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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대, 5위는 옥스퍼드대였다. 국내에서는 서울대(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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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로 재창조 사업 후원자 2만 명 돌파
사상 최대 인원 참여 … 1천억 원 이상 모금

04

또한 미주총동문회, 북가주지회, 남가주지회, 뉴욕지

백양로 재창조 사업은 친환경 그린캠퍼스 조성, 연세

회 등의 기관들이 미국에서 힘을 보탰고, 올해 재상

의 새로운 문화융성을 위한 공간 창출과 더불어 장기

봉 행사 대상이었던 61학번 정외·경영·상학·경

적으로는 학교의 교육과 연구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

제·생물학과 동문들이 단체기부에 참여했다. 더불어

이다. 백양로 재창조 사업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사업이 완료된 뒤에도 모금은 지속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백양로 재창조 사업’ 모금에 2만

주요 기부자로는 박삼구 회장, 우리은행, IBK기업은

YES, 여자동창회, 정외과 59·81학번, 학부모대학

명 이상이 참여해 기부금이 5백억 원을 넘어섰다. 각

행, 김병철 회장, 한국정보통신, 라제건 회장, 곽정환

5~7기, 공학원 최고위 49기, 우리은행지회, 미래원

종 편의시설 사용자 기부금까지 합하면 모두 1천억 원

회장, 학부 25주년 재상봉 83~86학번, 이무헌 회장,

골프CEO 1~2기, 백양회 등이 기부했으며, 그밖에도

김상준 대외협력처장은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이나

이상에 달한다. 동문, 교직원, 학부모들이 개별 또는

KT텔레캅스, 오영수 회장, 허동수 회장, 이연배 회

약 66개 단체가 모금에 동참했다.

이미 참여한 분 가운데서도 더욱 힘을 보태고자 하는

단체, 가족 등으로 참여해 “연세 모금 사상 최대인원

장, 김명준 회장 등이 있다. 1억 원 이상 기부자 모임

분들께서는 많이 참여해주기를 당부 드린다”면서 “마

참여”라는 새로운 기부역사를 쓰고 있는 셈이다.

인 <백양클럽>에는 현재 100여 명이 가입되어 있다.

지막까지 애정으로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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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트홀 연세, 무재해 목표달성상 수상

제1공학관 남북윙 봉헌식 개최

백양로 현장도 무사고, 빈틈없는 상시점검체계 유지

확장공사로 공과대학 공간수요 충족 기대

금호건설이 시공 중인 금호아트홀 현장이 지난 7월

철저한 공사일지와 일일 출역일보 작성을 통해 엄격한

제1공학관 남북윙(확장공사) 봉헌식이 지난 7월 29일

연면적이 8,691평으로 확장됐다. 또한 노후화된 기존

1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목표달

인증기준을 통과했다.

오후 2시 제1공학관 정문에서 개최됐다. 공과대학 확장

건물 전면의 입면 개선 공사를 함께 시행해 새로운 공과

공사는 부족한 공간으로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공과

대학 건물을 선보이게 됐다. 내부에는 44개의 교수실,

성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8월 28일 착공해 현재 공정
률 85%을 보이는 금호아트홀은 지하 3층, 지상 1층

현재 국내에서는 하루 249명 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

대학의 숙원사업이다. 이날 봉헌식에는 정갑영 총장,

31개의 연구실 및 행정공간 등을 조성해 공과대학에서

으로 이뤄진 클래식 전문 공연장(390석 규모)으로 건

고 있다. 특히 백양로 공사는 학교 중심에서 이루어지

신현윤 교학부총장, 박진배 행정대외부총장, 교무위원,

효율적인 공간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설된다.

고 있어 최선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2013년 8월 착

공대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증축을 축하하고 공과

공한 한화건설 백양로 현장도 무사고 안전관리를 이루

대학의 발전을 기원했다.

정갑영 총장은 “교육과 연구 공간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

아트홀 현장은 안전펜스를 클래식 공연자들의 연주모

고 있으며, 백양로 건설사업단, 시설처, 감리단과 함께

었던 교수와 학생들에게 이번 증축 공간이 숨통을 틔우

습으로 꾸미는 등 공사 초기부터 눈길을 끌었다. 착공

빈틈없는 상시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백양로 재

제1공학관 증축 계획 중 1단계로 시행한 남북윙은 연건

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중앙 타워동까지 완공되면

이후 한 건의 경미한 사고도 없이 원활히 진행됐으며,

창조 사업 건설은 9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평 1,452평, 지상 6층의 규모로 증축되어 제1공학관의

부족한 공간 수요를 웬만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 총장은 “백양로 재창조 사업이 완공되면 공
과대학 앞에 휴게공간이 어우러진 계류정원이 들어서
고 각양각색의 나무들이 심어져 계절별로 특색 있는 경
치를 선사하게 될 것”이라며 “공과대학은 교육과 연구에
지친 공학인들이 심신의 위안을 얻는 연세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재해 달성 인증서를 받은 금호건설 김성훈 현장소장(좌)과 임홍철 백양로 건설사업단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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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50년 만의 명예졸업장

세계 최대 MOOC 플랫폼
코세라 회장과 교류 · 협력 미팅

기업 경영인으로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두 기관의 사업 비전 공유, 협업 방안 마련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이 지난 8월 6일 오후 3시 본교 총

력처장, 고애란 생활과학대학장, 김태연 건축공학과장

정갑영 총장이 지난 7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본

코세라는 온라인 무료 교육 강좌를 제공하는 글로벌

장실에서 명예졸업증서를 수여받았다.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 회장의 졸업을 축하했다.

관 소회의실에서 세계 최대 MOOC 플랫폼인 코세라

무크(MOOC) 플랫폼으로 2015년 7월 기준 우리 대

(Coursera)의 다프네 콜러(Daphne Koller)회장과

학을 비롯해 스탠퍼드대, 예일대, KAIST 등 전 세계

파트너십 미팅을 가졌다.

122개 명문 대학 및 기관들이 참여해 1,072개의 강좌

1963년 3월 이공대학 건축공학과에 입학해 1966년 2월

정 총장은 “우리 대학은 진리와 자유의 기치 아래 세계적

까지 수학한 김 회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위를 수료

인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사명인데 연세의 정신을 사회

하지 못한 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러나 학교를 떠난

에 실천하는 분에게 학위를 드리게 되어 정말 경사스럽

우리 대학은 지난 2014년 9월 코세라와 콘텐츠 제공

가운데 우리 대학은 경영학과 장대련 교수의 ‘Inter-

뒤에도 기업 경영인으로서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 발전

다”며 “이번 명예졸업장 수여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협약을 체결한 이래 현재 2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

national Marketing in Asia’ 강좌와 전기전자공학

에 크게 공헌하고, 연세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

좋은 선배를 배출하게 됐다”고 축사했다.

다. 이번 미팅에서 정 총장과 다프네 콜러 회장은 두

과 정종문 교수의 ‘Emerging Technologies Spe-

기관의 MOOC 사업 경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추후 협

cialization’ 강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로를 인정받아 명예졸업장을 받게 됐다.
이에 김 회장은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08

총장실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김 회장의 가족들을 비롯

유학길을 선택했다”면서 “학교를 떠난 지 50년 만에 졸

해 정갑영 총장, 신현윤 교학부총장, 박진배 행정대외부

업장을 받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감사의 뜻을 전

총장, 정인권 교무처장, 조재국 교목실장, 김상준 대외협

했다.

를 운영하고 있다. 약 1,400만 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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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무악로타리클럽 회원
총장 초청 만찬

이과대학 창립 100주년 기념
산·학·연 동문 CEO 초청 특강

회원 기부액 95억 원 … 다방면으로 학교 지원

자랑스러운 동문들의 성공담을 한자리에서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무악로타리클럽의 총장

처장,이두원 미래교육원 원장 등이 참석해 서울무악로

이과대학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산업계, 학계, 연구

진다”는 주제로 제2회 특별 강연을 열었다. 사모펀드

초청 만찬이 지난 7월 14일 오후 6시 총장공관에서 진

타리클럽 회원들을 환영했다.

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CEO들을 초

라는 다소 이색적인 분야에서 성공한 유 대표는 2008

청해 그들의 성공과 실패담을 진솔하게 듣고, 각 CEO

년 세계 경제 위기 등 다양한 경제 문제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행됐다. 1995년 방우영 당시 총동문회장을 초대회장
으로 추대해 우리 대학교 학부 출신 동문 163명이 설

정갑영 총장은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은 학교를 가장

종사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특강 시리즈를 마

립한 서울무악로타리클럽(회장 유재훈)은 다방면으로

많이 성원해주는 동문단체”라며 “회원들의 성원 속에

련했다.

모교의 발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동문 단체다.

큰 사업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교육 및 혁신 프

회원 기부금액만 95억 원에 달하는 서울무악로타리클

두 차례의 강연 모두 우리 대학교 학부생과 대학원생

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제1회 특별 강연의 주인공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을 비롯해 많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전했다.

신용현 원장(물리학과·79학번)이었다. 그는 “Better

마무리됐다. 박승한 이과대학 학장은 “이과대학은 지

Standards, Better Life”라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슬

난 100년간 산·학·연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 과학

럽은 모교에 대한 기부뿐 아니라 재학생들을 위한 장
학사업을 지원해 왔다. 또한 국내 지역아동센터는 물

이에 유재훈 서울무악로타리클럽 회장은 “백양로 사업

로건을 주제로 지난 6월 5일 삼성학술정보관 장기원 국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문들을 많이 배출해 왔

론 일본, 필리핀, 태국의 클럽들과 결연을 맺어 후원하

이 진행되는 현장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무악

제회의실에서 여성으로서 연구원 원장이 되기까지의 여

다”며 이과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는 등 국내외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로타리클럽이 올해 20주년을 맞아 임기 내에 회원 기부

러 에피소드와 여성 과학자로서의 삶을 소개했다.
이과대학은 올해 하반기에 동문 CEO 특강을 서너 차

액 100억 원을 돌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만찬에는 정갑영 총장을 비롯해 신현윤 교학부총

지난 7월 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케이스톤파트너스

장, 박진배 행정대외부총장, 한정호 사회과학대학장,

유현갑 대표(수학과·87학번)를 초청해 “꿈은 이루어

례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조재국 교목실장, 정인권 교무처장, 김상준 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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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선수
모교 방문해 금메달 기쁨 나눠

연세 콘서트콰이어,
이탈리아 국제 합창대회 그랑프리 수상

“연대의 이름으로 우승해 더욱 자랑스러워”

클래식·비클래식 합창 부문 모두 압도적 1위

체조요정 손연재 선수(스포츠레저학과 3학년)가 지난 7월

7월 21일 크로아티아로 출국한 손연재 선수는 7월 불가

우리 대학 합창단 연세 콘서트콰이어(지휘 김혜옥)

지하며 교황청 초청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기념

20일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교를 방문했다.

리아와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기량을 발휘한 뒤,

가 이탈리아 고리치아에서 열린 ‘제54회 세기치

연주를 하기도 했다. 경연 후 진행된 갈라쇼에서는 경

9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

(SEGHIZZI) 국제 합창 경연대회’에서 그랑프리 대상

연곡들과 함께 아리랑(정종열), 옹헤야(조혜영) 등 우

전할 예정이다.

을 수상했다.

리나라 전통 멜로디를 선보여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이

손연재 선수는 지난 6월 ‘제7회 리듬체조 아시아선수권대

끌어냈다.

회’ 개인종합 우승에 이어 7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리
듬체조 3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서 연
세 콘서트콰이어는 클래식 합창 부문과 비클래식 합창

연세 콘서트콰이어는 1964년 한국 합창분야의 1세대

크로아티아 전지훈련 출국에 앞서 총장공관을 방문

부문 모두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기록한 뒤 여

주자인 곽상수 명예교수에 의해 창립되어 반세기 이

한 손연재 선수는 정갑영 총장에게 유니버시아드에

세를 몰아 최종 그랑프리 우승을 거머쥐었다. 또한 다

상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음악을 알려왔다. 현 지휘자

서 입은 유니폼을 직접 선물하고 “연세대학교의 이

성 종교음악 특별상과 베스트 프로그램(레퍼토리)상까

인 김혜옥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교수는 2006년부터

름을 걸고 출전한 경기에서 승리해서 더욱 기쁘다”며

지 함께 받았다.

