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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는 품격 높은 대학
2019년 4월 15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아시아에서 최초

김용백 교수님
- 미국 수의학 교육 인증을
위한 여정

로 미국수의사회에서 인증하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는 크게

천명선 교수님
- 1949년과 2019년,
첫 졸업생의 의미

리 대학 졸업생들은 기존 학생들이 ECFVG나 PAVE 과정을 거

우리 대학 학생들의 미국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우
쳐 응시자격을 획득했던 미국 수의사 국가시험을 바로 응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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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수의과대학 졸업생과 동등한 대우를

17 동물병원소식

받으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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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국내 전문직종에서도 최초의 업적이며 우리 대학이 명실공히 글로벌 인재를 양
성할 수 있는 국제적 역량을 갖춘 교육기관임을 입증한 새 역사입니다.
AVMA 인증은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의 오랜 노력의 결실입니다. 2006년 AVMA 인증
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AVMA 인증 준비위원회를 구성
한 이래로 세계 수준의 수의학 교육을 위한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교육목표, 발전
전략,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피드백하며 교육수준을 고도화시켰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생명공학연구동 설립, 반려동물병원 증축, 서울시 야생동물 구조센
터 설립, 수의생명자원연구동 설립, 평창 산업동물 임상교육연수원 및 대동물병원을 준공
하는 등,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지금 이 순간을 새로운 터닝 포인트로 삼아 교육과정의 발전과
수의학의 미래를 위해 모든 구성원의 지혜와 열정을 모으고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는
품격 높은 대학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 모든 교
직원, 동문, 학생, 및 유관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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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의학 교육 인증을 위한 여정

추운 겨울 눈 내리는 날들의 치열한 일정이 끝나고, 실사보고서 초안에 대한 대응자료를 준
비하던 겨울 방학도 정신 없이 지나갔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반이 지난 사월 중순에 오
랫 동안 기다려온 완전 인증 소식을 들었다. 반복된 수정과 추가 실험 끝에 정말 어렵게 게재
승인을 받은 소중한 논문에 대한 소식과 같은 느낌이랄까? 기쁘기 그지 없는 가운데서도 그간
의 일들을 되돌아 보게 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음은 준비과정에서의 세세한 부분
을 생략하고 마음대로 편집해버린 영리하지 못한 두뇌의 용량 때문이라 생각한다. 다만 울컥
하는 복받침과 기쁜 소식을 한껏 자랑하며 공유하고 싶은 감정과 함께 슬그머니 앞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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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도 스멀스멀 연기처럼 올라온다. 어느 교수님의 말씀처럼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심
정이 이런 것일까 싶기도 하다. 다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가 한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
보며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작지만 강한 수의과
대학 구성원의 하나됨과 큰 역량을 믿는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난관을 뚫고 정상까지 올라왔
는데 등성이를 따라 좀더 높은 꼭대기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울까 싶은 일말의 호
기로움도 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추진해온 미국 수의사회의 수의학교육인증 준비 과정과 인증의
의미, 실사 항목, 기대효과 등에 관한 부분은 이미 자세히 기술된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며, 대
학에서 준비하고 있는 백서 안에 포함될 것이다. 이 글은 2019년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
된 현장실사 과정을 조율하고 준비한 실무자로서, 당시 진행된 내용과 일정을 간략하게나마
기록하고 반추하여 추후 진행될 인증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하고자 한
다. 대부분 현장실사 일정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지만 일부 개인적인 소회와 의견이 포함된 것
을 양해 바란다.
2014년 6월에 진행된 자문실사 (consultative site visit) 결과 도출된 지적 사항에 대응하여
수의과대학은 시설과 교육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6년 8월에 발송한 1차
현장실사 신청 편지에 대한 미국수의사회 교육위원회 (AVMA COE)의 답신을 반영하여 2017
년 11월에 인증을 위한 현장실사 (comprehensive site visit)를 최종 신청하였다. 총장과 학장
명의의 현장실사 신청 편지와 함께 2016년도 자체평가보고서, 2014년 자문실사보고서에 적시
된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 1부, 임상술기 목록 1부, 과목별로 맵핑된 졸
업역량 목록 1부, 평가와 교육개선 관련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AVMA COE는 위의 자료들
을 서면 검토한 후 2018년도 5월에 현장실사에 대한 잠정적인 일정과 명단에 대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입장을 문의한 바, 학장서신을 통하여 2019년도 12월 9일부터 14일까지의 일정
확정과 실사단 구성에 이의 없음을 통보하였다. 이후 AVMA COE가 지정한 기한 내에 신청비
용을 납부하였고 2018년도 10월에는 실사단이 검토하게 될 2017년도 연차보고서와 학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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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항과 호텔 정보가 포함된 여행안내서를 발송하였다.

용 등을 사전 확인하였고,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당일 방
문 일정 및 세부 동선을 확정하였다. 수의과대학과 가까운 곳

AVMA COE 현장 실사단은 미국 측과 캐나다 측 실사위원

에 위치한 호암교수회관에 실사단의 숙소와 회의실을 예약하

및 행정지원 인력 총 7명과 현지에서 추천한 2인 포함 총 9명

였다. 너무 많은 학내외 분들이 도와주셔서 일일이 거명하지

으로 구성된다. 현지 실사위원 2인은 실사대상 수의과대학 졸

못해 죄송하지만,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셔서 실사단

업생의 면허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되, 실사 대상 학교

에게 현장실습교육을 소개해 주시고, 또한 번거롭다 내치지

와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으며 영어에 능통한 수의사만이 가능

않으시고 열심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

번 감사드린다.

의 추천을 통하여 한국의 수의학 교육 및 체제 전반에 걸친 안
목을 갖춘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이중복 교수님과 농림축산

학기 일정을 검토한 결과 실사기간이 본과 학생들의 시험

식품부 검역검사본부의 오아라 수의사를 AVMA COE에 현지

기간과 겹쳐, 4학년의 임상심화로테이션도 끝나 학생들의 수

실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고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 현지실

업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학생들과의 상호 면담

사단은 다른 실사단과 함께 실사 전 과정에 참여하고, 섹션 리

및 교육 현황에 대한 직접 실사가 매우 중요하다 판단하여, 학

뷰어로서 서류를 검토하여 현장 실사 시 해당부분에 대한 실

생들과 교수님들의 동의하에 수업 일정을 조정하여 실사 기간

사 과정을 주도한다. 금전적인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수업을 진행하였다.

