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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배경

• 우즈베키스탄은 수년 전부터 매우 빠르게 경제가 발전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빠른 경제 성장에 비하여 첨단산업 기술과 의료서비스

등의 사회적 인프라의 발전은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은 '인적 자원 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국제 통합과 사회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 자원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고등 교육 기관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개

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대학의 경영능력과 연구능력을 강화

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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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T 의과대학의목표

• ‘MCT 의과대학’의 목표는 첨단 의료기술을 추구하는 우수한 의과

대학으로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해외의 여

러 대학 및 의료기관과 개방적으로 협력하여 상호 발전과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MCT 의과대학’은 국내외 여러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

고 강화할뿐만 아니라, MCT(Medicine Cluster in Tashkent)에서 추

구하는 고유한 의료교육, 임상훈련 및 연구목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 조직 사이의 적절한 협력과 적극적인 교류 체제를 추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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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T 의과대학의세부목표

Ø 최고의 의료전문가 및 교수진 유치하고, 새롭고 혁신적이며 실용적

인 의료 서비스의 제공 모델을 적용하여 최상의 의료 시스템 개발함

으로써 환자의 진단과 치료의 품질을 높이고 그 비용을 낮추어, 보

다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

니다. 

Ø 이를 위하여, 많은 연구기회와 의료기술의 개선을 통하여 최고의 교

수진과 의료전문자를 의과대학에 유치합니다. 

Ø 또한, 의과대학의 학생에게는 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첨단의 진

료 및 치료 기술을 포함하여 우수한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최신 정보를 접하고 익힐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4



의과대학의교육적인목표

Ø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고 건강 및 웰빙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문제해결 방식 및 분석적 사고를 학습합니다.

Ø 상세하고 세밀한 측정, 정확한 계산 및 분석 등을 통하여 개발된 최적화된 치
료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Ø 데이터 수집과 분석 기술 및 IT를 의료에 접목한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과
이를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의료인을 양성합니다. 

 가상 및 사이버 학습 환경과 컴퓨팅 모델링 및 분석의 기능을 교육합니다.  
의과대학의 학생들은 미래에 이러한 설비를 활용하고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평가하며 원격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 할 것입니다. 

Ø 혁신을 채택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며 생물학자, 엔지니어 및 임상의
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과 상호 협력하는 것을 배웁니다. 

Ø 간호사, 의사, 고급 진료 제공자, 기술자 등이 포함된 팀의 모든 의료전문 집
단의 일원으로 통합된 의료시스템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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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지원 –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2. 충분한 투자 – 최상의 시설

3. 투자에 대한 충분한 수익 구현 – 안정적 재정 구현

4. 커리큘럼과 인증제도

5. 교수진과 지원 시스템

6. 의료 실습 시스템 – MCT 병원과 연계

7. 연구개발 시스템

8. 첨단 교육 및 실습 시설

9. 정보통신과 의료기술의 접목

10. 해외 선진의료기술의 도입 – 협력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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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의구현계획



의과대학
(의료 및 약제)

임상 연구 병리학 연구
관리 조직
지원 조직

교수진
병원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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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구성



구분 개별면적 학생수 전체면적

필요한 면적 총 합계 1,200~2,400 14,860~29,720

기본적인 공간 (강의실, 소회의실, 
대형강의실, 실험실 등)

15 M2 600~1200
(2부제 운영)

9,000~18,000

연구 실험실 1.8 M2 600~1,200 1,080~2,160

운동 및 휴게 시설 0.5 M2 900~1,800 450~900

연구 지원 시설 0.2 M2 900~1,800 180~360

기타 공공시설 1.0 M2 900~1,800 900~1,800

기숙사 12 M2 200~400 2,400~4,800

지원인력을 위한 시설 0.7 M2 1200~2,400 3,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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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건설의기본계획

v학생수는타당성조사를통하여최종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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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기본계획



구분 명세 인원수

교직원 인원

관리
지원
교육 – 전담인력
교육 – 파견인력 (병원 겸직)

전체인원

35
65
150
230

480

학생 정원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과정

전체인원

900~1,800
300~600
약간

1,2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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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및학생정원계획

v학생수는타당성조사를통하여최종결정합니다.