콘서트콰이어의 지휘를 맡고 있으며, 특히 2008년부
터는 교육 및 문화교류를 위해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갑영 총장은 “손연재 선수는 우리 대학의 자랑”이라며

연세 콘서트콰이어는 지난 7월 11일 이탈리아 로마에

아, 미국, 일본 등지에서 활발하게 국제 연주 프로젝트

서 개최된 ‘무지카 사크라 콩쿠르’에서 종합 2위를 차

를 진행하고 있다.

“남은 대회에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왼쪽부터 여인성 체육위원장, 변혜란 입학처장, 손연재 선수, 정갑영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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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제하계대학 성황리 개최
수준 높은 다양한 강의로 타 대학과 차별화

학생의 약 3분의 1이 수강할 정도로 인기리에 진행됐
다. 수강 학생들은 “완성도 높은 다양한 한국 영화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동시에 즐거움까지
얻을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매년 여름 신촌 캠퍼스에서 해외대학 재학생을 대상

스 프린스턴 대학 교수, 데이비드 강 서던캘리포니아

으로 6주 동안 이루어지는 연세국제하계대학(Yonsei

대학 교수가 초빙됐다.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기업 문화 체험
연세국제하계대학의 꽃인 ‘Korea Summer Intern-

International Summer School, YISS)이 성황리
에 마무리됐다. 국제처 국제교육센터는 학생들의 수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전 미국 국가안보회의 아

ship Program’도 일반 교육과정과 함께 성공적으로

요가 높은 강의를 사전 조사해 약 100개의 강의를 다

시아담당 국장)는 “YISS는 여러 국적 출신의 학생들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대학 재학생이 한국 기

양한 분야에서 개설하고, 한국학과 동아시아학 관련

이 다양한 관점에서 해당 이슈에 접근할 수 있으며 평

업과 연구원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한국 기업의

교과목을 대폭 늘려 본교 국제하계대학만의 차별성을

균적으로 아주 수준 높은 학생들이 참여해 밀도 있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됐

운 이미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연구 인턴십에 참여한

강조했다.

수업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세대

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현대건설, 로엔엔터테인

정인재(옥스포드대학 생명공학 전공 1학년, 진화 나노

국제하계대학의 전체적인 교육과정과 교수진 및 행정

먼트, 우리은행을 포함한 19개의 주요 기업과 아산정

연구단) 학생은 “생명공학 분야를 더 넓은 시야에서 바

시스템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의 인

라볼 수 있게 되었고, 남은 대학생활을 한걸음 더 준비

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프린스턴대학, 옥스

된 자세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괄목할 만한 수업은 미국 명문대에서 동아시아학
전문가로 알려진 교수를 초청해 한·중·일 3국의 정
치·경제·국제관계 및 안보 관련 주요 현안들을 다루

한류 열풍으로 올해 외국인 학생들에게 가장 큰 주목

퍼드대, 뉴욕대 등 다양한 명문대학교 출신의 학생들

는 ‘모던 아시아(Modern Asia)’ 세미나 강의였다. 올

을 받았던 과목은 스티븐 정 프린스턴대학 교수의 ‘코

이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리 대학의 우수

DMZ 투어 등 특별 이벤트 마련

해는 빅터 차 조지타운 대학 교수, 크리스티나 데이비

리안 씨네마(Korean Cinema)’로 이번 국제하계대학

한 연구 환경을 경험했다.

한편 국제하계대학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 이벤
트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7월 31일에는 비무장지대

한국의 글로벌 기업 중 하나인 KDB에서 인턴생활을

(DMZ) 투어를 진행해 임진각, 제3터널, 도라 전망대,

한 김수성(뉴욕대학 회계학 전공 2학년) 학생은 “인

파주 프로방스 마을 방문 등을 돌아보며 참가 학생들이

턴십을 통해 한국 금융권의 성장과 비전에 대해 자세

한국의 특수 상황을 비롯해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

히 살펴볼 수 있었고, 직원들이 서로 협동하며 소통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교육센터의 지원으로 7월

는 기업문화를 경험하면서 한국 사회생활에 대한 새로

25일과 26일 신촌에서 열린 ‘제3회 물총축제’에 참여
해 무더운 날씨를 잊은 채 수업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985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연세국제하계대학은 올해
로 30주년을 맞이했다. 그간 한국의 국제교육시장을
압도적으로 선도하며 명실상부 아시아 최고의 여름 프
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30주년을 계기로 연세국제
하계대학은 국내 타 대학의 여름 프로그램과 차별화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세워 제2의 도약을 위
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14

15

YONSEI NEWSLETTER

Vol.584

Dean’s
Leadership

창의적 인재양성을
도모하는
인문예술대학

인문예술대학은 2007년
문리대학이 인문예술대학과
과학기술대학으로 분리되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와 학과에 대한 소개를
연혁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예술대학

오영교 학장

학의 인문학부와 아날로그·디지털을 둘러싼 모든 개
념들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학문인 산업디자인학, 시각
디자인학, 디지털 아트학의 디자인예술학부로 구성되
어 있다. 이로 인해 타 대학에서는 보기 힘든 인문과 예
술의 전문화된 전공교육 및 두 분야가 접목된 학제간

연희전문학교에서 문·사·철의 전공을 통해 종합대학

연구와 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의 면모를 갖춘 것처럼 원주캠퍼스도 초기부터 문학·
사학·철학과 수학·물리·화학·생물이라는 기초학과

인문예술대학은 풍광이 뛰어난 원주(매지)캠퍼스에서

인문예술대학은 2015학년도 4월 1일 현재 모두 34명

들이 개설되었다. 따라서 인문예술대학은 출발부터 문

‘매화낙지형’이라는 명당 위에 건립된 아담한 건물, 청

의 전임교수와 94명의 대학원생, 1,548명의 대학생들

과대학의 학문적 틀과 교육방법의 연계 여부에 많은 관

송관에 위치하고 있다. 학생들은 건물 정문에서 보이

이 소속되어 연세 원주에 맡기어진 교육과 연구, 사회

심을 쏟았다. 특히 연세의 이념 계승을 위해 연세의 상

는 백운산과 치악산 자락, 그리고 매지호수와 독수리

봉사의 사명을 계승하고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징적 인물인 윤동주의 나라사랑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상을 통해 인문예술학도로서의 ‘호연지기’를 기르고

위한 기념사업이 추진되었다. 윤동주시비 동산을 조성

있다.

하고 2001년부터 매년 전국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윤

본 대학은 2007년 문리대학이 인문예술대학과 과학기

인문예술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은 무엇입니까?

술대학으로 분리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대학의 구성원

동주 백일장을 개최하고 있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
생의 토지문학관이 학교 근처에 건립되었을 때 원주캠
퍼스 인문계열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여 운영체제가 안

들은 일제하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지키던 연희문과의

연세가 지향하는 인재는 창의적 발상과 도전적 탐구정

정되도록 힘써 도왔다. 이후 2011년에는 박경리 선생

국학 전통(동서고근의 화충)을 계승하고 연세 교육이

신이 충만하고 공공선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를 지닌

의 생명사상과 문학 업적을 기리기 위해 대학 내 ‘토지

념의 지역적 확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

인간형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본 대학에서는 세계화 시

북카페’를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평소

이 노력하여 왔다. 1978년 연세의 동쪽 날개로서 원주

대에 부흥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인문적 사유

박경리 작가가 즐겨 찾으며 강의하던 대학 오른쪽 뜰에

캠퍼스가 설립되고 1981년 영어영문학과, 이듬해 국어

와 예술적 직관을 갖추고, 인문학적 통찰력과 조형적

표지석을 세우고 문학비를 건립하여 ‘생명의 뜰’로 명명

국문학과가 각각 신설되었다. 1984년 원주대학이 문

구상력을 겸비하여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하였다.

리대학과 경법대학으로 분리되는데 이 문리대학이 인

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문예술대학의 모체가 된다. 1989년 사학과(현 역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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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예술대학의 활동상황,
특히 연세 학풍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사업에 대해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학문인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역사문화학, 철

2003년 원주캠퍼스 특성화계획에 따라 설립된 근대한

화학과)와 1991년 철학과가 신설되었고, 이상의 4개

인문예술대학은 인문학과 디자인학이 결합된 국내 유

국학연구소는 신촌의 국학연구원과 달리 특별히 ‘근대’

학과와 교양교직과가 인문학부로 개편되었다. 2001년

일의 단과대학체제를 기반으로 이미 수년간 인문-예

라는 특정 시기를 전문적·집중적으로 다루며 학술연

원주캠퍼스의 특성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산업디자

술적 사고와 표현 능력의 함양이라는 교육목표를 수행

구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연세근대한국학총서”는 역

인 전공이 신설되었고, 2002년 산업디자인학과 시각

하기 위해 인적·물적 토대를 구축하여 왔고 두 분야가

사와 문학부분에 걸쳐 101권을 간행하였는데 우리나라

디자인학과로 분화된 후 이를 모체로 디자인학부가 조

접목된 학제간 연구와 교육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육과

한국학분야를 대표하는 학술서적으로 평판이 높다.

직되었다.

정을 통해 지향하는 바 고전 학습과 체계적인 어학 탐
구, 실기 능력에 바탕을 둔 논리적 사고와 표현능력을

원주캠퍼스의 지역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사회

2007년 출범한 인문예술대학은 인간·사회·국가의

길러 궁극적으로 기초가 튼튼한 21세기형 융합인재가

에 기여하는 학술활동도 적극 이끌었다. 먼저 연세대학

본질을 이해하고 설계하며 문화와 언어의 연구를 추구

양성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교 원주박물관은 연세대학교 중앙박물관과는 별개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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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를 비롯한 중부 지역의 주요 문화재 발굴 사업을 진행

과 공학, 경영학, 인문학이 협력하여 총 인원 31명의 교수

정 위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문

을 충실히 구성하여 이들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

하여 선사·고고문화의 흔적을 복원하여 지역의 거점 박

가 헬스케어디자인, 에코문화디자인세미나 등 통합 스튜

화예술대학원(특수대학원)’의 개설을 모색하고 있다. 이

다.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문학 학예사, 문화재 관리사,

물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대학에서는 매지학술연구소

디오 6개 과목 개설하여 570명의 학생을 교육하는 성과

는 원주가 한국관광공사의 원주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TESOL Certificate Program에 대한 지도와 교과목 운

(근대한국학연구소 전신) 시절인 1998년부터 지역학으로

를 이루었다. 이 같은 창의적이고 현장중심적인 교육의 주

관광 1번지로서의 위상강화가 모색되고 있으며 문화콘

영, 현장학습을 적극 시도할 예정이다.