자원 봉사 업무를 마다 하지 않고 바쁜 업무 일정 가운데서도
승낙하여주시고 실사 과정 동안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두
분께 지면을 통하여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드디어 12월이 다가왔다. 12월 7일부터 위원들이 도착하였
고, 수의과대학 교수님들께서 공항에서 실사위원을 영접하여
호암교수회관으로 모시고 왔다. 한국과 수의과대학에 대한 첫

수의과대학에서는 실사일정에 대한 편지를 수령한 직후 전

인상을 제고시키는 일이었으니 부담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된

체 교원과 행정팀이 참여하는 현장실사 준비단을 발족하였고,

다. 12월 9일 오전 실사단 위원장과 대면인사 후 호텔 내 회의

실사대상 항목별 책임자 및 실무위원을 위촉하였다. 또한 본

실로 안내하였다. 처음 예약한 회의실의 위치가 숙소와 떨어

부에 현장실사 신청비와 세부 준비를 위한 추가 특별예산을

져 있고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부담이 있어, 호암교수회관의

확보하였다. 2014년도의 자문실사 결과를 재검토하여 실사

협조를 얻어 가까운 곳으로 재배정하였다. 실사 기간 몇 달 전

항목 및 면담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예상질문 리스트를 작

에 예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여러 학회와 모

성하였고,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내역을 도출하여 미흡한

임이 계획되어 있어 숙소와 회의실 예약이 쉽지 않았다. 12월

부분을 개선하였다. 개선 내역을 반영한 대응 자료를 작성하

9일 오후에는 2 시간 동안 실사단 자체 교육 및 회의가 진행되

여 실사단의 최종 자료에 포함시켰다. 또한 수의학 교육 국제

었고, 5시 30분에 수의과대학 생명공학연구동에서 실사단과

인증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교원, 직원

수의과대학 구성원간의 첫 만남을 위한 환영축하연이 진행되

및 각 학년별 공청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였고, 이를 통하여

었다. 생명공학연구동 1층 수의학도서관 앞 박종수동문홀에

수의과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인증의 당위성 및 의미, 현장

학교의 연혁, 교육, 연구, 학생에 대한 소개 포스터와 학부학

실사 항목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

생들의 연구성과 포스터를 게시하였고, 간단한 스낵과 음료를

부하였다.

준비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수님과 직원, 학
생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학장님과 실사단장이

실사단 위원장과의 이메일 교신을 통하여 일정과 참여인원

각각 인사말과 구성원 소개를 한 후 개별 또는 소그룹별 교제

에 관한 세부 사항을 확정하였고,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를 시작하였다. 실사단과의 첫 만남을 통하여 수의학교육 국

하였다. 완성된 세부 일정을 바탕으로 대학 내외 유관 기관의

제인증에 대한 수의과대학의 단합된 열망, 그리고 잘 관리된

협조 요청을 위한 공문 발송 및 조율을 진행하였다. 관악캠퍼

현대식 시설과 동문들의 학교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기부 및

스 외의 교육시설은 준비단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시설 및 내

지원, 밝고 우수한 학생들의 자질과 적극적인 연구 참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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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가 사람이 먹는 캔음료로 오인되어 사진 촬영되어 실사단
의 보고서 초안에 포함된 일이 있었다. 약장 및 서랍들을 일일
이 열어 보면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의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주사침 및 폐기물의 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세세하게 질문 확
인하였다. 임상교수진과의 점심 식사 시간 내내 진료 병원 운
영 및 로테이션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점심
후 동물병원 구건물에 위치한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와 격리처치실을 확인하였고, 새로이 단장된 응급의학센터 시
설도 방문하여 구병원의 운용 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학
교측에서는 임상교육 공간의 현대적인 개선 및 로테이션의 활
발한 진행 상황, 특수 동물을 비롯한 교육 대상 축종의 다양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실사기간 동안 위원들이 아낌

화, 응급의학센터 및 건강관리센터를 통한 임상 교육 강화를

없이 칭찬한 것 중 하나가 학생들의 우수성이었다. 실사과정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했다.
특히 실사기간 내내 통역으로 수고하며, 수의과대학 교육과정

오후에는 학부 및 대학원 강의실, 동아리방, 카페테리아, 학

의 실제 수행 내용과 졸업생의 역량을 잘 대변해준 외과학 대

생실습실을 비롯한 수의과대학 본관 건물 및 생명공학연구동

학원생 채서현 학생과 신동민 학생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

등을 방문하여 교육 및 연구 공간을 확인하였다. 임상실습실

한다.

에서는 더미를 이용한 임상기초 실습부분을 강조하였고, 최신
식의 시청각 시설을 갖춘 학생실습실 방문 시에는 윤희정교수

실사 2일째 드디어 2학기에 새로이 만들어진 교수회의실의

님께서 2학년 기생충실습 중 콕시듐 검사법을 시연하기도 하

첫 번째 손님으로 실사단이 입장하였다. 깨끗하고 잘 갖추어

였다. 해부학실습실에서는 포르말린가스의 배출을 위한 공조

진 회의실이라 뿌듯하기도 하지만, 추후 진행될 일정에 대한

시스템을 확인하였고 연차별 측정 결과를 요구하였다. 당연히

부담감과 걱정이 앞서기도 하였다. 먼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

준비되었을 것이라 예상하였던 사항이 빠져 있었던 사실을 알

학 소개와 실사 일정 전반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수의과대학

고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NICEM에 연락하여 다음날에

비전, 교육목표, 그리고 현황을 설명하였다. 교육인증을 추진

검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실사단이 떠나기 전에 그 결과를 제

하여 오신 전임 학장님 세분께서 함께하셔서 수의과대학 정책

출하였다. 부검실 방문 시에는 바닥의 노후화와 싱크대의 교

과 비전의 지속성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현재까지의 개선 노

체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학내에서 수행되는 부검의 축종,

력을 요약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교원 부분 설명 시 국내 및

수량 등에 질문이 집중되었다. 당연히 추가자료를 요청하였고

국제 수의학 관련 학회의 회장 등을 역임하고 계신 교수님들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 자료 제출을 완료하였다. 실사

과 연구와 교육부문의 수상자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에

단 방문 전에 복도의 연구장비 정리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

맞는 수의과대학 교원의 위상을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었지만, 그 노력으로 소방호스 및 기타 안전시설에 대한 접근

수의과대학의 국제수의학 표준화 및 발전에 대한 그간의 노력

성을 확보할 수 있어 지적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과 미래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피력하였다.

생각한다.

실사단은 증축된 반려동물 병원으로 이동하여 임상교육 공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과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간 및 시설, 동물병원의 운영체계, 진료 과정 및 안전에 관한

확인하기 위하여 실사단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보건소,

사항, 학생들의 임상로테이션 교육 상황을 직접 관찰하였고,

경력개발원, 대학생활문화원 등을 방문하였다. 사전에 일정을

참여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하여 세부내용을 재차 확인하였

조율하여 해당 부속기관을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들과 직원들

다. 이 과정에서 병원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동물환자용 액상

께서 직접 나오셔서 실사단에게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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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에 응해 주셨다. 실사단의 주된 관심사는 학생들이 육체

후, 두 대의 버스로 나누어 한 팀은 과천으로 다른 한 팀은 안

적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에 대하여 학교가 어떻게 도움을 주

성으로 출발하였다.

