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학과 / 1

의학과 Department of Medicine

사무실 : 메디컬캠퍼스 간호대학 214호 / 수여학위명 : 의학석사, 의학박사

Office : Medical Campus, College of Nursing,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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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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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학 분야의 앞선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인류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기

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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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연구 및 학습활동을 통해 습득한 전문성과 인성을 바탕으로 의학과 관련된 사회

의 제반 영역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른다.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학위과정 석사 박사(통합)

전공분야
기초
전공

임상전공
인문사회
전공

기초
전공

임상전공
인문사회
전공

연구분야

미생물학, 
병리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해부학,
유전체의
과학

가정의학, 
내과학, 
마취통증의학, 
방사선종양학, 
비뇨의학, 
산부인과학, 
직업환경의학과, 
성형외과학, 
소아청소년과학, 
신경과학, 
신경외과학, 
안과학, 
영상의학, 
외과학, 
응급의학, 
이비인후과학, 
재활의학, 
정신건강의학, 
정형외과학, 
진단검사의학, 

예방의학, 
의학교육학, 
의료인문학, 
의료윤리학

미생물학, 
병리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해부학,
유전체의
과학

가정의학, 
내과학, 
마취통증의학, 
방사선종양학, 
비뇨의학, 
산부인과학, 
직업환경의학과, 
성형외과학, 
소아청소년과학, 
신경과학, 
신경외과학, 
안과학, 
영상의학, 
외과학, 
응급의학, 
이비인후과학, 
재활의학, 
정신건강의학, 
정형외과학, 
진단검사의학, 

예방의학, 
의학교육학, 
의료인문학, 
의료윤리학



학위과정 석사 박사(통합)

치과학, 
피부과학, 
핵의학, 
흉부외과학

치과학, 
피부과학, 
핵의학, 
흉부외과학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교수 황인철 의학박사 가정의학 ichwang@gilhospital.com

교수 김경오 의학박사 내과학 kkoimge@gilhospital.com

교수 이경천 의학박사 마취통증의학 leekc@gilhospital.com

교수 이규찬 의학박사 방사선종양학 kyu22@gilhospital.com

부교수 정경진 의학박사 비뇨의학 kjchung@gilhospital.com

교수 이승호 의학박사 산부인과학 miracle627@gilhospital.com

교수 강성규 의학박사 직업환경의학 sk.kang@gachon.ac.kr

교수 김유진 의학박사 성형외과학 pseugene@gilhospital.com

교수 손동우 의학박사 소아청소년과학 sondw@gilhospital.com

교수 이영배 의학박사 신경과학 lyb@gilhospital.com

교수 이기택 의학박사 신경외과학 gtyee@gilhospital.com

교수 남동흔 의학박사 안과학 eyedawns@gilhospital.com

교수 김정호 의학박사 영상의학 ho7ok7@gilhospital.com

교수 백정흠 의학박사 외과학 gsbaek@gilhospital.com

교수 임용수 의학석사 응급의학 yongem@gilhospital.com

교수 김동영 의학박사 이비인후과학 hndyk@gilhospital.com

교수 박기덕 의학박사 재활의학 bduck@gilhospital.com

교수 강승걸 의학박사 정신건강의학 euphoric1@hanmail.net

교수 전득수 의학박사 정형외과학 dsjun65@gilhospital.com

교수 안정열 의학박사 진단검사의학 jyahn@gilhospital.com

교수 문철현 의학박사 치과학 orthodm@gilhospital.com

부교수 백진옥 의학박사 피부과학 jobaek@gilhospital.com

교수 이해준 의학석사 핵의학 cefiro@gilhospital.com

교수 박철현 의학박사 흉부외과학 cdgpch@gilhospital.com

교수 배영안 이학박사 미생물학 yabae@gachon.ac.kr

교수 정윤재 의학박사 미생물학 yjjung@gachon.ac.kr

교수 진미림 이학박사 미생물학 mirimj@gachon.ac.kr

교수 정동해 의학박사 병리학 dhchung@gilhospital.com

교수 오병철 이학박사 생리학 bcoh@gachon.ac.kr

부교수 양동기 이학박사 생리학 dkyang@gachon.ac.kr

부교수 강동우 이학박사 생리학 dkhang@gachon.ac.kr

부교수 박철규 이학박사 생리학 pck0708@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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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과 임상전공의 경우 주임교수 명단. 별도의 전임교원 없음