서 ‘원주학’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의 역사전통

요 성과로서 디자인예술학부의 학생들이 2013년도 디자

텐츠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지역의 실정에

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주민들의 자긍심 고양

인분야 세계 3대 공모전으로 불리는 IDEA, Red Dot, lF

부응한 방안이기도 하다. 도시브랜드 디자인, 도농복합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에서 모두 입상하였으며, 대한민국 인포그래픽 어워드 최

생태문화도시 콘텐츠의 개발사업, 인문도시 조성사업과

우수상, D2B디자인페어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유네스코 창의 문학도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인

원주캠퍼스 창립 35주년이 되는 2013년부터는 연세인문

예대 교수들의 역량이 최대한 결집된다면 설계와 운영이

학센터를 통해 지역민과의 교감과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연세원주시민강좌와 인문 리더쉽 강좌를 통해 인문학의
향기를 퍼뜨리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인문 리더십을 배양
한다는 목적으로 대학교회와 대형 강의실, 그리고 원주시

인문예술대학의 비전이나
발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의 백운아트홀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다. 벌써 4기째 진

인문예술대학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정체성을
아울러 졸업생들의 진로 설정과 취업률 제고를 염두에

형성하고 기초 학문에 대한 교육 외에 대학의 교양교육

두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대학 차원에서

과 이념을 담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유로운 사유

인문·디자인 계열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스타

를 전제로 한 학문적 성향 때문에 인문예술대 교수들의

행된 본 강의에는 각 분야의 명사와 인문예술대학 교수들

인문예술대학이 단일대학으로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

트업 산업분야와 문화 관련 산업분야의 산업동향, 채용

단합력은 꽤 높다. 회합과정에서 학문적 진지함, 삶의

이 연사로 참여하여 격조높은 교양강좌로서 지역민들에

는 ‘인문학-디자인학’의 교집합 영역을 전집합화시키는

직군, 채용기준, 유관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충

담론은 물론 시조창이 연주되고 흥이 넘치는 친밀감이

게 커다란 사랑을 받고 있고 연세대학교에 대한 깊은 신뢰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학과가 소규모의

하며, 인문·디자인계열 연계분야 네트워크 강화를 통

과시되기도 한다. 같은 길을 걷는 학자이자 동료로서의

를 쌓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5년에는 RC프로그램의 연

인원으로 구성되어 교육·연구 외에 학교행정과 대외 국

한 산학협력 능력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동문멘토단

유대감이 곧잘 표출된다. 매달 학과별로 주관하여 개최

장으로 1학년 학생 및 수강 가능한 학부형들에게도 강의

책연구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CK사업에 국어

되는 교수 콜로키어가 그 중의 하나이다. 이는 교수들

를 개방하였다.

국문학과(근대한국어문학 사업단)가 선정되었고, 역사문

의 연구 수월성을 높이고 인예대 공통의 지향점을 점검
하고 인화를 증진하기 위한 모임이다.

화학과는 대학원 육성프로그램인 BK사업에 선발되어 3
디자인예술학부에서도 지역 핵심 산업인 의료기기 분야

년차 사업을 진행 중이며 크고 작은 한국연구재단과 학술

디자인에 적극 참여하고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기반

진흥재단 과제를 진행하고 있어 학과 교수의 규모에 비해

인문예술대학은 그간 수많은 국가 연구과제를

디자인 사업을 시행하여 산학협력차원에서 지역과의 연

사업진행에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

수행하여 연세인문예술학의 위상을 드높였

계를 모색하고 있다.

울러 정원조정이 전제된 CK사업에 대응하여 대학의 특

고 근대한국학연구의 메카로, 그리고 원주

성화, 정원 조정의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학 연구의 산실이자 인문학센터, 에코문
화디자인 연구소를 통한 지역사회에 대

2007년 이후 연세디자인 콘테스트가 진행되었다.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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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학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산업계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연세대학교 원주

이에 대해 학과장 협의체를 통해 본 대학의 역량강화를

한 재능기부를 통해 ‘소외된 개인의 세

캠퍼스의 이미지 제고와 발전적 디자인 예술분야 특성화

위한 프로그램과 대응책을 모색하고 새로운 교육환경과

상’이 아닌 ‘서로 함께 공존하는 세상 만

사업을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 2015년의 경우 총

수요에 따른 기구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우선 인예대

들기’에 공헌해 왔다고 자부한다. 이제 우

2,406명의 고교생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디자인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융합논리를 강의와 프로그

리 인예대 구성원들은 이곳에 캠퍼스를 건

예술학부가 중심이 된 융합디자인프로그램인 에코문화융

램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인문·예술고위자 과정’을 준비

립하고 연세교육 이념을 확산하려 했던 선각

합디자인 연계전공은 ‘의료, 건강, 생명 중심의 통합적 문

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

자들의 열정과 사명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지

제해결 능력을 가진 디자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디자인학

는바 기존 인문학센터를 통한 지역과의 네트워크 조성과

청송관

반추하고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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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로 새 건물, 광장,
설치물에 예쁜 이름을 붙여주세요

창립 130주년을 맞아 새롭게 창조되는 백양로에는 전에 없던 입체공간과 설치물이 들어섭니다.
백양로 지상과 지하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요 공간과 설치물 이름짓기에 연세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백양로에 여러분의 멋진 기억을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연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당선작에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새로운 이름이 필요한 백양로 주요 공간 명칭
(A) 백양로 지하구조물 전체를 포함하는 이름
다른 대학의 사례로 이화여자대학교는 ECC(Ewha Campus Complex)로, 고려대학교는 중앙광장과 하나스퀘어
로 각각 명명했습니다. 글로벌 홍보 전략으로 외국어 이름도 환영하며, 발음하기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B) 지상 잔디광장
구분

(B) 지상
잔디광장

응모 자격
연세대학교 재학생, 교수, 직원, 동문

기능

명 칭 (가칭)

내용

B-1 중앙도서관 앞

진리광장

중앙도서관 앞 / 진리탐구의 의미를 갖는 집회광장

B-2 독수리상 주변

독수리광장

독수리상 주변 만남 및 휴게 공간

B-3 분수대 주변

자유광장

분수대 주변 만남 및 휴게 공간

B-4 주출입구

동문광장

주출입구 선큰, 야외 집회 및 리셉션 공간으로 활용

B-5 아트홀 상부

문화광장

아트홀 상부 / 야외강의 및 야외 전시 공간으로 활용

B-6 한글탑 주변

한글광장

한글탑 주변 휴게 공간

B-7 공대 앞

미래광장

공대 앞 휴게 공간

B-8 의료원 방향

사색광장

정문과 의료원 사이 공간 잔디 광장

시상내용
[ 새로운 이름 부분 ]
당선작: 상장 및 상품권 50만 원 상당 (0명)

응모 방법

우수상: 상장 및 상품권 5만 원 상당 (0명)

1)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홈페이지

장려상: 상장 및 상품권 3만 원 상당 (00명)

(http://byr.yonsei.ac.kr/)에 접속 후 응모 신청서 다운 받기
2) 선호하는 가칭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이름 기재
3) 신청서에 적힌 사업단 이메일 주소로 제출

심사기준 및 특기사항
- 연세대학교의 정신에 기초한 창의성, 독창성, 현실성
- 수상작의 저작권은 연세대학교에 있음

[ 선호도 표기 부분 ]
참가상: 상장 및 상품권 1만 원 상당 (00명)
* 시상내역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선호도 표기 부분 수상은
추첨으로 결정함.

일정
- 제출 기한: 2015년 8월 31일 17:00 (이메일)
-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식: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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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중앙도서관 앞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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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독수리상 주변 광장

[B-5, 6] 아트홀 상부 광장 및 한글탑 주변 광장
[C-1] 교통광장

[B-3] 분수대 주변 광장

[B-7] 공대 앞 광장
[C-2] 볼룸

[C-3] 식당

(D) 지상 설치물
구분
(D) 지상
설치물

[B-4] 주 출입구 광장

기능

명 칭 (가칭)

내용

D-1 MIST 분수

BLUE CLOUD

Mist 분수를 활용하여 상징적인 수공간 연출

D-2 계류정원

계류정원

계류형 수공간에 선큰형 쉼터를 조성,
휴식공간으로 활용

[B-8] 의료원 방향 광장

(C) 지하공간
구분
(C) 지하
공간

22

기능

명 칭 (가칭)

내용

C-1 교통광장

백양스퀘어

지하 교통광장 / 차량 Drop-off 및 회자 공간

C-2 볼룸

아카라카홀

집회 및 연회 공간 (400석 규모)

C-3 식당

BLUE LOUNGE

고급스러운 느낌의 휴게 공간

[D-1] Mist 분수

[D-2] 계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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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주요소식
연세인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세계 최초’를
만들어가다

이다. 일본어와 영어가 난립하는 패션 용어에 문제의

년 기념사업, 연세삼성학술정보관 건립, 미디어아트연

식을 느낀 뒤 한국어로 된 패션산업 관련 용어를 완성

구소 지원기금 등에 수억 원을 기부했다. 독문학과 학

하겠다는 책임감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했다. 우리말은

생들의 해외연수 후원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미네

물론 영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중국어 등으로

소타에 있는 한국어 마을 ‘숲속의 호수’를 후원하는 등

번역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2017년 발간을 목표

대내외적으로 인문학을 양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로 하고 있다.
또한, 박 회장은 올해 초에 ‘조선말 사전’을 우리 대학

시몬느 박은관 회장(독문 75학번)

“대학시절, 머리보다 가슴을 채웠죠”

교에 기증했다. 북한에서 만든 최초의 국어대사전으

자신을 ‘로맨티스트’라 회상하는 박 회장은 오늘날의

로 희귀본인데, 시몬느 홍콩지사장이 중국 북경출판

자신이 있기까지 인문학을 공부하며 자유롭게 향유

사에 근무할 때, 박봉 몇 달치를 털어 장만한 것이라

했던 대학 시절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

고 한다. 홍콩지사장은 중국 국적의 한국인이었는데,

다. 독어독문학을 공부하며 학업은 물론 여행, 체육

은퇴하고 캐나다로 이민 가기 전에 박 회장에게 선물

대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상상력과 감성을 키

했고, 박 회장은 이 사전을 우리 학교에 기증했다.

워 나갈 수 있었다고.

제조회사를 넘어 고유 브랜드로 뻗어나가다
세계 1위 기업은 달랐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시몬

“패션업은 생산성이나 합리성보다는 감수성과 창조

시몬느는 단순한 핸드백 제조회사(OEM)가 아닌

느 본사 사옥은 마치 미술관을 연상케 했다. 연못과 나

성이 더 중요한 분야입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학

ODM(제조업자개발생산)회사로서 생산뿐 아니라 개

무로 어우러진 외관과 갖가지 그림과 조각으로 꾸며진

생에게 내 경험을 보편화할 수는 없지만 패션분야나

발까지 모두 담당한다. 개발 분야에서도 시몬느가 보

내부 공간까지 낭만과 예술이 숨 쉬는 시몬느 본사에

창업에 생각이 있는 학생이라면 단순한 취업공부보

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이어와 동등한 위치에서 콘

서 박은관 회장(독문 75학번)을 만났다.

다는 인문학적 소양을 깊이 파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셉트, 스타일, 디자인, 소재, 패턴 등을 의논하여 생산

이콥스, 마이클 코어스 등 명품 브랜드 핸드백의 시

것입니다.” 시몬느의 오너로서 박 회장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완제품 유통까

작에도 시몬느가 자리하고 있었다.

독서와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며 호기심과 상상력

지 담당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다. 실제로 시몬

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느는 의왕시의 본사를 비롯해 중국·베트남·인도네

마이클코어스·마크제이콥스·DKNY 등 세계 유명 브
랜드 핸드백 제품의 디자인과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시몬
느는 세계 1위 명품 핸드백 제조회사다. 올해에만 공장도

가로수길에 위치한 ‘시몬느 핸드백 박물관’ 역시 박

시아에 7개의 생산 공장, 이탈리아 소재 트렌드 소싱

가격 1조 원(소비자가격 6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회장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15세기 이래 핸드백

백양로 재창조 사업 등 학교에 크게 기여

전 세계 명품 핸드백 시장의 10%, 거래처가 집중된 미국

의 역사를 아카데믹하게 정리해 놓은 이 박물관은 세

박 회장은 모교의 발전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여

시장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란다. 올가을부터는 자체 핸

계 최초로 건립된 핸드백 박물관이다. 패션과 명품의

를 해오고 있다. 백양로 재창조 사업과 문과대학 100주

드백 브랜드 ‘0914’를 개발해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1987

역사가 오랜 유럽과 미국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핸드

이제 박 회장은 지난 28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고유의

년 박은관 회장이 시몬느를 설립한 지 28년 만의 성과다.

백 박물관이 한국에 있는 것이다.

명품 핸드백 브랜드 ‘0914’ 론칭을 앞두고 있다. 명품

지사, 홍콩에 물류담당 지사, 뉴욕에 마케팅 지사를 두
고 있다.

핸드백은 유럽, 미국에서만 나온다는 사람들의 선입

‘최초’를 만드는 회사

박 회장은 “불황이든 호황이든 시간이 지나도 핸드백

견을 깨고 한국에서도 세계적 명품 핸드백을 만들 수

시몬느는 ‘처음’, ‘선구자’라는 단어와 가장 잘 부합하

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지속된다”며 “핸드백에 대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박은관 회장.