고 있는가 이다. 종합대학으로써 서울대학교의 여러 부속기관

방문 당일인 화요일은 마사회의 휴무일이었음에도 불구하

이 학생생활을 지원하고 돕고 있음이 실사단에게 좋은 인상을

고 김진갑팀장과 수의사직원이 실사단을 맞이하였고, 마사회

주었음은 자명하다. 첫날의 일정을 마친 실사단은 숙소로 돌

와 말 병원 개요 및 학생을 위한 말 임상 교육프로그램 전반을

아가서 당일의 실사 결과를 서로 공유 및 토의하며 당일 실사

소개하였다. 간단한 질의 응답 후 진료 공간과 진단검사실로

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이동하여 시설을 확인하였다. 대동물 전공의 실사위원이 많았
던 이유인지 매우 구체적인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고, 특히 감

실사 제 3일차 일정은 매우 빠듯하였다. 관악캠퍼스 외에서

염병에 이환된 말의 격리 시설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질문이 있

이루어지는 학생교육 장소를 방문하고 확인하는 날이었다. 조

었으며, 이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과천 대공원

식 후 아침 7시반에 학교 버스를 이용하여 평창으로 이동하여

의 동물원 동물병원에 도착하여 시설 및 학생교육프로그램에

국제농업대학원 교수님들과 직원들이 준비한 대회의실에서

대한 소개 후 질의 응답과 시설 확인이 이어졌다. 동물원의 경

목장을 비롯한 그린바이오 캠퍼스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들었

우 AZA의 인증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리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다.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과 대동물병원의 임상교육 프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안성팀은 농협산

그램 및 진료 체계, 그리고 관악캠퍼스 수의과대학과의 연계

하 축산물안전교육원에서는 정찬인 수의사가 공중보건학 과

등에 관한 발표 후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기억에 남는

목 일부인 식육검사 및 도축검사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

것 중 하나는 확진을 위하여 추가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집

는 교재와 함께 교육과정과 시설을 소개하였다. 도축 과정이

된 시료를 어느 기관에서 처리하는가에 관한 질문 그리고 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규모이지만 직접 볼 수 있고 장기

검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 등에 관한 질문이었다.

검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외부실습기관에서 실사

강원도에 진입할 때 내리기 시작한 눈이 캠퍼스에 쌓여 목장

단이 확인한 주요사항은 교육시설의 적합성, 학생들의 직접적

의 언덕길을 버스가 오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평

인 참여, 교육내용의 충실함, 교육자 및 평가자에 대한 학교의

창캠퍼스 직원 분들께서 서둘러 제설 작업을 진행해주신 덕분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사항

에 큰 문제없이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목장에 입식된 홀

은 방사선 뱃지의 미착용, 의료기록의 접근성 제한, 격리를 포

스타인과 한우 우사에서는 유우와 육우의 사양 관리 및 진료

함한 생물학적 안전 부분에 대한 교육 미흡에 관한 사항이었

에 관한 교육 부분을 확인하였다.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출

다. 낮에 내린 눈 때문에 걱정하였지만 각 팀은 긴 시간의 외

입 시 필요한 전신소독 절차를 거친 후 대동물실습장으로 진

부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원래 계획한 대로 저녁 7시에

입하여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및 안전에 관한 사

숙소로 무사히 복귀하였다. 시간이 늦어 저녁을 배달음식으로

항을 실사하였다. 3학년의 산업동물 임상 기초실습, 4학년 로

해결하며 회의를 통하여 당일 결과를 밤늦게까지 정리하였다

테이션실습, 심화실습, 말 임상 기초실습 및 캠퍼스 TNR 사

고 한다.

업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실습용 소를 관리하고 있는 우사
는 깔짚을 교체한 지 며칠이 지나 바닥에 습기가 제법 있는 것

실사 제 4일은 예산에 관한 조찬 미팅으로 시작되었다. 본

이 확인되어 추후 지적 사항에 포함되었다. 닭과 소형 반추류

부의 예산과 직원, 그리고 수의과대학의 행정직원, 학장단이

계류 시설을 확인한 후 대동물 병원으로 이동하여 이층의 진

참석하여 자체평가보고서에 포함된 예산 내역에 관하여 설명

단검사실과 일층의 수술실 등을 점검하였다. 실제 진료 케이

하였다. 특히 자문실사 이후 진행되었던 다수의 건축 예산이

스 및 진료기록 입력 부분을 컴퓨터와 수기로 작성된 문서를

포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기존에 자문 실사 이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당시 대동물 임상 심화실습에 참여

후 실사단이 요구하였던 예과와 본과의 예산 분리 부분은 미

하고 있던 4학년 학생과 진료조교에게 농장진료, 부검 및 기

국 수의과대학과 달리 예과와 본과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

타 실습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평창캠퍼

됨을 인정하고 다시 통합예산 내역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스 구내식당에서 창가로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며 점심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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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단과의 상호 면담을 통하여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차 병원에서 주로 실시되는 임상술기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Wellness Center와 Shelter medicine 운영에 대한 계
획과 이를 통한 AVMA의 9가지 졸업역량 달성 비전을 제시하
였다.
실사단은 학생회 임원과 과대표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과 점
심을 함께 하면서 학교 행정에 대한 학생 참여 여부 및 학생
생활에 대한 학교측의 지원 내용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였다. 연구위원회와의 면담에서는 개별교원의
입학위원회와의 미팅은 입학본부의 부본부장과 전임입학사

논문 출판 및 연구비 수주 현황을 포함한 연구역량 제시를 통

정관이 동석하여 수의과대학 입학과정이 교육부와 서울대학

하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교원의 우수성을 설명하였다.

교 본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또한 여러가지 국책 연구 사업단 유치 현황, 국제적인 연구/교

설명하였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업 능력뿐

육 협력 현황, 그리고 학부생에 대한 다양한 연구기회 부여 등

만 아니라 학업외 활동, 사회경제적 상황이 고려되는 다양한

을 강조하였다. 신임교원 임용 시 대학본부와 수의과대학 간

입학 전형이 있음을 소개하였다. 또한 동물 의학을 담당하는

접비를 통한 정착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기본적인 사무실 및

전문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확인하고자 수의과대학이 실시

실험실 공간이 제공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교원의 자기 계발

하고 있는 수학능력, 윤리성, 사회성, 분석능력, 생명존중 항

을 위한 급여가 제공되는 연구년제도, 대학본부와 단과대학의

목에 대한 다중면접 (MMI) 과정을 설명하였다. 실사단은 장

간접비를 이용한 연구활동 지원 내역을 설명하였다. 학문 후

애학생에 대한 입시와 학교 생활에서의 배려 부분에 관하여

속세대 양성을 위하여 대부분의 대학원생에게 지원되는 장학

질의하였고 서울대학교 규정에 적시되어 있음과 이를 준수하

금 프로그램과 미래 교원으로써의 준비와 훈련 과정 제공 및

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입시 정책과 기준의 일관성 확보

참여 독려 등을 소개하였다. 예과장, 그리고 각 대학원 전공주

를 위한 입학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질문이 있었으며, 내

임이 참석한 학과장과의 미팅에서는 그 역할이 행정단위가 아

규에 따라 위원은 학장이 위촉하며 2년의 임기이지만 많은 위

닌 조정자의 역할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의과대학 교수의

원을 재위촉함으로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승진 및 정년 보장 과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 등이 내규에 따
라 진행됨을 을 설명하였다. 또한 신임교원의 적응 및 경력개