3. 학과내규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조교수 김용호 이학박사 생리학 euro16@gachon.ac.kr

교수 여의주 이학박사 생화학 euiju@gachon.ac.kr

교수 이호재 이학박사 생화학    hojlee@gachon.ac.kr  

교수 홍선택 이학박사 생화학    sthong@gachon.ac.kr  

교수 김재홍 의학박사 생화학 geretics@gachon.ac.kr

교수 차지영 이학박사 생화학    jycha1014@gmail.com  

부교수 이영재 이학박사 생화학    leeyj@gachon.ac.kr    

부교수 진욱 이학박사 생화학 jinwo@gachon.ac.kr

부교수 장호희 이학박사 생화학    hhjang@gachon.ac.kr   

조교수 박우재  의학박사 생화학 ooze@gachon.ac.kr

교수 천혜경 이학박사 약리학 hgcheon@gachon.ac.kr

조교수 장근아 이학박사 약리학 keuna705@gachon.ac.kr     

교수 이봉희 이학박사 해부학 bhlee@gachon.ac.kr

교수 정구보 이학박사 해부학 gbjeong@gachon.ac.kr

부교수 변경희 의학박사 해부학 khbyun1@gachon.ac.kr

교수 최철수 의학박사 분자의학 cschoi@gachon.cc.kr

조교수 이희영 수의학박사 분자의학 hylee@gachon.ac.kr

조교수 이진우 공학박사 분자의학 jwlee@gachon.ac.kr

조교수 홍인선 이학박사 분자의학 hongstem@gachon.ac.kr

조교수 윤미섭 의학박사 분자의학 msyoon@gachon.ac.kr

조교수 김일영 이학박사 분자의학 iykim@gachon.ac.kr

부교수 홍정희 치의학박사 생리학 minicleo@gachon.ac.kr

조교수 신동성 의학박사 약리학 dsshin@gilhospital.com

부교수 남승윤 이학박사 유전체의과학 nams@gachon.ac.kr

부교수 안성민 의학박사 유전체의과학 smahn@gachon.ac.kr

부교수 이진숙 의학사 유전체의과학 mickeyjin@gachon.ac.kr
부교수 정성원 공학박사 유전체의과학 sjung@gachon.ac.kr
교수 임정수 의학박사 예방의학 mdjsim@gachon.ac.kr

부교수 최윤형 보건학박사 예방의학 yoonchoi@gachon.ac.kr

조교수 정재훈 보건학박사 예방의학 eastside1st@gmail.com

조교수 문종윤 의학박사 예방의학 moonjy@gachon.ac.kr

부교수 박귀화 교육학박사 의학교육학 ghpark@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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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한

조교수

2.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다만, 이 경우에는 제1

호에 해당하는 교수와 공동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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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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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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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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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하여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4) 선수과목

(1) (선수과목 이수) ① 의학과 기초의학분야 전공의 석․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으로

의학사가 아닌 자는 학사과정의 해당학과 교과목 중 학과에서 지정하는 선수과목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선수과목 과정을 이미 이수한 박사

과정 재학생은 예외로 한다.