는 회사다. 패션분야에 대한 산업적 시각이 미약하던

한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창립 25주년을

1980년대,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명품 핸

맞아 핸드백사(史)를 정리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드백 디자이너 컬렉션은 찾아볼 수 없었다. 1988년

24

“단순한 스타마케팅 등으로 이슈몰이를 하는 기업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시장성, 개발력, 창의성

당시 시몬느가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 ‘도나 카란’의

이밖에도 박 회장은 우리 대학교 학술정보원, 국어국

등 회사의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다”

디자이너 컬렉션을 아시아 최초로 시작했고, 마크 제

문학과와 함께 ‘핸드백 용어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 중

는 박 회장과 시몬느의 행보가 기대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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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교수팀,
네이처 자매지 ‘NPG
Asia Materials’에
논문 게재
고분자 나노 섬유 내 양자점의 배열 제어
를 통한 단분자성 양자점 태양전지 개발

김동호 화학과 교수와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양자점이 가까운 거리에 응집되

위해서는 양자점 거리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이 연구는 양자점을 비롯해 분자, 나노입자, 그라핀 등

최융지 학생(석·박사

면, 즉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가 되면 양자점 고유의 광물

필요하지만 단순히 양자점을 기판 위에 뿌려 올리는 기

다양한 기초단위체 간 거리를 고체 박막 내에서 쉽게

통합 과정 3년차) 연구

리적 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특히 고체 박막에서는

존 박막 합성 기술의 경우 거리 조절이 쉽지 않았다.

조절함으로써 이들의 단분자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팀이 진행한 ‘초미세 두께 나노섬유 내에서의 양자점 단

이러한 양자점의 응집현상이 매우 쉽게 발생해, 고체

분자성 유지 현상 및 태양전지에의 응용’에 대한 연구 결

박막을 포함한 많은 광전기적 소자에서 그 성능을 저

김동호 교수 연구팀은 거리 조절 기술 개발을 위해 양

존 태양전지의 효율을 증대시켜 답보 상태였던 염료감

과가 지난 7월 17일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Nature)’

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고체 내 양자

자점이 포함된 다양한 두께의 고분자 섬유를 전기 방

응형 태양전지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

의 자매지 ‘NPG Asia Materials(IF 10.118)’ 온라인 판

점 응집 현상을 두께가 매우 얇은 나노 섬유를 이용하

사법을 이용해 합성하고, 전자현미경 및 분광학 실험

다. 나아가 기초단위체 및 소자의 선택에 따라 무궁무

에 게재됐다.

여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에 의

을 통해 양자점 거리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그 결과

진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해 밝혀졌다.

양자점이 포함된 고분자 섬유의 반지름을 감소시켰을

위 연구는 저널에 게재된 연구 가운데 특히 주요 연구

때 양자점 간의 거리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를 소개하는 ‘Research Summary’란에 소개됐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기존 박막 제조법으로는 실현

26

것을 보여줬다. 덕분에 단분자성 양자점 추가만으로 기

하기 어려운 ‘고체 박막 내에서의 단분자성 유지’를 위한

고르게 분산된 양자점의 경우 양자점 간 거리가 충분히

있었으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적으

방법을 고안하고, 이를 적용해 성능이 대폭 향상된 태양

떨어져 있지만, 응집된 양자점의 경우 그 거리가 매우

로 위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단분자

김동호 교수 연구진은 파이전자 구조체 중 광전자 공

전지 개발에 성공했다.

가깝기 때문에 서로 간 에너지 전달이 활발히 일어나게

성 양자점을 기존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ye-sensi-

학적으로 산업 이용 가치가 큰 파이전자 분자체들을

된다. 이 에너지 전달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로 인해

tized solar cell)의 보조 염료로 사용해 양자점이 추

합성하고, 이들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시분해 분광학

나노미터 크기의 아주 작은 반도체 결정을 양자점

형광세기 감소, 형광 스펙트럼의 적색이동 및 반치폭

가로 흡수한 에너지를 쌍극자 커플링(Dipole cou-

기법으로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로 널리 알려진 바 있

(Quantum Dot, QD)이라고 부르는데, 그 동안은 이것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기존에 설계한 성

pling)을 통해 주 염료(포피린)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다. 이 같은 연구는 태양광 에너지 변환, 광 동역학 치

이 갖는 양질의 특성을 이용한 발광다이오드(LED), 태

질, 즉 양자점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성질과는 확연

구현했다. 이로써 기존 전지 대비 성능이 대폭 향상된

료,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기술 적용 가능성을

양전지, 레이저, 광센서 등 다양한 소자 개발에 관심이

히 구분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소자 내에서 막기

(25% 이상) 태양전지를 개발할 수 있었다.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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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일 교수 공동
연구팀, 유리 위에서
동작하는
초고속 이차원
나노박막 트랜지스터
소자 개발
유리 위에서 동작하는 소자 중 가장 빠른
소자 개발 성공
절연층 기반 소자에 비하여 100배 이상
속도 증명

우리 대학교 물리학과
임성일, 최형준, 김재훈
교수와 국립군산대 물
리학과 이기문 교수 공동연구진이 유리 위에서 동작
하는 소자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소자인 이황화
몰리브덴-니켈산화막 쇼트키 트랜지스터를 기계적
박리법과 자외선 노광공정을 적용하여 개발했다.
수 나노미터의 두께를 가진 이황화 몰리브덴은 그래핀
과 같이 이차원 나노박막 반도체로 알려져 있으며 최
근에는 속도는 빠르나 전하의 흐름이 제어되지 않는
그래핀의 결점을 극복할 수 있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
다. 따라서 이황화 몰리브덴 극박막 트랜지스터는 국
내외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그

[그림] 이차원 나노박막 쇼트키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 및 광 스위칭 특성

러나 이황화 몰리브덴 트랜지스터의 전하속도인 이동
도는 상온 및 대기 중에서 수백내지 수십 cm2/
Vs 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이황화
몰리브덴 채널 위에 절연층을 게이트로 쓰

연층 적용 트랜지스터와는 달리 매번 제작할 때마다 놀

쇼트키 소자의 광 감지속도 측정에서도 절연층기반소

라운 성능 재현성을 보여준다.

자에 비하여 100배 이상 빠름이 증명됐다. 연구진은

는 통상적인 트랜지스터에서 얻어졌으며
대부분의 연구자는 실리콘을 소자의 기판
으로 사용해 왔다.

또한 개발된 이차원 극박막 쇼트키 트랜지스터를 녹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절연층 게이트 트랜지스
2

터에 대한 연구에서 극저온 동작 시 30000 cm /Vs

서 픽셀발광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여 여러

라는 높은 이동도의 기록을 달성했지만 상온에서 동

분야에의 실제적인 응용가능성을 보여줬다.

물리학과 임성일 교수가 이끈 공

작시킬 경우 절연층과 반도체채널의 계면에 존재하는

동연구진은 절연층을 게이트로

결함들과 전하의 이동을 저해하는 전계의 영향으로
2

미래부 기초연구 중견(도약)과제로 추진된 이번 연구

사용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전도

인하여 이동도 200-300 cm /Vs 이상을 실현시키지

는 소자제작 및 성능측정을 위하여 물리학과 임성일

성 투명산화물인 니켈산화막을

못하고 관련 연구가 벽에 부딪혀 있었다.

교수 및 제1저자인 이희성 박사가, 반데르발스 계면

수 나노미터 두께의 이황화몰리
브덴 채널위에 적층하여 이동도

확인을 위한 물리학적 계산을 위하여 동 학과의 최형준
공동 연구진은 전도성 니켈산화막을 이황화 몰리브덴

교수 및 백승수 박사가, 전하농도 테라헤르츠 및 Hall

1200 cm /Vs를 갖는 쇼트키 트

채널 위에 적용할 때 반데르발스 계면이 형성되고 절

측정을 위하여 김재훈 교수와 최규진 박사 및 군산대

랜지스터를 성공적으로 제작했

연층 게이트형 소자가 갖는 결함과 전계의 문제를 한

의 이기문 교수가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다. 이와 같은 나노박막 쇼트키 트

꺼번에 해결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 같은 쇼트키형

랜지스터는 1 볼트 저전압으로 유

소자의 전하 이동속도는 실제 존재하는 이황화몰리브

본 연구는 세계적 나노과학기술 학술지인 ‘ACS Nano’

리 위에서도 구동하며 기존의 절

덴 반도체의 잠재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 같은 속도는

7월 20일자에 온라인 게재됐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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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유기발광 다이오드의 점멸 스위칭에도 적용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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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 한국을
진단하다
행정학과 교수 14명
『위험사회와 국가정책』 공동 출간

리 대학 행정학과 교수들의 공동 작업 결과물이다. 같

‘질 높은 정부’의 출현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위험관리, 위험의 세계화와 공동체의 회복력, 지방정

은 학과 교수들이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권의

학계에서 위험사회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체계

부의 위험관리 등 ‘위험사회에서의 정책과제’를 폭넓

책을 펴낸다는 것은 한국 대학의 풍토에서 쉽게 찾아

적으로 이뤄진 적은 드물다. 이에 하 교수를 비롯한 행

게 아우르고 있다.

볼 수 없는 일이다.

정학과 교수들이 깊은 반성과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

정부 실패가 만들어 낸 위험사회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공

하 교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감대를 형성하게 됐다는 것.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역량과 정부

하 교수는 책을 기획할 당시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의 질이 동시에 향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위험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사회과학,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위험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구비하는

하연섭 행정학과 교수가 동

비롯해 최근 발생한 메르스 공포에 이르기까지 위험이

하 교수는 책이 나온 문제의식의 바탕에는 무엇보다 한

것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신뢰를 얻을 수 있어

료 교수 13명과 함께 『위험

발생할 때마다 위험 그 자체보다는 정부의 늑장 대응

국의 사회과학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사회와 국가정책』(박영사)을

과 소통 부족이 더 큰 문제로 등장했고, 이는 곧 정부

펴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에 대한 급격한 신뢰 저하로 연결됐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정부활동
“사회과학은 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하

에 대한 투명성 제고, 광범위한 정보 공유, 소통의 활

는 학문이지만 한국의 사회과학은 저널 안에 갇혀 있습

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위험’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국민들이 정부의 ‘무능’을 탓한

니다. 사소한 문제에 대해 정교한 분석을 하는 연구들

적실성 높은 고민을 담은 이

다는 사실은 위험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

은 많지만, 정작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연

대학은 사회에 비판적 목소리 낼 수 있어야

책은 지난 1년 간 진행된 우

한지를 방증한다. 위험사회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죠. 자신의 연구가 남들이 인용

『위험사회와 국가정책』의 후편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

하는 논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연구

수다. 하지만 하 교수는 “사회과학에서 대학의 중요한

가 사회문제의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도 못지않게

역할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대학이 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사회 극복 위한 정부 신뢰 회복
크게 3부로 이뤄진 『위험사회와 국가정책』은 우리 사

“한국 사회의 빈틈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다면

회에 산재한 위험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대한민국을

우리 사회가 상당 부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

안전한 사회로 이끌 지침을 제시한다. 먼저 1부에서

을까요? 이러한 예방주사를 맞게 해줄 주체는 곧 대학

는 행정학·정책학에서의 위험 연구를 개관하고, 위

입니다. 대학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려면 곧 우리 사

험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을 설명한다.

회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2부에서는 오늘날 위험의 다양한 모습들, 즉 자본주

연구가 축적되고 정교한 분석이 이뤄져야 합니다. 한

의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적 위험, 글로벌 사회에서의

국 사회의 문제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한 거죠.”