교과과정위원회와의 면담에서는 교과과정 전반에 대한 소

발에 대한 자문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개 및 개선노력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예과 과정이 본과
과정과 분리된 것이 아니며, 예과 과정내에 수의학개론과 전

실사 5일 아침은 학장단과 실사단의 조찬 모임으로 시작되

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에 관한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

었다. 실사단은 그간 실사하면서 파악하였던 사항에 대한 개

며, 본과의 경우 전공필수 과목뿐 만 아니라 선택과목을 통하

괄적인 부분을 설명하였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

여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에 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4학

고 자료를 요청하였고, 학장단의 수의과대학의 미래에 대한

년 임상로테이션은 각 진료과 실습과 2학기의 심화실습, 그리

비전을 청취하였다. 학장단은 다시 한번 인증 준비를 위한 그

고 현장실습을 통하여 본인의 장래 희망에 맞는 유형 선택이

간의 노력을 설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설정하였던 국제 표준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이 설명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온라

화된 수의학교육 프로그램 확립을 위한 비전 2020의 달성 현

인시스템인 ETL을 통하여 수업자료 관리 등이 이루어지며,

황을 제시한 후, 미래에 국제적 수의학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

일부 교과목은 동영상 강의로 제작되어 플립 러닝을 실시함을

이 되고자 하는 비전 2030을 설정할 계획임을 피력하였다.

제시하였다. 수의과대학 내규에 따른 교과과정 개선에 대한
그간의 노력 및 성과, 그리고 미래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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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미팅을 점심 직전까지 진행하였다. 중점적으로 논의

실시하였으며, 총장단은 서울대학교 교육 단위인 수의과대학

된 사항은 4학년 임상로테이션 운영 체계 및 내용이었다. 로

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실사과정이 완료되었다.

테이션 일정 신청이 온라인 사업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루
어짐을 설명하였고, 일정 조정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수의과대학은 완전 인증이 결정된 3월의 교육위원회 회의

위하여 예비 연습 과정이 존재하며, 학생 상호간의 양보와 조

결과 채택된 최종보고서와 인증통보 편지를 4월에 수령하였

율을 통하여 조정이 이루어짐을 설명하였다. 또한 일정의 미

다. 현장실사 당시 본과 4학년에 재학하였으며, 실사 과정에

세한 조정은 담당과목 교수와 교육실을 통하여 가능함을 설명

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학생들이 인증 대학의 첫 번째 졸업생

하였다. 또한 AVMA 9가지 졸업역량에 기초한 임상술기 항목

이 되었다. 2019년도 말까지 일부 사안에 대한 interim

의 실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발된 모바일 기반 로그북인

report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연차별 자체평가보고서를 작

VetNote 프로그램을 학생과 교수자의 화면을 이용하여 직접

성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인증기준에

시연하면서 운영 방식과 통계 취합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

발맞추어 교육제도와 운영 및 시설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였다. 학생의 현장실습 신청 시 학교에서 해당기관에 공문을

7년째 되는 해 직전에 2018년 현장실사와 동일한 절차를 통하

발송하여 교육가이드라인 및 평가 지표 등을 송부하며, 실습

여 교육 인증의 연장이 진행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미

후 학생과 기관 평가를 통하여 차기 년도 실시기관 지정에 참

시작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미래 비전인 국제 수의학 발

고함을 설명하였다. 수의과대학의 졸업역량은 AVMA 졸업역

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량에 근거하여 작성한 수의과대학 졸업역량 리스트를 기반으
로 평가되며, 교육에 대한 성과는 졸업생 설문, 고용주 설문,

미국 수의학 교육인증은 지난 5 년간의 시설, 교육 내용 및

수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설명하

운영 체계 등에서의 현황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 최근 5년간의 설문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현

이루어 질 수 없는 지속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13여년간의 꾸

재 개선이 필요한 임상술기와 부검 교육을 보강하기 위하여

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과정에서 일부의 회의적인 시선과

학생 개인별 임상술기 포트폴리오, 교육매체실 활용 계획 등

냉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미래 가치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을 제시하였다.

분들에게 찬사와 감사를 보낸다. 이에 대하여 실사단의 캐나
다수의사회 추천 실사위원이었던 Dr. Fretz의 축하 인사를 여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동문들과 실사단의 점심 동안

기에 적는다.

동문들의 평판도 및 역량,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육에 대
한 기대 및 평가, 그리고 학교 발전에 대한 열망 및 지원 의지

“ Congratulations to everyone for a well deserved

등을 확인하였다. 점심 후에는 대학원생 및 수련수의사와의

accomplishment and I do mean everyone. This is not

면담, 동물병원 스텝들과의 면담. 개별 학생과의 비밀 면담,

something that one level of the University or College can

개별 교수와의 비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여러 보고서와 미팅

accomplish on its own. It is truly a group effort.”

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을 재삼 확인하고, 또한 공개적으로 표
현되지 않은 수의과대학 사안들에 관한 것을 확인하였을 것으
로 추측한다.

또한 역사적인 순간에 조금이나마 함께 할 수 있었던 영광
을 누린 당사자로서 과정내내 헌신하고 기여하신 한 분 한 분
을 기억하고 불러드리지는 못하지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드디어 마지막 날, 실사 6일째 학장단과의 면담시간에 그간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미국 수의학교육 완전인증 획

의 실사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요약을 들을 수 있었다. 전반적

득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과거와 현재 구성원 한 분 한

으로 만족스러웠다는 총평과 함께 이미 인증을 획득한 학교들

분의 노고와 헌신의 결과이며, 서울대학교 본부를 비롯한 정

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소소한 지적 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요

부와 수의학 관련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루

약되었다. 본부로 이동하여 교육부총장, 입학본부장이 참석한

어진 값진 산물이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

가운데 실사단은 수의과대학의 실사 결과에 대한 구두 보고를

의 말씀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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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대학 특집

1949년과 2019년, 첫 졸업생의 의미

처음이라는 단어는 약간은 감성적인 기분이 들게 한다. 그 처음이 그냥“시작”
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당시에는 농과대학 수의학부)이 설립된
것은 1947년이다. 전문학교 졸업자는 3학년에, 전문학교 재학생은 2학년으로 편입이 가능
했다. 3학년에 편입했던 김교헌, 이방환, 이장락, 조춘근은 1949년 7월 학사논문을 제출하
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부 1회 졸업생이 된다. 1908년 수원관립농림학교에서 모집
했던 수의속성과 20명이 졸업한 1909년을 시작으로 하자면 40년이 흐른 후였다.

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인문사회학교실

교수진도 행정 인력도 부족했던 1947년 당시, 4년제 대학의 정식 수의학과를 졸업한 교수
진을 꾸리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미군정청 소속 수의사, 한국의 관련 공무원과 의사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전문가들이 수의학부 학생의 교육에 동원되었다. 일제강점기 5년제 실업
학교 수의축산과 졸업자와 농업전문학교 졸업자들에게 수의사 면허가 주어졌다. 1947년 입
학생 중에는 그래서 이미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3학년 편입생인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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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들은 모두 일제강점기에 수의사가 된 사람들이었다.