② 이수한 선수과목의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과 별도로 처리하되 선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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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

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학기를 한 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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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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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선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과목 : 의학통계론, 의학연구방법론, 의학논문작성법, 최신의학지견, 실

험기법, 동물실험방법론

2. 선수과목 :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병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예방의학,

면역학

② 교과목의 학점은 3학점으로 한다. 의학과 석․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공통

과목 이수학점은 각각 6학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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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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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이전에 논문 본 심사를 실시한다. 이 심사에서는 논문 요지를 발표케 하고,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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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계획서는 제본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때 지도교수는 외부 교수를 제외한 심사

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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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하며, 논문은 제본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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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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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심사용 논문은 제본하지 않아도 되며, 지도교

수는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 통보한다. 논문 심사료 및 논문 지도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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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위원장 은 지도교수와의 공동책임 하에 1회에 한하여 본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⑦ 본심사가 종료되면 지도교수는 종심 희망 일시를 교무처에 통보한다. 종심

은 교무처 주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매년 6월 10-25일, 12월

10-25일에 실시한다.

⑧ 종심에서는 논문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4.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기초전공>

[미생물학]

병원 미생물학 (Medical Microbiology)

인체에 감염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의 생리 및 병리학적 현상을 이해한다.

면역학 (Immunology)

인체 면역체계를 이해하고 병원체에 따른 반응양상의 차이를 이해한다.

유전학 특강

유전학의 원리 및 특성에 대해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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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종양의 병리(Pathology of Stomach Tumors)

위종양을 분류하고 각 종양의 병리학적 소견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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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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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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이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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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지

식을 습득한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이동 (Transport Across Cell Membrane)

세포막은 세포 기능유지의 근간이 되는 세포와 주변환경간의 교류에 대한 이해의 핵심요소

이다. 본 강좌에서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이동을 연구하는 방법 및 최근 연구동향에 관한 지

식을 다룬다.

흥분성세포의 생리 (Physiology of Excitable Cells)

신경, 근육세포의 흥분성을 띄게 되는 기전, 세포 내 또는 세포간 흥분성의 전달기전에 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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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슘신호전달의 이해 (Calcium signaling)

세포의 기본 신호전달체계인 칼슘신호전달 체계에 대해 최근 연구동향 및 방법을 습득한다.

신경계시스템 (The Nervous system)

인체의 신경계시스템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배운다.

이온채널 및 항상성 (Ion Channels and homeostasis)

인체의 이온채널의 균형 및 이동에 대한 생리학적 의의와 역할에 관하여 배운다.

분비생리학 (Secretory Physiology)

내분비 기전에 대한 세포단위의 분비 기전을 이해하고 관련질병의 기전 및 연구동향을 습득

한다.

통증학 (Pain)

통증질환 및 각 질병의 병리생태를 잘 이해하고 만성통증이 일어나는 원인과 기전에 대해

분석하고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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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

인체생화학 (Biochemistry of human body)

인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기능을 화학적으로 이해하여 기초 능력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양생물학 (Cancer biology)

세포 및 분자 수준에서 종양의 형성, 전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목표로 교육한다.

분자세포의학 (Molecular and cellular medicine)

질환의 발생 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여 연구에 활용한다.

대사생화학 (Metabolism biochemistry)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대사과정을 이해하고 질환과의 연관성을 교육한다.

기질생화학 (Lipid biochemistry)

기질을 기반한 세포내 기능을 이해하고 질병과의 연관성을 교육한다.

신호전달 생물학 (Cell signaling biology)

세포의 사멸, 분화,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최신 신호전달 논문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최신

동향을 이해한다.

유전자조작기술 입문 (Introduction to genetic engineering)

유전자 조작 기법 원리 및 실습 교육을 통하여 향후 수행할 생명과학 연구에 응용할 수 있

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생화학세미나 (Biochemistry seminar)

최근 발표된 생화학의 중요논문들을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며 서로 토론하여 깊이 있는 지

식을 습득한다.

[약리학]

약리학개론 (Basic pharmacology)

약물의 체내에서의 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약리학적 기본 지식을 이해한다.

