술전, 술중, 술후 공여자 및 수혜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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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관리 (Anesthesia for Critically ill Patients)

중환자실에 입원중이거나 다발성 손상등으로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환자의 마취관리에 대한 이해

정맥마취 (Intravenous Anesthetics)

마취의 기본이 되는 정맥마취제들에 대한 기본 약리학과 마취유지를 위한 약물전달장치(drug

delivery system)에 대한 이해

흡입마취 (Inhalation Anesthetics)

흡입마취제의 종류와 기본 약리학 및 흡입마취제를 전달하기 위한 기화기들과 관련된 기본 물리

법칙에 대한 이해

노인마취 (Anesthesia for Elderly Patients)

노인환자에서 나타나는 일반생리적 변화 및 마취관리에 대한 이해

외래마취 (Anesthesia for Outpaitents)

당일입원환자의 마취준비 및 입원과 퇴원을 위한 제반관리에 대한 과정의 이해, 수술방 외의 장

소에서의 마취관리에 대한 이해

소아마취 (Pediatric Anesthesia)

소아환자의 특징과 소아마취의 이해 및 적용

신경근생리 (Neuromuscular physiology)

신경근 접합부에 대한 생리와 신경근차단제의 작용원리 및 신경근 관련 질환에 대한 이해

정형외과마취 (Orthopetic Anesthesia)

정형외과 환자의 마취와 외상환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부위마취의 특성과 수기, 각각

의 합병증에 대한 이해

중환자관리 (Critical care medicine)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에서 볼수 있는 생리학적 변화 및 중환자관리에 대한 이해

[피부과학]

피부생물학(cutaneous biology)

피부의 기초적인 구조와 기능, 구성요소에 대하여 배운다

피부병리학(cutaneous histopathology)

질환 판독의 기초가 되는 정상 조직과 병리조직에 대하여 배운다

피부면역학(cutaneous immunology)

피부면역과 염증에 대하여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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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피부과학(pediatric dermatology)

소아의 피부질환에 관하여 배운다

수포성질환의 면역학(immunology of autoimmune bullous disease)

자가면역성 수포성 질환의 면역학과 최신지견에 대하여 배운다

아토피피부염의 면역학(immunology of atopic dermatitis)

아토피 피부염의 면역학과 최신지견에 대하여 배운다

모발질환의 면역학(immunology of hair disease)

모발질환의 면역학과 최신지견에 대하여 배운다

[영상의학]

이중에너지 기법 CT(Dual energy CT)

최신 기술의 하나인 Dual energy를 이용한 CT 촬영법에 대한 이해

유방자기공명의학(Breast MRI)

유방자기공명영상의 최신지견에 대한 연구.

신경방사선과학(Neuroradiology)

신경계질환의 영상의학적 소견에 대한 연구.

근골격계자기공명영상의학(MRI in Musculoskeletal)

근골격계질환을 위한 최신 자기공명영상의학 방법을 연구한다.

MDCT의 임상적응용(Clinical Application of MDCT)

MDCT 임상적응용에 대한 전반적 이해

영상의학의 최신지견2(State of the Art in Radiology II)

영상의학의 최신지견과 그 임상적 응용에 대하여 이해한다.

심폐계기능적 및 정량적영상(Functional and Quantitative Imaging of Cardiopulmonary System)

심폐계 질환의 진단을 위한 기능적/정량적 영상의 최신지견과 그 임상적 응용에 대하여 이해한다.

두경부방사선과학(Head & neck radiology)

두경부의 정상소견 및 질환의 영상의학적 소견을 숙지한다.

인터벤션을 위한 영상해부학(Image-Guided Therapy)

인터벤션 영상의학을 위한 영상해부학에 대하여 연구 및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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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 방사선과학(Uroradiology)

비뇨기계 방사선과학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실습을 통한 증례연구

동맥계인터벤션영상의학(Arterial Interventional)

동맥계 질환의 인터벤션 영상의학적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학습

복부영상의학(Abdominal Radiology)

복부영상의학에 대한 전반적 이해

[핵의학]

핵의학영상처리 (Nuclear Medicine Image Processing)

방사선안전 (Radiation Safety)

방사선안전에 관련되는 제반 지식의 습득

종양핵의학 (Nuclear Oncology)

여러가지 종야의 핵의학영상법 및 동위원소 치료

감염 핵의학 영상 (Nuclear Imaging for Infection)

각종 염증병소의 국소화에 이용되는 핵의학영상

분자영상 핵의학 (Nuclear molecular imaging)

분자영상기술을 이용한 핵의학적 영상법

신경핵의학 (Nuclear Neurology)

뇌신경질환의 진단에 이용되는 핵의학검사

심장핵의학 (Nuclear Cardiology)

심장질환의 진단에 이용되는 핵의학검사 소개

[방사선종양학]

임상 방사선생물학 (Clinical Radiobiology)

임상에 사용되는 방사선의 생물학적 작용기전과 원리를 이해하여,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각종

종양의 방사선생물학적 특성을 연구한다.