수의과대학의 변화와 발전은 1947년 개교 당시의 어려움과

이들은 함께 미군정 수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연건동의 옛 경

혼란을 추억 거리나 옛날 이야기로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

성 의학전문학교 건물에 실험실과 강의실을 차렸다.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한
다. 2019년 국제수의학교육 인증을 통해, 서울대학교 수의

실제로 합판 목재로 강의실 수리도 했다고 하니 말 그대로

과대학은 수의학 교육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국제적 공동체

학교를 세운 셈이다. 최초로 설립된 부속 동물병원에서는 미

에 합류했다.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젊은 세대를 준비시키

군정청 수의사의 지도를 받으며 진료도 시작했다. 학생이면

고, 수의학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그려가는데 리더십을 발휘

서 진료 수의사인 셈이다. 환축이 밀려들어 번호표를 나누어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쉽지 않았고 혼란스럽기도 했다. 그러

주어야 할 정도로 병원은 번창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나 우리는 노력할 것이고, 연구할 것이고, 헌신할 것이다. 왜

소유의 애완견들, 한국 고위 관리들의 애완동물이 주요 환축

냐하면, 수의과대학은 자격증을 받기 위해 거쳐가는 곳이 아

이었다. 말과 대동물 중심의 일제 강점기 수의학교육을 거치

닌, 학생과 교수진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 또한 졸업생과

면서 소동물 임상 경험이 부족했던 당시 구성원들은 부족함

모든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

을 메꾸기 위해 공부와 실습을 병행했다. 그냥 주어지는 것

다. 그리고 수의학이라는 이 멋진 학문이 가지는 가치를 담

은 없었다. 이렇게 꾸려진 수의학 교육의 공동체는 이제 70

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년의 세월을 함께 했다.
(본 원고에서 1회 졸업생에 관한 내용은 고 이방환 교수의
2019년 우리는 또 한번 꽤 감성적인 시작을 함께 하고 있
다. 올해, 2019년 2월 졸업생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흑판을 등지고 돌아본 수의축산 반세기 (1990)”
의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오랜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 )

국제 수의학 교육 인증을 받은 후 첫 졸업생이 된다. 7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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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에서 90여명이 교수, 신진과학자 등이 참여하여 특별강
연 3편, 기조강연 7편, 구두발표 27편, 포스터 발표 27편 등
수의학 관련의 발표와 토론을 나누고 일본 동물병원 투어에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Junpei Kimura 교
수, 이장헌 교수, 한호재 교수, 김 진, 김욱진, 손준혁, 유보경,
정예지, 차지수, 정희천, Anukul Taweechaipaisankul 이
좌장과 구두 및 포스터를 발표하는 한편 아시아 신진과학자들
간의 교류를 돈독히 하였다.

2019년 2월 26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
학 26대, 27대 인계인수를 진행하였다. 인계인수에는 26대
학장단(우희종 학장, 김용백 교무부학장, 성제경 기획연구부
학장, 이인형 학생부학장)과 27대 학장단(서강문 학장, 조제
열 교무부학장, 이소영 학생부학장, 백승준 기획조정실장, 한
호재 수의과학연구소 부소장, 이장헌 수의예과장, 황철용 병
원장), 전지숙 행정실장, 정진희 팀장, 윤혜연 팀장이 참석하
였다. 26대 집행부를 대표하여 우희종 前任학장이 대학의 교
무 진행, 연구 실적, 시설 현황, 행정 관련 세부 사항, 산업동
물임상교육연수원 등 부속기관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서강문 학장에게 인계하였다.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2
월 28일까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장애인을 위한 수의학도서관 환경 개선
2019년 2월 15일 수의학도서관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접

27대 보직교수는 다음과 같다.

근을 돕기 위하여 수의학도서관 통로를 개선하였다. 그 전에

서강문｜학장

조제열｜교무부학장

이소영｜학생부학장

백승준｜기획조정실장

이장헌｜수의예과장

류덕영｜도서관장

때나 나갈 때 출입문을 직접 밀고 드나들어야 하여 불편한 점

황철용｜동물병원장

김완희｜동물병원 부원장

이 있었다(좌측 사진). 수의학도서관 출입문과 스터디룸, 정보

김용백｜질병진단센터장

조성범｜실험동물실장

열람실 출입문들을 모두 자동으로 고쳐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

최민철｜수의학교육연수원 주임

이인형｜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장

이 더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우측 사진).

천명선｜수의학교육실장

연성찬｜서울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

한호재｜수의과학연구소 부소장,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
양성사업단장

Symposium of Veterinary Research in East
Asia 참가
2019년 2월 18일 ~ 20일 일본 기후대학교에서 The 10th
Joint Symposium of Veterinary Research in East Asia
을 개최하였다.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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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이용자가 수의학도서관 입구로 들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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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상담실 힐링벳

수의과대학 소식
입생들에게 앞으로의 지침과 방향 안내를 위하여 교무부학장
의 학교소개 및 전공안내가 있었다. 이어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 장학재단의 경과보고와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고하였고,
임재상(본과2년), 조상현(본과1년)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였
다. 권동일 동창회장이 진입 축하에 이어 학장, 부학장등이
진입생 모두에게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로고가 새겨진 백색
가운을 직접 입혀주며 본과 진입의 출발을 격려해주었다.

2019년 3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716호에 상담실을 개소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미야자키 대학 공동 심포지엄
개최 및 연수원 방문

하였다. 2018년에 교직원, 학생들에게 수의과대학 상담실 이
름을 공모하여, 수의대 학생들의 힐링이 되는 학생상담소가
되면 좋겠다는 뜻으로 힐링 벳 (Healing Vet)이 당선되었다.
힐링벳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직원 등 수의과대학 구성원
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vet.snu.ac.kr/node/139)를 통하여 상담
신청 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 7시, 매주 금요일 오
후 5시 30분 ~ 8시에 상담하고 있다. 전문 상담사를 통해 학
업, 진로, 대인, 정서 상담을 통하여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
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힐링벳은 상담자들의 힐링처로 활발
히 이용 중이다.

2019년 3월 26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그린바이오과학
기술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과 일본 미
야자키 대학 소속 동물질병방역센터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

진입식 개최 및 장학증서 수여

였다. 이번 행사는 2016년 3월 양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정보
의 교환, 수의학적 연구 협력과 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학술 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개최된 2번째 심포지
엄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박혁 교수, 권혁준 교수, 장구 교수,
최우재 박사 등 발표자가 수의 축산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
한 발표와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매년 공동 심
포지엄을 개최하여 양 기관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연구정보를
공유하여 질병예방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교육/연구 분야
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9년 3월 4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2019학년도 진입식 및 장학증서 수여식”
을 개최하였다. 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 총MT 개최

날 진입식은 본과 1학년으로 진입하는 진입생 47명, 학장 외

2019년 3월 29일 경기도 가평군 수림타운에서 학생들을 위

관련 교수, 본과 학생, 수의과대학 동창회장, 장학재단 이사장

한 총 MT가 개최하였다. 이소영 학생부학장의 인솔하에 본과

등 70명이 참석하였다. 수의과대학 본과에 처음 진입하는 진

학생 24명, 예과 학생 43명, 교직원 등 74명이 오랫만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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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미국 수의학교육 인증 획득

께 하며 수의대인의 단합을 다졌다.