약리학특론 (Advances in pharmacology)

약물 인체 전달 시스템, 약동학/약력학/안전성/유효성 연구방법 등에 대한 폭넒은 약리학적

지식을 이해한다.

독성학개론 (Toxicology)

독성학과 그 대상 독물의 분류 및 독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약리연구방법론 (Experiments and methodology in pharmacology)



약리학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방법 및 연구방법을 습득한다.

약리세미나 (Seminars in pharmacology)

국내외 약리 연구 분야 최신 동향과 관련 시험 기술들을 습득한다.

최신약리연구기법 (Current topics in pharmacology)

약물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분자기작에 관련 연구주제, 연구기법, 연구이슈, 연구분석 등

의 최신 연구동향을 학습하고 논의하여 습득한다.

대사성질환 약리학 (Metabolic diseases in pharmacology)

대사성 질환의 발병과 치료 약물의 약리학적 분자기전 규명 및 최적을 치료약물 개발을 위

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신경약리학의 이해 (Basic Neuropharmacology)

신경과학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함양, 신경계에 발병하는 다양한 질환들의 발병기전을

살펴보고, 신경약리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퇴행성뇌질환 약리학 (Neurodegenerative diseases in pharmacology)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과 치료 약물의 약리학적 분자기전 규명 및 최적을 치료약물 개발을

위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해부학]

줄기세포특강 1

줄기세포 생물학의 배경과 역사, 최신의 연구 동향을 이해한다.

줄기세포특강 2

현대 줄기세포생물학의 주요 쟁점과 최근의 동향, 종양 줄기세포 및 암생물학과 줄기세포 치료법에

대해서 이해한다.

최신의학지견(해부학)

최신 맨눈해부학, 현미경해부학의 연구동향을 이해한다.

태생학 특강

배아에서 발달 양상을 대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발생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사람발생학 특론

사람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한다.

의학논문 작성법 1

의한논문 작성법을 학습하고 작성할 수 있다.

인체의 구조와 기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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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조직, 계통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한다.

인체의 구조와 기능 2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상적인 세포, 조직, 계통과 질환발생과정의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기능의 차

이를 이해한다.

신경과학특론

뇌를 포함한 모든 신경계에 대해서 이해한다.

신경해부학 고급과정 1

정상과 질환에서의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한다.

임상신경해부학특론

질환 이해를 위한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의 차이를 이해하고 최신 연구동향을 확인한다.

해부학 연구 방법론 1

맨눈해부학 최신 연구방법 동향을 이해한다.

해부학 연구 방법론 2

현미경해부학 최신 연구방법 동향을 이해한다.

해부학 세미나 1

맨눈해부학 최신 연구동향을 이해한다.

해부학 세미나 2

현미경해부학 최신 연구동향을 이해한다.

유전자조작기술

특정한 유전형질을 갖는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제거하는 조작을 통해 새로운 재조합 DNA를 만드는

과정을 이해한다.

[유전체의과학]

유전체의과학개론 (Genomics in Clinical and Medical Sciences)

유전체연구가 임상과 기초의학에 미치는 영향을 개론 수준에서 이해한다.

유전체 및 생물정보학 최신지견 1 (Recent advances in genomics and bioinformatics 1)

현대 융합의과학에서 필수적인 high-throughput genomics 기술 및 bioinformatics 기술들의 최

신 동향을 이해한다.

유전체 및 생물정보학 최신지견 2 (Recent advances in genomics and bioinformatics 2)

현대 융합의과학에서 필수적인 high-throughput genomics 기술 및 bioinformatics 기술들의 최

신 동향을 이해한다.



유전체 패턴 인식 (Genomic Pattern Recognition)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패턴 인식 이론을 이해한다.

유전체 질환연구 최신지견 1 (Current Aspects of Disease Genomic 1)

유전체 기반 질환 연구의 최신 동향을 이해한다

유전체 질환연구 최신지견 2 (Current Aspects of Disease Genomic 2)

유전체 기반 질환 연구의 최신 동향을 이해한다

생물정보학을 위한 중급통계학 1 (Intermediate Course on Statistics for Bioinformatics 1)

생물정보학에 필요한 중급 수준의 통계학 지식을 이해한다.