위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위험, 나아가 과학기술

30

의 발전에 따른 위험의 변화 양상을 다루고 있다. 마

하 교수는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제가 무엇인

지막으로 3부에서는 안전사회를 위한 정책관리적 과

지 더 고민해보고 이 같은 작업들을 계속 하고 싶다”며

제와 더불어 위험과 환경정책,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3~4년 뒤에 새로운 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사회적 위험, 위험사회와 규제혁신, 정보제공을 통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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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프론티어

김동욱 교수 연구팀,
유전 질환 ‘혈우병’
치료 가능성 열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활용
세포치료 기법 제시

진 유전자를 교정해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고 지난 7월 23일 밝혔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
유전체 교정을 하는 최신 기술이다. 혈우병은 혈액응

김형범 교수팀,
RhD 혈액형 변환
기술 세계 첫 개발

O형의 혈액형 전환연구가 진행됐지만, 매번 적혈구가 깨
지면서 헤모글로빈이 유출되는 용혈현상으로 실패했다.”
며 “적혈구 전구세포단계에서 유전자 가위를 통한 유전
자 교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인자 유전자 일부가 뒤집어져 피가 쉽게 멎지 않는

적혈구는 체내에서 유일하게 핵이 없는 세포다. 따라서

출혈성 질환으로 세계에서 40만여 명이 앓고 있다.

핵이 존재하는 상태인 적혈구 전구세포 단계에서 유전자
조작을 하면 최종 산물인 적혈구에서는 탈핵이 되어 핵이

공동연구팀은 유전자를 교정한 줄기세포를 혈액 응고인

없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 특히

김동욱 교수 공동 연구팀이

자를 만드는 혈관 내피세포로 분화시킨 뒤 혈우병 생쥐

이번 연구는 모든 RhD+ 혈액형에 대한 RhD- 변환도 충

유전자 교정 기술(크리스퍼

에 이식했다. 그러자 생쥐에서 혈액 응고인자가 만들어

의대 김형범 교수(약리학)팀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유전자 가위)을 이용해 유전

져 출혈 증상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RhD+ 혈액형을 RhD- 형으로 전환시키는데 세계 최초

질환인 혈우병의 세포치료
가능성을 열었다.
우리 대학교 의대 김동욱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 김진

분히 가능해 관련 유전자기술을 국내 특허 출원 중이다.

로 성공했다. 연구팀은 RhD+ 형의 적혈구 전구세포에서

연구에 참여한 의대 김현옥 교수(진단검사의학)는 “RhD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혈우병 환자의 뒤집어진 유전자

‘유전자 가위(TALEN)’로 RhD 유전자를 제거해 RhD-

혈액형은 RhD+인 경우 동형의 RhD+, RhD- 혈액을 양

부위를 정확히 교정할 수 있음을 보여줘 향후 환자 맞

형으로 전환했다. RhD 유전자가 제거된 적혈구 전구세

쪽 모두 수혈 받을 수 있지만, RhD-인 사람은 반드시 동

춤형 세포치료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포는 적혈구로 분화시켜 RhD- 혈액형으로 변환된 것을

형의 RhD- 혈액을 수혈 받아야 한다. 따라서 RhD- O

확인했다.

형 혈액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RhD+ O형은 물

수 유전체교정연구단장 및 고려대 김종훈 교수 공동연
구팀은 “혈우병 환자의 소변에서 세포를 채취해 역분

이번 연구논문은 생명과학분야 유명학술지인 <셀 스

화 줄기세포를 만들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뒤집어

템 셀> 7월 24일 온라인 판에 실렸다.

론, RhD+/RhD-의 A형, B형, AB형 모든 사람에게 수
김형범 교수는 “과거에도 효소를 이용해 A형과 B형 적혈

혈이 가능한 ‘만능 혈액’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표면에 나타나는 혈액형 항원을 소실시키는 방식으로
향후 인공혈액 대량생산 기술이 성공하는 경우 수혈의
학에 이정표를 제시한 연구로 기록되는 한편, 한국인에
서의 빈도가 0.15%로 희귀혈액형인 RhD- 혈액형
을 가진 사람들이 응급으로 수혈이 필요한 상황
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보건복지부의 보
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과 메디스타 과
제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졌
으며, 국제적인 유전학분야 학술지인 ‘네
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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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혜경 동문, 물에 빠진 두 생명 구하고 하늘나라로 떠난 천사

● “창의적 자산 통해 창조경제 실현할 것”

이혜경 동문(체육교육학과

이혜경 동문은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마음 따뜻한 이였

82학번)이 계곡물에 빠진 생

다. 우리 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 대표 수영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이 지난 7월 7일 우

이에 정갑영 총장은 “사업 수행을 위한 대학의 책무를 다하

면부지의 남녀를 구하고 심장

수로 활약하기도 한 이 동문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 다양한 봉사

리 대학교에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eyond Re-

고 대학의 기술 사업화 역량을 강화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

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이 동

활동을 해 왔다고 한다.

search Innovation and Development for Good Enterpris-

할 것”을 결의했다.

es, 이하 BRIDGE)’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어서 실용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각 사업단의 우수 사

문은 평소 남의 목숨을 살리

지난해에는 등산 중 실족한 노인을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

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것

했고, 물에 빠진 딸의 친구를 구하는 등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

브릿지(BRIDGE) 사업단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

례 발표와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다. 한양대는 ‘스마트 올인원

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욱 안

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치매노인센터 주방 봉사,

날 행사는 사업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고 각 사업단별 우수

휠(바퀴)’ 등의 기술이전 사례 및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타깝게 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녹색어머니회, 지역 도서관 사서 봉사, 장애인 아동

사례들을 발표함으로써 실용화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

사업전략을, 서강대는 ‘휴대용 3D 프린터’와 ‘음성인식 및 잡

수영강습 등 홀로 수년째 봉사활동을 지속해왔다.

해 마련됐다.

음제거’ 기술이전 등 실용화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더불어 실

이 동문은 지난 7월 25일 밤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경북 울

캠퍼스 커플로 만난 남편 김덕배(체육교육학과 82학번, 전 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브릿지 사업 20개 사업단(총 참여대

진 왕피천 용소계곡으로 무박 2일 계곡 트레킹을 떠났다. 이튿

울시 의원)씨는 “아내가 산에 다니는 것을 좋아해 ‘산을 사랑한

학 52교)에 사업 출범 기념 동판을 수여하고 차질 없는 사업

날 새벽부터 계곡을 헤엄쳐 내려오는 트레킹을 시작한 이 동문

바다공주’라는 닉네임을 즐겨 썼다”며 “사람을 구하는 게 일상인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한편 김재춘 차관은 “이번 사업으로 대학과 기업 간의 자발

은 낮 12시 20분께 물 밖으로 나와 쉬다가 계곡에 빠진 최아무개

사람이라 1년에 한두 명은 목숨을 살려내곤 했다”고 말했다.

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

적인 협력을 통해 대학 사회 전반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생태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35)씨를 발견했다.

34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 출범식

이 동문의 두 딸도 엄마를 닮아 봉사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최씨는 등산 스틱을 주우러 들어갔다가 깊이 3ｍ가 넘는 계곡

큰딸 유빈씨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파견으로 필리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최씨와 함께 등산을 온 여성이 구

핀에서 장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생 수빈씨는 지역 아동

조하겠다며 물에 들어갔지만 함께 물살에 휩쓸리고 말았다.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수상 안전요원 자격증을 지닌 이 동문은 재빨리 물에 뛰어들

수빈씨는 “그냥 익사하셨다면 슬퍼만 했을 것 같은데 엄마의

어 두 사람을 힘껏 물가로 밀어냈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을 살

희생으로 두 사람이 살게 됐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는 것 같다”고

려낸 이 동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계곡물을 빠져나오지

말했다. 그녀는 감사를 표하는 남성의 손을 꼭 잡고 “엄마 몫까

못했다.

지 잘 살아 달라”고 부탁했다.

용화 전문가 류귀태 대표(GTLab)가 강의를 통해 창의적 자산
실용화 추진절차 및 성과확산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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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할 수 있는 기회

제4회 생명공학과 바이오
캠프 성황리에 개최 4

를 마련하기로 합의

생명공학과(학과장 권호정)와 생명공학

했다.

과 동문회(회장 조은경)가 ‘제4회 연세대

육기관과 공유하고

연구 분야 발표에
1

2

서는 이은정 한국학

월 24~25일 양일간 개최했다.

연구소장이 ‘유럽한

2012년부터 4회째 개최하고 있는 바

경제 및 과학기술 정책을 심도 있게 설명

이번 포럼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

국학의 현황과 미래’

이오캠프는 학과 동문자녀들을 대상으

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역시 미래 경제

서는 스티븐 정(Steven Chung) 프린스

라는 주제로 유럽 내

로 생명공학분야를 소개하고 실제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전 제시와 정책방

턴 대학교수가 2014년 저작 <Split Korean

한국학 연구 및 교육

실 현장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생명공학

향을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체계

Screen: Shin Sang-ok and Postwar Cin-

기관의 특징과 주요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문회 활성화에

적으로 추진하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말

ema>를 발표하고, 우리 대학교 유승진 선

연구 영역에 대해 설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했다.

생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스티브 정 교

명하고 향후 한국학

캠프 첫째 날에는 노영훈 교수와 조교들

이어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

수는 해외 한국학 연구자로서 ‘신상옥’이

이 모색해야 할 비전

의 지도하에 초등부와 중등부가 나뉘어져

바른ICT연구소가 지난 7월 21일 연

산학연 공동의 노력과 협업을 통한 창업

라는 대표 인물을 중심으로 기존의 한국영

을 제안했다. 이이서

미생물 배양 실험 및 DNA 실험을 진행했

희관 이만섭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이

과 혁신이 중요하다”며 “인문학·과학·

화연구와 한국영화사를 ‘계몽영화’라는 프

최연식 국학연구원

다. 또한 첨단과학기술원 공동기기실을 견

석준 제1차관을 초청해 리서치 세미나

예술의 융합적 지식을 갖춘 ‘창조인재’를

레임으로 새롭게 분석했다.

부원장이 ‘한국정치

학하고 대학원 실험실을 탐방하기도 했다.

(Research Colloquium)를 개최했다.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2014년 출판된 <저수하의 시

사상사 연구’의 쟁점

이튿날에는 본인의 실험 결과를 확인

과 현황을 소개하며 한국사상사의 정치

하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진 뒤, 정은지

동학을 설명했다.

교수의 진행으로 동문회장과 학과장에

“창조경제로 미래를
대비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이석준 제1차관
초청 특강
●구조개혁을 통한 창조·혁신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이석준 차관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이날 특강에는 정갑영 총장, 김은경 연

간, 염상섭을 읽다>의 편저자인 이혜령·

차관 등을 두루 거치며 쌓은 금융과 예

구처장, 손홍규 창업지원단장, 천진우 진

한기형 성균관 대학교수가 염상섭을 단순

산, 정책조정 등의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화나노창의연구단장, 김범수 바른ICT연

한 작가가 아닌 사상가로 재조명하는 시간

지난해 7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구소장, 연세대학교 재학생 등 50여 명이

을 마련했다. 더불어 시어도어 휴즈(The-

을 역임하고 있다.

참석했다.

odore Hughes) 콜롬비아 대학교수가 책

‘창조경제로 미래를 대비한다’라는 주
제로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번 특강
에서 이 차관은 “ICBM(Internet of thing,

36

학교 생명공학과 바이오캠프’를 지난 7

제2회 연세 한국학 포럼

2

3

국학연구원 –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연구소
제5차 공동 워크숍 3

한편, 도현철 국학연구원장과 이은정

게서 참가확인증을 수여받았다.

한국학연구소장은 두 연구소가 동아시아

앞으로도 생명공학과는 동문회와의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원장

와 유럽의 한국학을 주도하는 협력 연구

긴밀한 교류를 통해 동문과 동문자녀들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한 토론문을 발표

이은정)와 우리 대학교 국학연구원 HK사

소로서 상호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공동

에게 애교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

하면서 저작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다.

업단(원장 도현철)이 <창조한국학: 혁신

작업을 지속하는 데 뜻을 모았다.

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한성훈 박사

적 연구와 교육에 관한 경험과 아이디어>

Cloud, Big data, Mobile) 신기술의 급

국학연구원(원장 도현철)이 지난 7월 17

의 ‘월남민 구술생애사 조사연구’를 비롯

라는 주제로 지난 7월 8일 제5차 공동 워

성장과 SW 융합, 인간중심의 지능화된

일 문과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2회 연세

해 최신 한국학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발

크숍을 개최했다.