2019년 4월 15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아시아 최초로

스코필드박사 추모기념식 개최 및 스코필드 장학증서
수여

미국수의사회 교육위원회의 수의학교육인증을 획득하였다.
미국의 수의학교육인증은 학교의 조직, 재정, 시설, 임상자원,
교육자원, 입학제도, 학생, 교수, 연구, 교과과정 및 교육성과
평가 등 11개 분야에 대해 규정된 기준을 충족한 학교에 부여
된다. 현재 미국의 30개 수의과대학, 영미권 16개, 유럽과 중
미지역 4개 대학만이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유일하다. 이를 통하여, 졸업생
들은 미국 내 수의과대학 졸업생들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아
미국 수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본교 수의과대학
의 교육체계가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인정받았다. 교수, 학생, 동문들이 2005년부터 노력하여

3.1 독립운동의 34번째 민족대표로 널리 알려진 프랭크 윌
리엄 스코필드(한국명: 석호필 石虎弼) 박사 서거 49주기를

이뤄낸 미국 수의학교육인증 획득은 향후 한국 수의사의 위상
제고와 졸업생들의 리더쉽 발휘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맞아, 박사를 추모하는 기념식이 2019년 4월 4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개최되었다. 추모기념식에 서울
대학교 오세정 총장, 홍기현 교육부초장, 신석민 교무처장, 윤

아시아 4개대학 학장 회의

의준 연구처장, 서강문 수의과대학장, 정운찬 (사)호랑이스코
필드기념사업회 명예회장,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등 100여명
이 참석하여 스코필드 박사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정
운찬 명예회장은 스코필드 박사와의 일화를 소개하며, 적극적
으로 나의 운명을 개최하고 외국에 있거나 국내에 있거나 어
디에 있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장민주, 원희주 등 학생 4인에게 스코필드 장학증서를 수여하
였다. 아울러, 내년에는 스코필드 박사 서거 50주년을 맞이하
여, 참가 인원과 규모도 더욱 성대히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9년 4월 24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실에서 서울
대학교, 동경대학교, 대만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님들과의 회

12｜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 수의대 보직교수들과

수의과대학 소식
서울대총장 방문 및 간담회 진행

Junpei Kimura 교수님께서 참석하였다. 이날 서강문 학장님
의 제의로 ToBeST 심포지움을 만들었고 학생 교류와 교수님
들의 교류, 연구활동 교류, 그리고 연례 심포지움 개최에 대해
서 토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2019년 11월 15 ~ 16일에 서울대
학교 스코필드홀에서 첫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북경농업대학의 Jun Han 교수님은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북
경농업대학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로 하였으며 아래 내용을
토의하고 합의하였다.
Purpose of ToBeST Symposium
- Enhance collaborative work between UT, NTU, SNU, and CAU
- Improve Veterinary Education
- Find grant proposal

2019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서
울대총장 방문 및 간담회’
를 진행하였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홍기현 교육부총장, 신석민 교무처장, 강준호 기획처장,

Annual Meeting for Research Symposium

윤의준 연구처장, 서강문 수의과대학장, 수의대 교수 등 40명

- Name: ToBeST Symposium

이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오세정 총장은 학생회로부터 환영

- SNU will be the host University for the 1st ToBeST
symposium.
- It will be held on November.
- The symposium topic will be determined by the Host University
(SNU in 2019).

꽃다발을 받고, 수의과대학 교수진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진
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의 연수원
장과 교수는 화상시스템을 통해 총장과의 간담회에 참여하였
다. 수의과대학 교수진은 총장에게 수의학 교육 지원, 교원 확

- The Participants will pay airfare and lodging by their own

충, ABSL3 인증을 위한 지원, 대학병원 동물진료 지원 등에

expenses, but the host University will pay the meals for the

대해 건의하였고, 총장은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시스템 정비의

participants.

필요성과 교내 구성원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During the symposium, the Dean’s meeting will be held.
- Each University sends at least three professors who can present
at the symposium.

희생 동물을 기리는 수혼제

Student/Faculty/Research Exchange
- Student exchange program was extensively discussed.
- Exchange for clinical rotation program with their specialty and
focusing area between schools will help to each student.
- Dr. Hori mentioned that there is a faculty exchange program
which is managed by UT
- Utilize the fund from Asian University Alliance for the faculty
exchange program
- NTU and UT have been participated in student exchange
program, and would like to extend to other University.

2019년 5월 8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건물 앞에서 수혼
Education Center supported by OIE

제를 개최하였다. 연구와 강의, 실습으로 희생된 동물들을 기

- SiHeung campus was explained by Dr. Lee at the meeting.

리는 수혼제에는 학생, 교수, 보직자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 Dr. Seo proposed to support OIE office in SiHeung campus.

희생 동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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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백 교수는 경과보고를 통해“지난 2006년 AVMA 논의를
시작한 이후 13년 동안 세계 수준의 수의학 교육을 만들어보
려고 노력했다. 교육목표, 발전전략, 교육과정 등을 고도화시
켰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 뿐 아니라 국내 수의 관계자들이 많
은 도움을 줬다”
고 밝혔다. 서강문 학장은“미국수의사회 인
증은 서울대 수의대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임을
명실공히 인증 받은 것으로, 국내 전문직종 중에서도 최초의
업적”
이라며“인증을 터닝 포인트 삼아 세계로 뻗어가는 품격
높은 수의과대학이 되겠다”
고 밝혔다. 미국 수의사회 수의학
교육 인증 획득으로 우리 대학 졸업생들은 미국 진출이 더욱

2019년 5월 17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VMA 인증기념 콜로퀴움’
을 개최하였다. 전국 수의과대학
교수, 국내외 수의학 교육인증 관련 전문가, 교내 구성원 등
102명이 참석하여 미국 수의사회 인증의 의미와 후속 대책을

해군본부 합동 의료 봉사 활동

발표하였다. 김용백 교수는 AVMA 인증 추진 과정에 대하여,

2019년 6월 26일 ~ 28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해군본

임정빈 교수는 전문직 관련 서비스협상 동향과 대응전략에 대

부 합동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하여 강연하였다. 천명선 교수는 수의학 교육의 의미와 수의

대한민국 해군은 2015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의료 소외지역

과대학의 역할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헨리 유 박

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15년 흑산도,

사는 How AVMA Accreditation May Affect Our

2016년 울릉도, 2017년 덕적도, 2018년 강화 교동도에 이어

Professional Life? 으로 강연하였고, 질의 응답 및 토론에서

올해는 제주도 우도에서 수의과대학 교수 2명, 대학원생 3명,

인증 후 교육 내실화가 관건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학부생 17명이 광견병 예방접종, DHPPL 종합 백신접종, 반
려동물 중성화 수술, 소와 말 구충제 투여, 송아지 앞다리 굴
건수축증 치료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미국 수의사회(AVMA) 수의학교육 인증 축하기념식

2019년 6월 10일 호암교수회관에서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

팔라스 임상봉사동아리, 해외 의료 봉사 활동

학 미국 수의사회(AVMA) 수의학교육 인증 축하기념식’
을개

2019년 7월 6일 ~ 19일까지 수의과대학 임상봉사동아리

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교수, 학생, 명예교수, 동문을 비롯

팔라스(PALLAS)는 필리핀 Aklan 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 의

하여 박완주 국회의원과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을 비롯한 수

료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1976년 창립된 팔라스는 한달에

의계 인사들 200여명이 참석하여 AVMA 인증을 축하하였다.