임상 방사선물리학 (Clinical Radiation Physics)

임상에 적용되는 방사선의 물리학적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악성종양의 방사선치료에 활용

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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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방사선생물학 (Advanced Radiobiology)

방사선생물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상연구, 실험동물 연구를 디자인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

고급 방사선물리학 (Advanced Radiation Physics)

방사선물리학의 기본개념을 토대로 방사선수술, 정위적방사선치료, 세기조절방사선치료 시 임상

및 물리적 특성에 따른 치료기법의 장단점을 연구한다.

소아 방사선종양학 (Pediatric Radiation Oncology)

소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악성종양의 임상적 특성 및 병태생리를 파악하고, 아동의

발달에 유념한 방사선치료의 기법을 연구한다.

뇌 척추 및 두경부 종양 방사선 치료학

(Radiation Therapy Technology for Brain, Spine and Head&Neck Tumors)

뇌, 척추 및 두경부 종양의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각 사례에 대한 세기조절방사선치료 및 방사선

수술 기법 적용에 대해 연구한다.

소화기종양 방사선치료학 (Radiation Therapy Technology for Gastrointestinal Tumors)

소화기 종양의 병태생리를 파악하고, 간암, 위암, 췌장암, 담도암, 식도암, 직장암 등에서의 방

사선치료의 역할 및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유방 및 흉부종양 방사선치료학(Radiation Therapy Technology for Breast and Thoracic Tumors) 

유방암, 폐암, 종격동암 등 흉부종양의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실제 임상 사례 별 방사선 치료의

역할 및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체부정위 방사선치료 세미나 (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 Seminar)

방사선수술의 개념을 전신적으로 넓혀 척추, 간, 폐 등의 원발종양 및 전이성종양에 대하여 정

위적 방사선치료를 적용하는 고난이도 방사선 치료의 실제를 연구한다.

세기조절방사선치료의 적용과 응용 (Application of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세기조절 방사선치료의 다양한 형태인 Tomotherapy, 호형세기조절방사선치료, 세기조절 방사

선 수술 등의 물리학적 이해 및 임상적 적용에 대해 연구한다.

영상유도방사선치료의 응용 (Application of Image Guided Radiation Therapy)

최신 방사선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영상유도방사선치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cone

beam CT, ExacTrac, EPID 등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영상기법 등을 활용하는 기법

을 습득하여 호흡연동치료 등에 영상유도방사선치료를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방사선수술 세미나 (Seminars in Radiosurgery)

방사선수술의 개념 및 역사를 알고 방사선생물학적 및 물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임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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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

최신방사선치료 세미나 (Contemporary Radiation Therapy Seminar)

세기조절 방사선치료, 호형세기조절방사선치료, 영상유도 방사선치료 및 방사선수술 등 새롭게

개발되는 고난이도 방사선치료 기법을 터득하여 최신 방사선치료기법을 임상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방사선치료계획 특강 (Special Topics in Radiation Treatment Planning)

방사선치료계획(RTP)에 사용되는 각종 알고리즘(AAA, PBC, Monte Carlo)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3차원 치료계획에서 치료빔의 개수와 방향 및 웨지사용, 다엽콜리메이터를 이

용한 조사야결정 등의 방사선치료계획에 대한 실제적 술기를 터득한다.

방사선치료 정도관리 (Quality Control of Radiation Therapy)

방사선치료기기에 대한 성능평가 및 품질관리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 및 특수방사

선치료의 정도관리방법 및 실제 환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진단검사의학]

진단효소학 (Diagnostic enzymology)

진단 효소학의 측정 원리 및 동종효소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한 임상화학 검사의 종류를 열거하

고 결과를 해석한다.

세포유전학의 원리와 검사기법 (Basic cytogenetics and cytogenetic techniques)

세포유전검사의 원리를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를 판독하여 보고할 수 있다.

검사정보의학 (Laboratory information)

검사정보의학의 정의 및 분야를 이해하고 검사와 이를 전달하는 기술에 대한 안목을 갖도록 한다.

임상미생물학 (Clinical microbiology)

감염증 진단을 위한 임상 미생물 검사실의 역할을 이해하며 미생물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법 및

기본적인 검사법을 설명한다.

진단혈액검사 (Diagnostic hematology)

진단혈액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적이고 실제적인 혈액학적 검사를 이해하고 진단에 적응한다.

세균동정 (Identification of bacteria)

임상 미생물 검사실에서 주로 분리되는 세균의 동정법을 익힌다.

백혈구의 구조와 기능 (Structure and function of WBC)

백혈구의 종류와 기능을 이해하고 수적 기능적 이상을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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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질환의 분자진단 (Molecular diagnostics for infectious disease)

감염질환을 진단하는 각종 분자진단법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결과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수혈의학 (Transfusion medicine)

수혈의학의 기본개념 및 수혈의학 검사원리를 이해한다.

세균의 항균제 감수성 검사 (Susceptibility tests of bacteria)

세균의 항균제 감수성 검사법을 이해하고 결과를 판독 및 해석한다.

빈혈 및 빈혈의 진단 (Anemia and diagnosis of anemia)

빈혈의 발생기전 및 종류를 숙지하고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검사를 수행하고 해석한다.