ICT 서비스가 더욱 진화될 것”이라며 “구

한국학 포럼’을 개최했다. 국내외 한국학

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 박사의 프로젝

두 연구소는 지난 5년간 세계화시대

조개혁을 통한 창조·혁신형 경제로의

분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한국학

트는 1945년부터 1953년까지 남쪽으로 이

한국학에 관한 연구 의제를 공동 발의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 연구 어젠다를 창출하고자 마련된 이번

주한 월남민에 대한 최초의 조사로서 3년

고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연구와 교육

특히 이 차관은 “세계는 이미 혁신 경

포럼은 국학연구원, 근대한국학연구소, 언

간 진행될 예정이다. 그밖에도 우리 대학

에 대한 의견을 교류해 왔다.

쟁 중”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의 혁신

더우드대학 아시아학부의 공동주최로 진

의 백문임 교수와 권나영(Nayoung Aimee

교육 분야 발표에서는 두 연구원이 공

과 제조업의 부활, 사상 최대의 창업 붐

행됐다. 특히 신촌·원주·국제캠퍼스가

Kwon) 듀크대학 교수가 식민지 영화를 이

동으로 기획한 ‘한국학연구방법론’에 대

이 일고 있는 중국, 800억 유로가 투입된

협동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론화한 공동연구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한 커리큘럼을 소개하고 피드백을 교환

EU의 연구 혁신 프로그램 등 세계적인

깊다.

했다.

했다. 나아가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발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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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의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다 1
●2015

Korea-EU Youth Dialogue
동서문제연구원 연세-SERI EU 센터
(소장 이연호)는 지난 6월 22일부터 24까

3

은 대화를 나눴다. 나아가 유럽집행위원

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의

회(European Commission) 등 유럽연합

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4

4일간의 음악캠프 기간 동안 각 전공악

더불어 민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

(European Union)의 주요기구들을 방문해

우리 대학교는 지난 6월에도 신촌세브란

주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침부터 저녁

교육생태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대전환 필요 4

유럽의 통합을 실제로 체험하고, 유럽문화

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

까지 멘토 역할을 하며 섬세하게 자신들

●동서문제연구원, ‘정치와 기업

탐방 및 견학 등을 통해 유럽의 문화적 자

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연세 멸균

의 재능을 전수했다. 음악대학 학생들은

연구회’ 특강 열어

는 거버넌스를 재건축해야 한다”고 말했

산과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유’과 ‘연세 검은콩 두유’를 전달한 바 있다.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열정으로 가득한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이연호)이 지난

다. 또 그는 “특히 정부와 교육기관들이

아이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서교 골프

6월 15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과 공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교육과 연구의

장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채워 나갔다.

동으로 새천년관 국제회의실에서 ‘정치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며, 철학·비전·

지 3일간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Vrije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Universiteit Brussel)에서 2015 Korea-EU

진행된 본 행사는 한국과 유럽의 차세대

Youth Dialogue를 개최했다. Korea-EU

리더를 발굴하고 참가 학생들이 페이스북

Youth Dialogue는 한국과 유럽의 대학(원)

기별 음악대학 학생들은 같은 악기를 연

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교육 및 R&D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을 대전환함으로써 이를 구현하

캠프가 끝나기 하루 전날에는 그동안

와 기업 연구회’ 6월 정기회의를 개최했

전략의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한

등 SNS를 통한 상호교류를 지속하게 함

대륙에서 희망의
음악을 나누다 3

캠프기간에서 갈고 닦았던 실력을 뽐내

다.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

다”고 덧붙였다.

생들이 문화와 가치를 공유하며 서로에 대

으로써 상호간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음악대학 관현악과 학생들의 여름

는 미니 콘서트가 열렸다. 콘서트는 1, 2

정학을 아우르는 학계 인사들과 전·현

발표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정부 중심

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차세대 리더 포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캠프 재능기부

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부에서는 모

직 정치인들이 참석해 국가경쟁력 향상

의 교육부문 지배구조, 교육정책 및 연

럼(Young Leaders’ Forum)으로, 미래의

음악대학 관현악과 학생 13명이 2015 대

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라흐마니노프의

과 교육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구투자의 근시안적 행태, 창의적 인재의

한-EU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

련한국청소년오케스트라 여름캠프에 초청

보칼리제 등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아름

나눴다.

편중된 직업 종사, 교육 문제에 관한 국

되어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대

다운 클래식 선율로 채워졌다. 한편 2부

이번 회의에서는 본교 수학과 명예특

민인식의 제고 등의 주제로 토론을 진행

련시에 위치한 서교골프장 컨트리 클럽에

에서는 이철웅 교수의 지휘 아래 음악대

임교수로 재직 중인 민경찬 교수가 “교

했다. 특히 교육과 연구가 추구하는 행

서 사랑의 음악을 나눴다. 지난해에 이어 3

학 학생들과 대련한국청소년오케스트라

육과 국가경쟁력-우리는 지금 무엇을

복의 정의에 대해 민 교수의 주장에 대

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연
세대 재학생을 비롯해 국민대, 서울시립

의료진 격려 위해
연세우유 13만 개 지원

2

●	“의료진 여러분 마지막까지

대, 인하대 등 국내 대학의 재학생과 VUB,

힘내세요!”

년째 초대된 관현악과 학생들은 음악대학

가 오페레타 박쥐 서곡과 드보르작의 신

추구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체로 동의하며, 참다운 국가경쟁력 향상

Universite Catholique de Louvain, Col-

우리 대학교는 방역의 최전선에서 마지

이철웅 교수(관현악과)의 지도 아래 대련

세계 교향곡 4악장을 합동 연주했다. 무

민 교수는 2014년 세월호 침몰과 현재

과 교육의 역할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lege of Europe, University of Antwerp 등

막까지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연주 기법과 음악적

더위에도 아이들의 연주를 보러온 학부

메르스 확산 사태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

제시했다.

유럽 현지 대학(원)생들이 함께 참여해 ‘사

격려하기 위해 주요 병원 및 관련 기관에

재능을 아낌없이 선보였다.

모 및 교민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아

건을 통해 드러나는 한국의 위기를 시스

민 교수의 발표는 그동안 양적 지표에

회적 갈등과 사회적 통합: EU의 경험과 한

연세우유를 전달했다. 지난 7월 6일부터 15

올해로 창단 8년째인 ‘대련한국청소년오

이들의 열정과 노력에 화답했다.

템이나 제도의 문제보다 사람의 생각과

만 매몰되어 사회의 전반적인 생태계를

국에의 함의’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열띤

일까지 10일에 걸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케스트라’는 현재 김준 단장이 지도하고 있

음악캠프를 성공리에 마친 이철웅 음

태도의 문제로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한국의 현실을 되

토론을 벌였다.

의료원, 건양대학교병원 등 주요 병원 및

으며, 최근 구병모 지휘자가 선임된 바 있

악대학 관현악과 교수는 “3일 동안 어려

또한 21세기 들어 국가 경쟁력 및 성장

짚어보고, 만년지계(萬年之計)라는 교육

관련 기관에 ‘연세 멸균유’ 13만 개를 지급

다. 문화생활에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설립

운 곡들을 열심히 소화해 준 대련청소년

률에 있어서 침체를 보이는 한국이 이미

의 궁극적 가치를 다시 한 번 고찰하며

했다.

된 이 단체는 대련 한국교민사회의 활발한

오케스트라에게 놀라움과 감사함을 느꼈

위기상황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특히 △ 한국의 사회적 갈등과 EU로부
터의 교훈 △ 지역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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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지역통합 △ 사회적 통합을 위

정갑영 총장은 “열심히 싸워준 의료진 덕

연주활동과 열정적인 연주 실력을 바탕으

다”면서 “음악캠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한 위기의 이면에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한 EU와 한국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등

분에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점차 안

로 성공적 재능 기부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도와준 대련 연세대학교 동문회에 깊은

‘숫자’·‘지표’ 중심의 사고 문화가 있다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긴밀하고도 심도 깊

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마지막까지 국

있다.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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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 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현지에서 활동 중인 NGO 메디피
스와 GCS(Global Civic Sharing)를 방
문해 국제 보건 전문가들의 경험을 공유
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부녀회와 함
께 바자회를 개최하고, 학교환경 개선활
동에 참여했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Summer camp를 통해 영어교육 및 공연
2

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증대를
위한 학교 보건활동을 실시했다.
역량 강화에 관심있는 전국 10개 대학 16

지역주민들에게는 건강박람회 및 문화

명의 학생인턴과 학생코디네이터 3명, 대

공연을 통해 건강인식을 높이고 한국의

학원생 3명, 교수 2명 등 총 24명이 참가

문화를 소개하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간호대 김모임간호학연구소 글로벌리

했다. 참가자들은 베트남 출발에 앞서 약

참여를 유도했다. 이외에도 꽝찌보건대

더십센터와 국제한인간호재단이 공동 주

한 달간 국제간호와 베트남 현지 보건 상

학 학생들과의 포럼을 통해 학생들이 양

참가를 원하는 치대 교직원 및 동문

관하는 글로벌 간호 인턴십(GNI) 프로그

황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이후 발대식을

국간의 문화 및 간호, 국제보건 역량 향

은 신청서를 접수해 봉사활동에 참여하

램이 KOICA 행복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쳐 출국 전까지 실제로 현지에서 수행

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오긍선 선생은 교수로서 피부과학교

게 되며, 봉사활동 후 사진과 함께 활동

베트남 꽝찌성에서 6일부터 9일간 진행

할 간호활동을 계획하는 팀별 활동을 지

해관 오긍선 선생이 알렌, 에비슨, 세

실 운영과 후진양성에 기여했으며, 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치대는

됐다.

속해왔다.

브란스와 함께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헌

장으로서 학교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참가팀에게 홍보현수막 등 봉사활동을

GNI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세계화 추세

베트남 현지에서는 지역 병원과 보건

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문화의 특이성을

신한 역사적 인물로 최근 세브란스 본

다했다. 또 선교사로서 사회사업에도

지원한다. 100 프로젝트에서 우수활동

와 국제보건 수준향상을 위해 2012년부

소를 견학하며 베트남 보건의료체계와

고려한 건강교육의 중요성을 배우며 섬

관과 연세암병원 5층 연결통로에 마련

일생을 바쳤다.

팀으로 선정된 참가팀은 12월 치대/병

터 간호대학생의 국제 보건실무역량 강

간호를 이해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농촌

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기회를 가졌다.

원 선한미소축제에서 활동내역을 발표

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역사회에서 아동 건강검진, 방문간호,

글로벌 간호 리더십
베트남 프로그램 마쳐
1

1963년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문

오긍선 선생
히스토리 월에 전시

화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증됐다.
1

된 히스토리 월에 전시됐다.
오긍선 선생은 1916년 도쿄제국대학
의학부 피부과에서 1년간 연수를 다녀

인류를 생각하면서 세계를 바라본 선생의
삶은 히스토리 월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한국 최초로 피부과를 창설했다. 이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특히 여

의 전 영역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만성질환 스크리닝 및 보건교육, 위생 및

참가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
역사회 요구도를 바탕으로 한 간호활동

한편, 이번 프로그램의 평가회 및 참여
자 시상식은 28일 간호대에서 개최된다.

현재 대학 및 병원 17개팀이 100 프로
젝트에 참가해 국내외에서 봉사활동을

치대 섬김·나눔 릴레이
100 프로젝트 봉사 2

이번 프로그램에는 국제간호의 미래와

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온 뒤 1917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나병 및 전염성질환을 비롯한 피부과학

40

선생의 호인 ‘해관(海觀)’의 의미처럼

3

3

름방학을 이용해 교수와 학생 및 동문
들이 스리랑카와 캄보디아 등 국내외에

1919년에는 보육원 및 양로원을 설립

치과대학은 최근 치대와 치과대학

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 사회사업에도 헌신했으며 1934년에

병원 교직원, 학생 및 동문이 참여하는

치대는 이번 100 프로젝트를 통해 1

는 에비슨 박사의 뒤를 이어 세브란스

‘섬김·나눔 릴레이 100 프로젝트(이하

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의 계기

의학전문학교 제2대 교장에 취임했다.