한 번씩 국내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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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에는 해외의 수의과대학과 협력하여 스리랑카, 중국, 캄

기전을 밝혔다. 성제경 교수는“유전자변형마우스 모델을 활

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해외

용하여 질환 관련 유전자의 생체 내 기능을 밝히는 연구를 통

의료봉사에는 수의과대학 윤화영 교수, 팔라스 동아리 학생,

하여 새로운 비만 및 당뇨병 치료제의 발전 가능성을 열게 된

팔라스 출신 동문 등이 힘을 보태어 광견병 예방접종, 중성화

연구로서 그 동안 과기정통부의 지원에 따른“국가마우스표현

수술 등의 소동물 진료와 산업동물 진료 활동을 통하여

형사업단의 마우스 연구 인프라”
를 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연

Aklan 지역의 공중보건학적 증진에 기여하였다.

구 성과를 배출하는 연구 지원을 하게 된 의의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고교생 수의학 아카데미, 190명 고교생 참가

성제경 교수 연구팀, 비만 조절 유전자 발견
2019년 7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성제경 교수와 국내
외 공동연구팀이 지방세포의 에너지 소비 과정에 관여해 비만

2019년 8월 1일 ~ 2일 158개 고등학교에서 190명의 학생

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학계에서

들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고교생 수의학 아카데미에 참가

우수성이 인정되어 생명과학분야의 권위있는 학술지인

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기본 과정 프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로그램’
에는 120명의 학생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참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NAS) 온라인판에 게재되

하는‘심화 과정 프로그램’
에는 7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었다. 대사질환은 서구화된 식습관의 증가로 그 위험성과 발

수의대 소개, 진로, 야생동물의학, 수의응급의학, 농장동물 임

병률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비만 고혈압 및 당뇨병이 이에 해

상 수의사의 역할, 소동물 임상 강연 등 수의학 분야에 대한

당 된다. 최근 지방세포의 에너지 소비 조절이 이러한 대사질

교수님 특강, 재학생들과의 만남, 조별 체험 프로그램, 동물병

환에 관여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으나 명확한 기작은

원 투어, 해부 표본실 투어, 수의학도서관 투어, 수의학의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연구팀은 바이페린 단백질이 지방

Q&A, 즐거운 OX 퀴즈 시간을 가졌다. 수의사를 희망하는 고

세포에서 지방산 산화(Fatty acid-beta-oxidation)과정을

등학생에게 수의학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

저해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조절에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 기회를 줘 수의학 전공 진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

처음으로 밝혀냈다. 이번 연구결과는 바이페린 단백질이 열발

었다.

생을 제어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세포의 지방 함량을 유지하는

동유럽, 미국 대학과의 MOU 체결
2019년 1월 28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부다페스트 대학간의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에
대한 국제 학술 교류 협정을 맺었으며, 1월 31일 에 불가리아
트라키아 대학에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트라키아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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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동물보건최고경영자과정 안내

였다. 학교를 대표하여 우희종 前 학장, 한호재 수의과학연구

서울대학교에서는 동물보건 산업의 진정한 리더십을 완성

소 부소장, 연성찬 서울특별시 야생동물센터장, 이유미 선임

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최고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대학

주무관이 헝가리 및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국제 학술 교류 협

교 동물보건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였다. 동물보건 CEO의

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9년 4월 15일에 미국 루이지애나

인문사회학적 역량 강화, CEO의 경영 역량 강화, CEO의 동

대학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Purdue 대학 수의과 대

물보건 전문성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보다 상세

학과는 Letter of Intent (LOI) 를 2019년 4월 24일 에 체결

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참고 https://vetce.snu.ac.kr/

함으로써 양자 대학간의 학생교류, 연구자 교류의 발판을 마
련하였다
•University of Veterinary Medicine Budapest
(2019. 1. 28.)
•Trakia University Faculty of Veterinary Medicine
(2019. 1. 31.)
•The Louisiana State University School of
Veterinary Medicine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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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응급의료센터 개소식 및 서울
특별시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전자태그 기반 진료시스템 구축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은 2019년 전자 태
그를 이용한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호
자 동선 및 진료 효율을 높이고 있다. 반
려동물 보호자가 동물병원 원무과에 접수
하면, 아래와 같은 전자 태그를 받는다.
전자 태그를 해당 진료실 앞에 두면 수의사가 빨리 알 수 있
고, 반려동물 보호자도 더 편리한 진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019년 3월 28일(목)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원장 황철용)은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센터(센터장 김민수) 개소식 행사

동물병원 헌혈견 및 보호자 초청 홈커밍 파티(예정)

를 주최하였다. 이국종 아주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 강선미

서울대학교 동물병

박사, 송우진 박사 등의 여러 연자들과 귀빈들께서 자리를 같

원은 개원 이래로 수

이 하였으며, 200명이 넘는 일반인과 수의사들이 개소식에

혈을 필요로 하는 응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는 서울특별시가

급 환자를 위한 헌혈

지원하는 유기동물 응급구조 및 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환자 치료, 자연재해

있다. 헌혈견으로 등록할 경우 반려동물의 종합 건강검진 및

/재난 상황에서 소외된 동물의 구조 등 유기동물들의 치료와

철분제와 영양식이 제공된다. 정기적인 헌혈동물의 경우 심장

복지에 있어서 최상위 대응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상충 예방약 3개월 분을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고, 이후
해당 동물이 수혈이 필요한 경우 기증한 만큼의 혈액을 무상
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수의사와 함께 걷는 캠퍼스 산책”

연내 헌혈견 및 보호자 초청 홈커밍 파티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홈페이지의 공지에 올릴
예정이다. (http://vmth.snu.ac.kr/index.do)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홈페이지 리뉴얼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은 2019년 5월 9일자로 홈페이지
(http://vmth.snu.ac.kr/index.do)를 리뉴얼하였다. 기존 홈
페이지에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개편하여 접근성을 향상
2019년 4월 27일(토)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원장 황철용)은 올해

시켜 보호자들에게 좀더 명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로 6년째를 맞이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일부 개편하였다. 일

동물병원 문화교실 행사 전후로만 보여지던 반려동물 문화교

반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수의사와 소통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

실 배너도 상시 운영한다.