장내세균 (Enterobacteriaceae)

그람음성 세균 중 임상검체에서 흔히 분리되는 장내세균에 대해 이해하고 동정법을 익히며 항균

제 내성양상을 파악한다.

지혈 및 혈전 (Hemostasis and Thrombosis)

지혈의 기전을 이해하고 출혈성 질환의 분류와 진단에 대해 이해한다.

백혈병의 진단 (Diagnosis of leukemia)

백혈병의 진단과 분류 및 필요 검사를 설명한다.

약물유전학 및 약물유전체학 (Pharmacogemonics)

약물 유전학과 약물유전체학의 이해와 이에 따른 개인 맞춤 요법의 실행을 위한 지식을 습득한다.

심혈관질환 검사 (Evaluation of cardiovascular injury and function)

심혈관 질환을 진단하는 주요 혈청 marker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한다.

세균내성기전 (Mechanisms of resistance to Antibacterial Agents)

세균의 다양한 항균제 내성 기전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재활의학]

뇌신경재활학

뇌졸중 및 외상성 뇌손상을 포함한 뇌신경 손상이후의 재활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이해하고,

뇌신경 손상에 대한 임상, 기초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척수손상재활학

척수손상에 따른 신체의 변화 및 이에 대한 재활치료의 최신지견을 이해하고, 척수손상 분야에

대한 임상, 기초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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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소아재활학

소아의 발달에 관련한 지식을 함양하고, 발달지연 및 뇌성마비에 대한 최신지견 및 연구능력을

익힌다.

전기진단학

신경계의 생리학적 지식을 익히고, 전기진단학과 관련한 최신지견 및 연구능력을 익힌다.

물리의학

열전기 치료를 포함한 의학에 관련한 물리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익히고, 의학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가정의학]

여성건강

임상에서 비만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비만학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가정의학 연구방법

실제 연구 수행

비만학

비만의 임상에 대한 이해

가정의학 총론 I (overview of in family Medicine I)

가정의학 원론에 대한 역사적, 방법론적 고찰

가정의학 세미나 I (Seminar on family medicine I)

가정의학 연구 범위 세부 항목에 대한 최근 이슈의 토론

가정의학 연구방법론

가정의학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비만학 총론 I (overview in bariatrics I)

비만학 개론

가정의학 총론 II (overview in family Medicine II)

가정의학 원론에 대한 역사적, 방법론적 고찰

가정의학 세미나 II (Seminar on family medicine I)

가정의학 기존 연구의 비판적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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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년기학 (Climacteniollgy)

갱년기학 개론

비만학 총론 II (overview in Bariatrics II)

비만학 각론

[응급의학]

소생후 처치론 (Postresuscitation Care)

심정지 후 순환 순환 회복된 환자의 응급처치

응급의료체계총론 (EMS system introduction)

응급의료체계총론

외상처치의 최근추세 (current terated of trauma care)

중증외상환자 처치의 최근 추세를 이해하고 학습한다.

응급약리학 (Emergency Pharmacology)

응급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고 응급약물의 약역동학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중환자의학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평가 및 감시에 대한 접근방법을 이해하고 중환자실 관리 및 예후판정을

학습한다.

응급의료체계개론

응급의료체계의 기본 요소와 운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뇌 소생학 (Brain resuscitation care)

심정지 후 순환 회복된 환자의 뇌소생술

병원전 의료지도 (Prehospital medical direction)

병원전 응급처리를 시행하고 응급구조사에 대한 직접, 간접 의료지도의 실제를 익히고 이해하기

위함.

응급 중독학 (Emergency toxicology)

독성 약물 및 화학물질의 신체 작용과 약역동학을 이해하고 독성 작용에 대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응급법의학

응급센터로 내원한 응급환자의 법의학적 관점에서의 이해와 판단을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서 학

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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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학]

악안면기형 치료학 (Deformity treatment) 

악안면 기형환자의 치료에 대한 능력배양

최신치과학1 (Contemporary dentistry I)

치과계의 최신 학문을 연구함

최신치과학2 (Contemporary dentistry II)

최신 치과학에 대한 연구

기능교정학 (Functional orthodontics)

성장기 아동의 악구강계의 기능성 장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함

수술교정치료학1 (Surgical-Orthodontic treatment I)

수술교정 치료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함

최신치과교정치료학1 (Contemporary orthodontic treatment I)

최신 치과교정 치료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함

수술교정치료학2 (Surgical-Orthodontic treatment II)

수술교정 치료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함

최신치과교정치료학2 (Contemporary orthodontic treatment II)

최신 치과교정 치료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함

기능교정 치료학 (Functional treatment)

기능 장치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함

악안면 기형학 (Orofacial deformity)

악안면 기형의 연구를 통해 원인과 치료방법을 익힘

최신 치과교정 치료학1 (Contemporary orthodonticsI)

최신 치과 교정학에 대한 이해

최신 치과교정 치료학2 (Contemporary orthodonticsII)

최신 치과 교정학에 대한 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