생물정보학을 위한 중급통계학 2 (Intermediate Course on Statistics for Bioinformatics 2)

생물정보학에 필요한 중급 수준의 통계학 지식을 이해한다.

유전체 및 인공지능 (Genom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유전체, 기초통계, 기계학습의 기초, 인공지능 기초를 이해한다.

<임상전공>

[내과학]

감염학

감염질환의 병인 및 발병기전, 진단, 치료의 최신지식을 습득한다.

류마티스학

류머티즘 및 면역질환의 병인 및 발병기전, 진단, 치료의 최신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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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과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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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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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야 한다.

고위험 산과학 (High-risk Pregnancy)

임신시 산모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생리적 변화를 이해하고 병적인 상태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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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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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치

료 등의 다양한 임상의학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부인암의 항암치료 (Anti-cancer Chemotherapy Gynecology Cancer)

부인암에서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항암요법의 약리,분자 생물학적 이해와 다양한 약제에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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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임치료

에서 배란유도, 수정, 착상의 이해와 폐경기 여성의 건강관리, 호르몬 치료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

[소아청소년과학]

소아혈액학

소아 혈액학의 최신지견을 강의하며, 특히 분자생물학적 지식의 획득을 통해 새로운 연구 주제를 획

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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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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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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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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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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에 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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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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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관절 회전근 개 역학

어깨 관절의 주된 운동 근육인 회전근 개의 생역학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따른 손상기전을 알아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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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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따

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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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

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신경계 방사선 수술  

방사선 물리학 및 생물학을 이해하고, 방사선 치료의 원리 및 방법, 적응증과 치료 결과, 합병증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소아신경학 

소아환자에게 신경학적 진찰과 검사, 흔히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과 종양,혈관질환, 간질 발작등을 알

아보고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다.

뇌혈관 외과학 

뇌혈관 질환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접근법을 임상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알아야 한다.

기능적 뇌질환의 수술적 치료

통증, 운동질환, 뇌전증, 뇌신경 과기능, 정신질환, 다한증, 치매등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뇌종양학 

뇌종양에 관련 WHO에서의 분류법, 생물학과 면역학, 종양에 따른 영상의학적 소견, 치료 방법에 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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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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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법, 최

소수술법, 탈 심폐기수술법등과 함께 최근 대두되고 있는 Robotic Surgery에 대한 기법을 강의한

다.

[비뇨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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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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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요실금 (Female Urinary Incontinence)

여성요실금을 포함한 배뇨장애의 최신 지견을 병태생리, 요류역학, 약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최신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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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성에 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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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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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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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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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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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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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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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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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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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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에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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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합

병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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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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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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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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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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고급 방사선생물학 (Advanced Radiobiology)

방사선생물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상연구, 실험동물 연구를 디자인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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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수술

기법 적용에 대해 연구한다.

소화기종양 방사선치료학 (Radiation Therapy Technology for Gastrointestinal Tumors)

소화기 종양의 병태생리를 파악하고, 간암, 위암, 췌장암, 담도암, 식도암, 직장암 등에서의 방사선치

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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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위적

방사선치료를 적용하는 고난이도 방사선 치료의 실제를 연구한다.



세기조절방사선치료의 적용과 응용 (Application of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세기조절 방사선치료의 다양한 형태인 Tomotherapy, 호형세기조절방사선치료, 세기조절 방사선 수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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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법을 습득하여

호흡연동치료 등에 영상유도방사선치료를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방사선수술 세미나 (Seminars in Radiosurgery)

방사선수술의 개념 및 역사를 알고 방사선생물학적 및 물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임상 적용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

최신방사선치료 세미나 (Contemporary Radiation Therapy Seminar)

세기조절 방사선치료, 호형세기조절방사선치료, 영상유도 방사선치료 및 방사선수술 등 새롭게 개발

되는 고난이도 방사선치료 기법을 터득하여 최신 방사선치료기법을 임상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한

다.