용도 금액

정지 비용 0.4M

건축비 (15,000~30,000M2 x USD700/M2) 11.0~21.0M

감독 및 관리 비용 2.8M

초기 훈련 및 관리비 2.6M

설비 비용 5.2M

Total 22.0~3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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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추산 (USD in millions)

v건축면적(학생수)는타당성조사를통하여최종결정합니다.



연간운전비용 (USD in Millions)
구분 금액

급여 및 복리후생비 6.2~12.2M

후원금 모금비용 0.2M

광고 및 홍보 비용 0.2M

일반관리비 0.2~0.4M

연구지원비용 0.6~1.2M

소모품 비용 0.6~1.1M

학습준비비용 0.4~0.7M

정보통신비용 0.4~0.8M

설비유지비용 0.9M

이자비용 1.0M

운전비용 합계 USD9.8~17.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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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건축면적(학생수)는타당성조사를통하여최종결정합니다.



구분 금액

수업료 13.5~27.0M

연구용역수입 2.0~3.5M

의료실습수입 1.5~2.3M

기부금및기타수입 0.5M

Total Operating Revenue 17.5~3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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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학생수는타당성조사를통하여최종결정합니다.

연간수입계산 (USD in Millions)



Ø 전통적인 의과대학 커리큘럼으로 해부학, 생화학, 약리학, 소아과 등

에 대한  암기와 더불어, 자기 주도적 연구개발을 강조하는 진취적

인 학문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뛰어난 의료인을 양성합니다. 

Ø MCT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은 의공학, 컴퓨터 과학, 인문학 등 관련

학문과 다양한 기술의 융합에 뿌리를 두고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

합형 의료체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Ø 통합형 의료체제로서의 인체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인 의료인이 되

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분석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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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과인증제도



• 의과대학은 우즈벡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진행하는 6 년간의 의료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것은 의학의 과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임상실습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21 세기의 의학과 의료기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6 년제 학부의 의학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최소 360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이후에는 의학박사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 의과대학은 강의, 문제기반 학습, 기능기반 학습, 실습수업, 독립학습, 가

상학습 및 임상훈련을 포함하는 통합 의료 시스템에 기반하는 커리큘럼

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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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의기본원칙



• Anatomy Embryology I &  I
• Biochemistry I& II
• Biophysics and medical physics

• Cell and Molecular Biology
• Physiology I

• Medical Informatics and Biostatistics

• Behavioral Science.

• Deontology.

• Medical Bioethics

• Foreign Languages

• Sports

• Summer Practice – 여름방학(2주간, 30시간/주)

• Optional Discipline

• Romanian Language – 외국 유학생 필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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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 제1학년 (1, 2학기) 



• Anatomy

• Genetical Embryology

• Topographic Anatomy
• Parasitology

• Genetics

• Physiology II&III

• Microbiology I& II
• Virology

• Histology I&II

• Medical Psychology

• Foreign Languages

• Sports

• Summer Practice – 여름방학(2주
간, 30시간/주)

• Optional Disciplines

• Medical Pedagogy

• Romanian Language – 외국 유학
생 필수과목

• Medical Sociology

• Educational Psychology

• Pedagog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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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 제2학년 (3, 4학기) 



• Pathophysiology I&II

• Medical Semiology I&II

• Pharmacology I&II

• Morphopathology I&II

• Surgical Semiology I&II

• Immunology

• Summer Practice – 여름방학(2주간, 30시간/주)

• Optional Disciplines

• General immunology

• Sanogenetic Education

• Pedagogy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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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 제3학년 (5, 6학기) 



• Internal Medicine I&II
• Orthopedic and Grammatology
• Surgery I&II
• Plastic and esthetic surgery
• Intensive Care Unit(ICU Medici
ne) and Emergency I&II

• Disaster Medicine and radiopr
otection

• Infant care
• Health Insurance
• Nephrology
• Radiology
• Urology

• Hygiene

• Traditional Medicine

• Molecular Pathology

• Summer Practice – 여름방학(2주간, 
30시간/주)

• Optional Disciplines

• Modern methods of Morphophysi
ologic exploration

• Tropical Diseases and Hygiene

• Medical Imagistics

• Clinical Biochemistry
• Clinical Pharma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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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 제4학년 (7, 8학기) 



• Internal Medicine III&IV

• Stomatology (Dental care)