견을 수렴하여, 일방적인 강연 방식이 아닌, 여유로운 산책을 하
며 보호자들의 궁금한 점을 상호 소통하며 풀어가는 방향으로 개
편하였다. 이번 본 행사에 40여명의 일반인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시험 행사를 치뤘다. 기존에 2달 간격으로 진행되던 문화교실 중
4월 및 9월 행사를 위와 같은 산책 행사로 진행한다. 반려동물 문
화교실은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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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정
박용호 교수,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장 재선임

과 조교수로 역임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용호 교수가 국
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항생제내성특별

안지완 신임교수, 2019년 9월 1일 부임

위원회 의장으로 재선임됐다. 2017년 2년

안지완 신임교수가 2019년 9월 1일에 서

임기의 의장으로 위촉됐던 박용호 교수는 당

울대학교 수의과대학으로 부임한다. 생명공

해 제5차 회의와 이듬해 제6차 회의를 성공

학 전공 안지완 교수는 1995 ~ 2003년

적으로 주재했다. 항생제 내성 저감을 위한 논의의 진전을

University of Auckland 에서 약리학 학위

이루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2020년까지 이어질 회의

취득 후,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서 박사후

의장으로 재선임됐다. UN 산하 CODEX는 식량농업기구

연구원, 연구원을 지냈다. 2011 ~ 2019년 포항공대 융합생

(FA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합동 식품규격프로그램으

명부 조교수, 부교수로 역임하였다.

로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 188개 회원국과 219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CODEX 항생제내성특

박준원 졸업생,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임용

별위원회의 제2기 의장국으로 선출돼 2017년부터 2020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병리학 학위를 받

까지 4차례에 걸친 국제회의를 이끌어가며 식품으로부터 유

은 박준원 박사가(수의대 03) 강원대학교 의

래될 수 있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논의

생명과학대학 의생명융합학부 종양면역 담

하고 있다.

당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다.

권오경 교수 정년 퇴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권오경 교수가
2019년 8월 31일자로 정년 퇴임한다. 권오
경 교수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오비히로
수의과대학, 북해도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1988년 수의과대학에 부임하였다. 권오경
교수는 동물병원 정형외과 진료와 더불어 수의외과학 강의

조교 신규 및 재임용
임용일

구분
임상
2019. 3. 1.
임상
신규임용
병원(서울)
2019. 4. 1. 재임용 병원(평창)
2019. 5. 1. 신규임용
예방

성명
채형규
김현석
김진욱
최우재
김현중

에 헌신적으로 임하였다. 또한, 권오경 교수는 동물병원 원
장 (1995 ~ 1997년, 1999 ~ 2001년), 수의과대학 학장

2019. 5. 1. 재임용

예방

김은희

담당교실
내과학
외과학
산과학
수의공중보건학
수의미생물학/
수의병리학

(2009~2011년)을 역임하여 동물병원과 수의과대학의 발전
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학생, 수의사, 교직원 모두 권오경 교

직원 인사 이동
2019년 상반기에 전지숙 행정실장을 비롯

수의 명예로운 정년을 축하하였다.

하여 7명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수의과대학

강병재 신임교수, 2019년 9월 1일 부임
강병재 신임교수가 2019년 9월 1일에 서

의 새 가족이 되었다. 아래는 새로 배치된 직
원의 성명, 부서, 주요 업무이다.

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 외과학 교실로 부
임한다. 강병재 교수는 2001 ~ 2007년 서
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사, 2007 ~
2013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박사,
2013 ~ 2014년 서울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 연수연구원,
2014 ~ 2015년 미국 코넬대학교 수의과대학 임상과학부 박
사후연구원, 2015 ~ 2019년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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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호영 선임주무관

부서
동물병원

김민수 주무관

교무행정실

박진원 실무관시보 실험동물실
임태진 선임주무관 서무행정실
전종순 담당관
연구행정실
허성덕 선임주무관

서무기획

주요업무
동물병원 수입대체경비
학생, 장학,
전문연구요원, 수의사관
실험동물 관리
시설 관리, 출입통제 관리
연구비 및 간접비 업무
공간관리, 시설, 기획,
일반 서무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동문소식
오세웅 동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바이오 코리아 2019(BIO KOREA 2019) 행
사 둘째날인 18일 제6회 바이오 코리아 보건산업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하였다. 지난 2014년부
터 바이오 코리아 행사때부터 개최된 이 행사는 보건의료 기술 및 제품개발, 해외 수출 및 거래,
글로벌 진출 및 교류 등 국내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매년 평가해 유공자를 포상한다.
올해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충청북도 도지사 표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등 3
개 분야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16명의 보건산업 분야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보
건복지부 장관 표창에는 △(주)유한양행 오세웅 동문 포함 5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오세웅
동문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바이오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한국보건
산업진흥원장 표창은 △(주)강스템바이오텍 강경선 동문 포함 5인이 수상하였다. 진흥원 관계
자는“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인 보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유공자들을 발굴, 노고를 치하
하는 것이야 말로 새로운 혁신 사례를 탄생·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발전기금
강종일
충현동물병원장
초음파 기기 기증식

2019년 5월 2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
장실에서“초음파 기기 기증식”
을 가졌다. 강
종일 충현동물병원 원장이 서울대학교 동물병
원 응급의료센터 진료 및 임상실습용으로 1억
3천만원 상당의 초음파 기기를 기증하였다. 기
증에 감사드립니다.

박종수 재미동문,
1만달러 기부

2019년 6월 10일 박종수 재미동문이 1만달러를 기부하였
다. 재미 동문 대표로 미국 수의사회 (AVMA) 수의학교육
인증 축하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수의과대학에 1
만달러를 기부하여 주셨다. 이 기부금은 AVMA 인증과 관련
하여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이다. 감사드립니다.

김용민 동문, 1억 기부
총장 감사패 전달식

2019년 5월 2일 서울대학교 총장실에서 1억원을 기부한 김용민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
다. 김용민 동문은 반려동물 전문의약품 업체인 ㈜벨벳의 대표이사로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발
전기금으로 1억원을 투척하였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서강문 수의과대학 학장, 채 준 발전
기금 상임이사, 황철용 동물병원 원장이 기금 투척한 김용민 동문에게 감사패와 고지도를 기념
으로 전해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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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ཆᄣญૠƃ౽ႏጮƂ౽ႏጩᄜ࿖ႅ

ନଣவญဣၖņଣૐൾၯጫႢ์ૠ

์ཆᄣญૠƃ౽ႏጮƂ౽ႏጩᄜ࿖ႅ

Ⴂ౽႔ᆞཱིၕᇫಣૉ૿උోጪำ႖ၙోጪૹൾ૾༊ጩఢઊନႏไନႢဣၖญଣૐ

źછ႖์႔ၕჃญଟભ>ጤཆ์༁ቡ์@ନଣጊᄣญ໙ၕဋጫำ൶ཱጺൃნ>ၷིไ์@༢ತ༌ำნႏ༢ತ༌ำ
ཱጺൃნጱნႏ༢ತ༌ำཱጺଚᇢნำ႖༌ำნႏಬဋಹൽନଣဟཆᄛตତญନଣဟཆᄛตତළ༌ႏ
Ⴃ༊ņ์ႏჾཆ
źછ႖์ཆᄣญૠဋ౽ႏጩᄜ࿖ႃཆ႞ႀ႔ၖဟཆᄛญဣၖጊต༫ಬନႢආཨૠಬ႔ጫಇཆ႞య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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