방사선치료계획 특강 (Special Topics in Radiation Treatment Planning)

방사선치료계획(RTP)에 사용되는 각종 알고리즘(AAA, PBC, Monte Carlo)에 대한 기본적 이해

를 바탕으로 3차원 치료계획에서 치료빔의 개수와 방향 및 웨지사용, 다엽콜리메이터를 이용한 조사

야결정 등의 방사선치료계획에 대한 실제적 술기를 터득한다.

방사선치료 정도관리 (Quality Control of Radiation Therapy)

방사선치료기기에 대한 성능평가 및 품질관리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 및 특수방사선치

료의 정도관리방법 및 실제 환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진단검사의학]

진단효소학 (Diagnostic enzymology)

진단 효소학의 측정 원리 및 동종효소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한 임상화학 검사의 종류를 열거하고 결

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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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적인 검사법을 설명한다.

진단혈액검사 (Diagnostic hematology)

진단혈액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적이고 실제적인 혈액학적 검사를 이해하고 진단에 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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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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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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균제 내

성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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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 소아재활학

소아의 발달에 관련한 지식을 함양하고, 발달지연 및 뇌성마비에 대한 최신지견 및 연구능력을 익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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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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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년기학 (Climacteniollgy)

갱년기학 개론

비만학 총론 II (overview in Bariatrics II)

비만학 각론

[응급의학]

소생후 처치론 (Postresuscitation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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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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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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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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한

다.

[직업환경의학]

직업및환경독성학(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Toxicology)

직업 및 환경 유해요인의 독성 기전에 대한 이해

화학물질과 중독(Chemicals and Poisoning)

화학물질의 독성과 건강장해의 기전

직업및환경 역학(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Epidemiology)

산업 및 환경역학의 개념과 방법

직업및환경 논문연구(Research on articl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직업 및 환경의학에 관련된 최신 논문 검토 및 분석

산업및환경 논문작성법(Stragic Plan for Writing an article on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직업 및 환경의학 분야의 효과적인 논문 작성법

작업환경측정(Work Environmental Measurement)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이해와 실습

작업환경개선과 관리(Work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ntrol)

작업장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작업장 개선 및 관리방안

인간공학(Ergonomics)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에 대한 조사와 분석

직업병 사례연구(Case Study on Occupational Diseases)

국내외에서 발생한 직업병 사례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과 직업건강(Social Security and Occupational Health)

국내외의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산업보건체계 연구

건강증진학(Health Promotion at Work)

사업장에서근로자건강증진에필요한개념,방법및실천전략

산업보건관리(Occupational Health Service at Workplace)

사업장의보건관리에대한전략및구체적실행방법

직무스트레스 평가와 관리(Job Stress evaluation and management)

직무 및 일반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과 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Prevetion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근골격계질환의 종류와 예방방법

직업적 유해요인(Occupational Risk Factors)

직업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이해

환경오염 사례연구(Case Study on Environmental Pollution)

국내외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환경의학세미나(Seminar in Environmen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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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해도평가방법(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환경오염 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위해도평가 방법론

대기오염과 건강학(Air pollution and Health)

대기오염물질에대한이해,평가방법,개선대책

환경과 건강(Environment and Heatlh)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한 이해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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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의학전공>

[예방의학]

건강증진론

건강증진에 대한 연구와 이해

고급의학통계

의학통계의 이론을 기반으로 SA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의학통계 분석

역학연구설계론

역학의 이론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

병원경영학

병원경영에 대한 이론의 이해 및 토론

환경역학연구

환경역학의 이론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

산업 및 환경역학

산업 및 환경역학의 이론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

현장역학

현장역학의 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