• Neurology

• Pediatrics I&II

• Pediatric Surgery and Orthope
dics

• Ophthalmology

• Oncology I&II

• Endocrinology

• ENT (Ear, Nose&Throat)

• Clinical genetics

• Medical electrotechnics

• Pneumology

• Summer Practice – 여름방학(2
주간, 30시간/주)

• Optional Disciplines

• Pediatric Neuropsychiatry

• Homeopath

20

커리큘럼 – 제5학년 (9, 10학기) 



• Obstetrics and Gynaecology

• Psychiatry

• Dermatology

• Family Medicine I& II
• Surgery and internal medicine

• Emergencies I&II

• Legal Medicine

• Haematology

• Infectious Diseases

• Epidemiology

• Public Health

• Cardiology and Rheumatology

• History of Medicine

• Summer Practice – 여름방학(2
주간, 30시간/주)

• Optional disciplines

• Medical services economy

• Esthetic Surgery

• Sanitary unitary Manageme

• Medicin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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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 제6학년 (11, 1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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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 병원관리직을위한 4년제



• 레지던트, 인턴은 의과대학의 대학원생으로 간주됩니다. 

• 또한, MCT 의과대학 이사회의 인증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추가교육을 이

수하여야 합니다. 

• 레지던트는 필요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한 전문분야 내

에서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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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이수이후의교육및훈련과정

Vision: MCT는 GME(Graduated Medical Education)를 이수한 이후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l MCT 병원에 인턴 및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이수

l 외부 병원에 전문의로 취업;

l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한 국가 의료기관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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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이수이후의교육및훈련과정



• MCT 의과대학은 의과대학의 기본과정(6년제)을 이수하는 900~1,800명의
학부학생, 300~600명의 대학원생(인턴, 레지던트) 및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목적으로 하여 엄선한 소수의 박사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 각각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Medical Students: 의과대학학부생으로광범위한기반교육환경을제공하기위한 6
년간의커리큘럼을교육하고, M.D. 학위를수여합니다.

– Interns and Residents: 의과대학은적극적인대학원의학교육 (GME) 프로그램을지원
합니다. 

– Academic Graduate (Ph.D.) Students: 연구중심의과대학으로서의학교비전을뒷받침
하기위하여의과대학내에의학박사과정을개설합니다.

• 각 과정을 교육하기 위한 의과대학 교수진의 규모, 즉 학생수 대비 교수진
의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M.D. students의경우à 3.5(학생):1(교수)

– Interns and Residents의경우à 10(인턴/레지던트):1(교수)

– Ph.D. students à 18.7(박사과정이수자):1 (교수)
25

의과대학운영방안



MCT 의과대학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주요 수입원은 다음과 같은 4 개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수업료: MCT 의과대학의 학부학생, 대학원학생 및 박사과정이수자의 1 인당 수업료는

다음과 같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 학부 학생 à USD14,000/년

• 대학원 학생 à USD3,000/년

• 박사과정 이수자 à USD3,000/년

2. 대학의 연구용역: 교수 및 학생들이 국가, 기업 또는 병원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비용

중에 의과대학에 귀속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3. 의료실습 수익: 대학원학생들이 병원(MCT 병원 포함)에 의료(실습)지원을 수행하는 대

가 중에 의과대학에 귀속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4. 기부금 또는 국가지원: MCT 의과대학에 대한 개인 또는 기업의 기부금과 국가의 지원금

을 말합니다.

5. 기타 수익: 학술회의 개최, 기부금의 운용수익 등 특별한 수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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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T 의과대학의 건립과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점적

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좋은 시설과 환경: 교수초빙, 학생모집 및 뛰어난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하여 좋은 시

설과 환경은 매우 증요한 요소이므로, 최상의 기획과 설계가 필요합니다.

• 뛰어난 교수진의 초빙: 국내외로부터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최상의 교육, 연구

및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 정부의 관심과 지원: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초로 구현하는 첨단병원과 연계하는 의과

대학으로 정부의 관심과 제도적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MCT 병원과 협력체제: 공통된 목적을 갖고 설립하는 MCT 병원과 긴밀하고 유기적

인 협력체제를 구성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해외 협력 체제 구축: 한국 등 선진의료국가의 병원 및 의과대학과 연계하여, 교수진

의 교환, 원격교육은 물론이고 교환학생 제도도 도입함으로써, MCT 의과대학의 교육

이 최상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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