100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를 마련할 계획이다.
봉사활동 문의 및 신청서 접수처

1942년 일제의 압력으로 교장직을 사

올해 연세치의학 100주년을 맞아 진

임한 뒤 보육사업에만 전념한 오긍선

행되는 100 프로젝트는 100회의 사회봉

치과대학 사무팀 02-2228-3013

선생은 1962년 소파상을 받았을 당시

사활동으로 감사의 나눔과 기독정신을

(fax 02-362-8618)

에도 손수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실천하고자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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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왼쪽부터 승기배 병원장, 유영학 이사장, 정남식 의료원장, 김석화 원장, 한상원 원장

의료원-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어린이
희망 의료사업 2차 협약

이번 2차 협약으로 1차 협약에 이어 3
년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 환자
1

의료원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7월
17일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에서 의료 사

이고 표준화된 치료를 통한 당일 협진,

격으로 3~4 차례의 시술을 진행한다. 레

일본 후쿠오카에서 합동학술대회를 열

행된 이번 합동학술대회에서 일본의 첨

치료 시스템을 갖춘 One-Stop 진료를

이저 시술 후 피부 관리실에서 적절한 후

었다.

단 중입자방사선치료시설을 확인하고

제공한다.

처치를 하게 되며, 각종 성장인자나 실리

들을 돕게 되며,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의료원 산하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

활발한 학술·인적교류를 통해 일본 사

센터는 얼굴과 목 디스크 수술 후 남

콘 시트 등 보조적 치료를 통해 치료의

2차 사업은 질환의 구분 없이 어린이 환

사의 학술단체인 연세방사선기술학회는

립대학병원협회 방사선기사장회와 상호

은 흉터처럼 눈에 잘 띄는 흉터뿐만 아니

효과를 극대화 한다. 또한 레이저 시술로

자를 지원하게 돼 더 많은 환자들이 혜

일본 사립대학병원협회 방사선기사장회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다졌다.

라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재건 후 흉터,

교정하기 힘든 흉터의 경우에는 성형외

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와 2001년 3월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

개복수술 후 남은 복부의 흉터 등 각종

과 전문의의 판단 하에 흉터성형술을 먼

암 수술 후 발생한 흉터에도 적극적이고

저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레이저 시술을

표준화된 치료를 제공한다.

시행하기도 한다.

각지대 어린이 환자를 지원하는 ‘온드림

유영학 이사장은 “온드림 어린이 희

후 매년 양국에서 1회씩 합동학술대회

어린이 희망 의료사업’ 2차 협약을 체결

망의료 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건강한 모

를 열어 방사선사의 학술교류 및 우호증

했다.

습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

진을 도모하고 방사선기술 발전에 기여

협약식에는 정남식 의료원장과 한상

다.”며 “앞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

했다.

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장, 김석화 서울

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

대병원 어린이병원장, 승기배 서울성모

원하겠다.”고 말했다.

흉터성형레이저센터
오픈

또 골절로 인한 정형외과 수술, 제왕

흉터성형레이저센터는 외과 수술 후

각종 외과적 수술이나 수술 후 방사

절개와 같은 산부인과 수술, 여드름 흉

흉터에 대한 예방부터 오래된 흉터에 대

올해는 교류를 시작한지 15년이 되는

선, 약물치료 등의 이차적인 치료, 혹은

터, 어린 아이들의 여러 상처로 인한 흉

한 치료까지 레이저를 이용한 비수술적

해로 지난 3월 의료원에서 합동학술대

특별한 원인 없이 흉터는 넓어지고 보기

터 등 상태에 따라 레이저와 각종 비수술

치료와 흉터성형술의 다각적 접근 및 치

정남식 의료원장은 “사각지대에 놓

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7월 10일에는

흉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흉터는 간지

적 처치(냉동치료, 필러시술, 스테로이드

료, 최신 연구를 통한 객관적으로 증명된

여 사회적 관심과 배려에서 소외된 어린

후쿠오카에서 합동학술대회를 가졌다.

럽거나 따가운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고,

병변 내 주사, 지방 이식 등), 레이저 후

치료 및 표준화된 치료를 제공한다.

온드림 사업은 정몽구 재단이 지원해

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

후쿠오카 한일합동학술대회에는 의료원

기능적인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

관리뿐만 아니라 필요시 흉터성형수술을

또한 국내 유일의 흉터성형레이저센

협약병원에서 치료 받는 저소득층 어린

다.”면서 “어린이 환자와 가족이 질병으

방사선사 36명이 참가했다. 양국 방사선

히, 갑상선 수술 환자의 경우 피부의 두

시행할 수 있도록 흉터에 대한 총괄적이

터로 타병원과 차별화되고 우월한 기술

이 환자의 의료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

사는 연제발표는 물론 CT촬영의 표준

께가 얇고 탄력이 떨어지면 상처부위와

고 다각적 접근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경쟁력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통해 환자

지원한다. 희망 의료사업은 치료뿐만 아

다.”고 말했다.

화, 디지털 기술의 의학응용 등을 주제

아래 조직이 유착되고 순환이 안 되면서

진료실과 피부관리실, 레이저실로 구

니라 재활 및 사회복귀까지 전 과정에

로 강연을 진행해 일본 방사선기술에 대

림프 부종이 생길 수 있다. 이에 환자의

성된 흉터성형레이저센터는 수술 후 흉

걸쳐 후원하게 된다.

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상태에 따라 올바른 치료방법을 적용해

터관리와 흉터와 함께 다양한 상처에 대

이원재 흉터성형레이저센터장은 “최

야 흉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해 최적의 치료법을 통해 환자 만족도를

근 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

높일 계획이다.

지면서 흉터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

병원장과 유영학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
사장이 참석했다.

년 5월 1차 협약을 맺고 3년간 약 2,000

한일방사선사,
합동학술대회 개최

명의 소아암 및 희귀난치질환 어린이 환

●2001년 자매결연 이후 15년간 교류,

의료원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2012

7월 11일에는 규슈국제중입자암치료
2

센터를 방문해 카본입자를 사용한 대규
모 최첨단 암치료 시설을 견학했다. 또

연세암병원은 7월 20일 흉터 환자를
위해 흉터성형레이저센터를 개소했다.

별로 최적의 맞춤 치료도 선보일 계획
이다.

사고나 수술 후 흉터에는 진료와 함께

와 관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수술

자를 치료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힐링

동반자적 관계 다져

사가현 소재의 원자력발전소를 둘러보

흉터성형레이저센터는 성형외과와 피

필요한 치료가 바로 진행된다. 흉터 치

흉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흉터에서 최상

캠프와 병원학교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

연세방사선기술학회와 일본 사립대

고 원자력발전의 효용성에 대해 의견을

부과 흉터 전문의들이 수술이나 자동차

료 목적의 레이저 치료는 상처가 아문 후

의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설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고, 화상, 여드름 등의 흉터에 전문적

2~4주 정도부터 시행가능하며, 수주 간

명했다.

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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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방사선기술학회는 2박 3일간 진

학병원협회 방사선기사장회가 7월 10일

43

YONSEI NEWSLETTER

Vol.584

의료원
소식
의대 윤영원 교수(강남 심장내과)를 단

봉사단(이하 의료봉사단)은 5월 23일부터

자의 경우 헤브론 선교병원 내 수술실에서

장으로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

29일까지 타슈켄트를 방문해 시술과 교육

수술을 통해 제중원의 정신을 실천했다.

과, 치과와 함께 간호사, 약사, 자원봉사자

봉사를 진행했다. 의료봉사단은 김용욱 교

로 구성된 의료선교팀은 현지 선교사 2명

수를 단장으로 40여명의 소아어린이 환자

●짐바브웨와 베트남

과 함께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인 알파라비

에게 선천성 구개열과 선천성 구순열, 반흔

●강원과 충청까지 나눔봉사 이어져

대학의 도움을 받아 알파라비 대학에 설립

구축제거 및 피부이식 수술을 시행했다. 또

이들 팀 이외에도 6개 팀이 국내외 봉사

된 검진센터와 캅차가이 시립병원, 동카자

현지 수련의 6명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

활동을 준비하며 제중원 정신을 실천한다.

흐스탄 지역 등에서 956명(1,413건)을 진료

했다.

했다.
의료선교팀은 알파로비대학교 검진센터
에서 대학관계자들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나눔·봉사·선교’
제중원 정신, 세계 속에
실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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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정신이 세계 곳곳에 전해진다.
의료원은 7월 1일 세브란스 은명대강

우사모(WELL international)와 짐사

치과대학 에쎌팀은 6일부터 12일까지 스

모, 연세 Cleft team은 각각 캄보디아와

리랑카 마타라를 방문해 치과 의료봉사 활

짐바브웨, 베트남을 찾아 나눔과 봉사정

동을 진행했다.

신을 실천한다.

진료와 교육, 상담을 진행했다. 또 캅차가

치대 백형선 교수(교정과학)를 단장으로

치과대학 LUKE회는 강원도 원주 가

이 시립병원에서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40명이 참가한 의료봉사에서 봉사팀은 40

톨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8일까지 봉

환자들을 대상으로 강남세브란스의 우수

여 개의 캐리어, 총 무게 1톤에 가까운 치과

사활동을 진행하며, 소금회와 에클레시

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환자들은 새벽

장비를 동원, 중앙집중식 장비시스템을 설

아는 충북과 충남 등에서 의료봉사에 나

부터 의료선교팀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연

치해 5일간 954명(1,084건)을 진료했다. 이

설 예정이다.

출되기도 했다. 의료선교팀은 환자들을 위

번 봉사에 참여한 간호대 학생들이 접수를

해 캅차가이 시립병원에 후원금 1,000달러

받고 고혈압과 당뇨 등 전신질환자에 대한

도 전달했다. 동카자흐스탄의 울켄나름병

예진을 담당했다. 예진 후 진단에 따라 보

원에서는 구소련 당시 핵실험을 했던 지역

존과와 치주과, 구강악안면외과로 이동해

과 가까워 다른 지역과 달리 피부질환이나

진료를 받았다. 발치와 신경치료 환자의 경

50여 년간 시설보호 아동들의 주치의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군이 많았다. 의료선

우 X-ray 촬영 후 각 유닛체어에서 와이파

로 활동한 조병국 의대동창(58년 졸, 홀

교팀은 울켄나름병원에서 진료한 어린이

이를 이용해 아이패드에서 결과를 확인, 그

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 명예원장)이 최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들을 한국에서 지속

자리에서 바로 치료가 이뤄졌다. 소아 환자

근 제3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를 위해 팔찌 만들기와 구강위생교육 프로

故 이기석 중외그룹 창업자의 생명존

카톤병원에서는 현지 의료진의 도움을

그램도 마련됐다. 대기하는 환자들을 위해

중 정신을 기려 JW중외그룹의 공익재

받아 환자를 진료했다. 현지 의료진들은 강

간증과 찬양시간도 가졌으며 모션테이핑

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제정한 성천

남세브란스 의료선교팀의 진료에 참관하

도 시행됐다.

상은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한 의료인에

홀트아동복지회 조병국
의대동창 성천상 수상

며 질문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마지

실론티를 많이 마시는 문화 때문인지 이

남 등 국외 7개 지역과 국내 3개 지역에

막날 우스트카메노고르스크(외스케멘 한

번 봉사에서는 스케일링과 신경치료 환자

조병국 동창은 1962년부터 서울시립

서 제중원의 정신을 실천한다.

국 전문대학교)에서는 고려인협회와 협력

가 많았다. 봉사팀을 통해 몇 십 년 만에 처

아동병원 소아과에 근무하며 버려진 아

해 고려인과 현지인을 진료했다. 오후 진료

음 스케일링을 받는 환자도 있었다.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전공의 시절

당에서 2015 하계의료선교 파송예배를

게 주는 상이다.

가졌다. 이번 의료선교는 강남세브란스

●진료와 교육연계 후원금 전달하기도

만 계획했던 의료선교팀은 진료시간을 오

해우회는 11일부터 18일까지 캄보디아

파견근무를 하며 홀트아동복지회와 인

●세브란스의 손길이 머무는 곳

병원과 에쎌, 우사모, 에클레시아 등 총

강남세브란스병원 1% 나눔기금 의료선

전까지 확대해 환자들을 진료했다. 치과의

헤브론 선교병원에서 치과 진료의 혜택을

연을 맺은 조 동창은 1976년 홀트아동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등 의료를

10개 팀, 24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교팀(이하 의료선교팀) 30명은 6월 22일부

경우 낙후된 시설로 책상 위에 환자를 눕혀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복지회 부속의원으로 자리를 옮겨 6만

통한 나눔 실천

카자흐스탄과 캄보디아, 짐바브웨, 베

터 29일까지 카자흐스탄을 찾아 의료선교

진료하기도 했다.

과 충치치료, 발치 등을 비롯해 구강위생교

여 명에 달하는 입양 예정 아이들의 주

2015년 여름. 제중원의 나눔과 봉사,

트남, 스리랑카를 비롯해 강원도와 충

봉사활동을 펼쳤다.

육을 진행했다. 또 구강암과 구순구개열 환

치의로 건강을 돌봤다.

성형외과로 구성된 우즈베키스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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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한 장애학생
학습실(쉼터)에서 교내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들이 안병철 학생을 중심
으로 함께 모여 공부도 하고 수업 및
진로 등을 함께 고민하며 공동체적인
1

2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쉼터에서는 안병철 학생 어머

을 높여 UBT 시스템을 확대하고, 2020년부

보하면서 자회사인 세브란스칭다오병원

니의 역할이 크다. 밤에는 안병철 학

터 UBT로 시행될 의사 국가시험에 대비해

의 지분을 일정 비율로 보유하게 되며, 향

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멀티미디어 문항을 개발하는 등 의학교육

후 병원 운영을 통해 배당수익을 기대할

낮에는 학교에서 다른 장애학생들까

을 선도할 계획이다.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 지

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덕에 장애학생

의과대학은 8일 본과 전 학년을 대상으

원과 브랜드 제공 등을 통한 추가 수익을

들의 학교생활이 예전과 달리 많이 즐

로 발달시험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시험

고려하면 실제 수익은 더 클 것으로 기대

의대 UBT (Ubiquitous
Based Test) 이용
발달시험 가져 1

은 CBT(Computer Based Test)와 아이패
드 및 갤럭시탭을 이용한 UBT(Ubiquitous

되고 있다. 의료원에서 파견하는 의료진의

‘아픔을 이겨낸 성공스토리’
원주캠퍼스 영어영문학과 안병철 학생

인건비와 병원 개원 전후 인력 교육 훈련

거워졌다고 한다. 또한 쉼터 내에 안
병철 학생 어머니가 직접 만든 작품들
이 채워져 공간분위기가 더욱 화기애

비용은 세브란스칭다오병원에서 부담할

●지체장애 1급 극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 합자모회사 설립 후 병원 건립

예정이다. 세브란스칭다오병원은 칭다오

●“사회와 국가를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

대한 학생들의 의학적 지식 습득을 측정하

● 세브란스 브랜드로 진료시스템 수출

시 라오산구 국제생태건강도시 프로젝트

원주캠퍼스 영어영문학과 11학번

의 우등상을 받았고 진리(성적우수)장

적 및 모범적인 학교생활과 어머니의

기 위해 국내 최초로 발달시험을 도입해 운

● 종합병원의 중국 진출 확대 청신호

개발부지 내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

안병철(28) 학생이 오는 8월 우수한

학금 전액 2회, 청파장학회 전액장학

헌신은 각종 언론에도 소개되면서 많

의료원과 중국 신화진(新華錦)그룹은

로, 900만 명의 칭다오 시민을 비롯한 산둥

성적으로 졸업장을 받게 됐다. 지체장

금 연속 5회를 수혜 받는 등 스스로의

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발달시험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동일

7월 10일 중국 칭다오시 칭다오웨스틴

성 전체 약 1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에게

애 1급이라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끝

노력으로 등록금을 마련했다.

한 문항으로 1년에 3회에 걸쳐 총 12회의

(westin)호텔에서 세브란스칭다오병원 설

한국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없는 노력과 불굴의 의지로 학교생활

이러한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

다. 바로 연세대학교의 기독이념을 바

시험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평가한다.

립에 관한 합자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될 전망이다.

을 끝마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다. 안병철 학생이 사용하는 근육은

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자가 되

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얼굴과 손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책을

는 것. 현재 신학대학원 입학을 준비

Based Test)를 일부 도입해 진행됐다.
의대는 학점제 폐지 후 의학과 과정에

영 중이다.

애하게 변화했다.
한편 안병철 학생의 우수한 학업성

안병철 학생에게는 졸업 후 꿈이 있

이번 시험의 경우 기존 시험지와 OMR

서명식에는 정남식 의료원장과 윤도흠

의료원은 2016년 개원 예정인 이싱세브

카드를 이용한 PBT(Paper Based Test)평

세브란스병원장, 장짼화 신화진그룹 회장

란스VIP 검진센터 프로젝트를 비롯해 난

안병철 학생은 일곱 살 무렵 선천성

들 수 없는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책

중인 그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 힘쓰

가 방식과 함께 S-campus 프로젝트를 통

을 비롯해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이수존 주

퉁 루이츠병원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성근이양증(근육이 점점 소멸되

을 3〜5장씩 묶음으로 찢어서 공부한

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해 구축한 CBT와 아이패드 및 갤럭시탭을

칭다오 총영사, 장신치 칭다오 시장, 란신

제공 등을 통해 중국 의료시장 진출을 위

는 난치병)을 진단 받았다. 각종 합병

다.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한 UBT 시스템이 도입돼 치러졌다.

칭다오 부시장 등 양국의 정관계 인사가 대

한 초석을 다진 바 있다.

증으로 학교생활이 힘들어지자 다니

4시간 공부할 때마다 40분 휴식을 취

●“봄의 노래에 대해선 생각지 말라.
너에겐 너의 음악이 있다.”

UBT 시스템은 시험 종료 후 답안을 바

거 참석했다. 양측은 합자기본합의서에 따

이번 세브란스칭다오병원 건립은 검진

던 학교를 그만 두고, 7년간 힘든 투

하며, 휴식시간에도 미국 ABC방송에

로 확인할 수 있고 OMR 마킹 실수를 줄일

라 지분구조 50대 50의 중외합자모회사를

센터나 전문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규모로

병생활 속에서 검정고시 및 수능시험

서 자신이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을 따

안병철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영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

설립한다. 신화진그룹은 현금을 출자하고,

는 국내 최초로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로 남

을 통해 대학에 입학했다.

로 녹음한 CD를 듣는다고 한다. 이

문학 작품인 영국 시인 존 키츠(John

을 얻고 있다.

의료원은 세브란스 본관 설계도 및 브랜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중국 의료

그는 원주캠퍼스에 입학 후 4년 동

같은 학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있

Keats)의 시 ‘가을에(To autumn)’의 한

의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시험출제

자문 등 유무형자산을 현물로 출자한다. 이

수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 매 학기 평균 15학점을 이수하며,

었기에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었

구절이다.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

의뢰부터 통계 분석까지 모든 시험 프로세

후 합자모회사에서 현금 투자, 전략적 투자

한편, 의료원과 신화진그룹은 지난해 10월

그중 6개 학기 동안 만점(4.3)을 받았

던 것이다.

한 안병철 학생의 음악이 울려 퍼지길

스를 시스템화했으며, 컬러 사진 이미지가

자 유치 등을 통해 자회사 성격의 세브란스

합의각서(MOA) 체결을 통해 1,000병상 규

다. 전체 평점이 4.3 만점에 4.29점에

안병철 학생은 학업뿐만 아니라 교

많은 시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칭다오병원을 설립하게 된다.

모의 종합병원(세브란스칭다오병원)을 설

달한다. 그동안 7번의 최우등상과 1번

우 관계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어 왔

의대는 네트워크 보안과 시스템 안정성

46

세브란스-중국 신화진,
종합병원 설립 합의서
체결 2

의료원은 합자모회사의 지분 50%를 확

바라며 그의 꿈이 곧 현실이 되기를 기
대해본다.

립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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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MIT 기후변화와 경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지난 7월 20일 합의했다.
이 프로젝트는 우선 한국 탄소배출권거
래제의 ▶구조적 문제점 및 해결책 ▶실
질적 온실가스 배출감축 능력 평가 ▶녹
1

2

3

색산업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
동연구를 하며 국내경제 및 국제기구 자료

2015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최
원주캠퍼스 의

물리치료학과 봉사단,
스포츠물리치료 자원봉사
진행 1

를 MIT 6세대 EPPA(Economic Projections

축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저렴한 해외배출

한 가운데 ‘연세MEDICI산학협력 교류회’를

and Policy Analysis) 모델에 적용한다. 나아

권을 이용한 이른바 ‘양자정책’을 설립했다.

개최했다.

가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환경정책·

또 총리비서실이 중심이 되어 재무부, 경제

교류회는 노성철 원주LINC사업단 산학

녹색경제정책·지속경영정책·온실가스

통상산업부, 외교부 등 주요 부처가 함께 배

원주산학협력단,
(주)YD생명과학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

3

료복지연구소 국

보건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봉사단

선도부실장의 사회로 시작해 김희중 단장

배출 감축정책·친환경발전정책·친환경

출감축 정책이 산업·환경·무역 등에 미

원주산학협력단(단장 신태민)이 지난

제의료서비스연

(학과장 신헌석)이 지난 7월 23일부터 27

의 격려사, 허영 의료기PD(한국산업기술평

자동차배출가스 정책 등이 경제성장, 산업,

치는 영향을 정확히 계산해 배출감축과 산

7월 21일 미래관에서 (주)YD생명과학(대

구센터(센터장

일까지 5일간 강원 춘천시 호반체육관에

가관리원) 및 김민영 사무관(산업통상자원

무역구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업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프로젝트

표 이진우)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식’을

진기남)가 지난 6

서 ‘2015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부)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다. 또한 이 모델은 환경문제를 분석하기 위

의 공동대표는 우리 대학교 백광열 기후금

진행했다.

월 30일 한국경

출전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물리치료 자

특히 올해 신규가족회사 대표로 (주)

해 시장·비시장 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글

융연구원장과 MIT 지구변화 과학 및 정책

행사에는 신태민 단장 및 김택중 교수(생

제 다산홀에서

원봉사를 실시했다. 봉사단은 2년에 한

하나씨엔에스와의 협약식이 진행됐으며,

로벌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

연구소의 니븐 윈체스터(Niven Winchester)

명과학기술학부) 등 주요 관계자와 (주)YD

‘2015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개

번 개최되는 대회에 2009년부터 2011년,

창업동아리 Invent3.0 대표인 조준형 학

um) 모델로서 “중국발 황사가 한국경제와

교수가 맡는다.

생명과학 이진우 대표 등 주요 임원진이 참

최했다.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원봉사를

생(의공학부 4학년)이 (주)DR메디칼로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계산한다. MIT

진행한 바 있다. 봉사단은 경기 중 생길

터 3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지구변화 과학 및 정책 연구소(MIT Joint

국내에서는 진기남 교수(보건행정학
과)와 한국관광공사 및 보건산업진흥원

수 있는 부상을 방지하고 경기 후 선수가

김희중 단장은 격려사를 통해 “새로 출범

Program on Science and Policy for Global

의 관계자를 비롯해 호주, 영국, 독일,

최대한 빨리 회복해 다음 시합에도 좋은

하는 산학협력기술동아리를 활용해 산학협

Change)에는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부문

미국 등 해외 의료관광·서비스 분야

컨디션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테이핑

력 시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

교수 40여 명과 60여 명의 연구원이 있으며,

전문가 20여 명이 인사 및 패널로 참여

▶치료적마사지 ▶도수치료 ▶스트레칭

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칭 그대로 기상학·물리학·공학·생명

해 세계 의료시장의 흐름과 전략에 대

등 기구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지원했다.

해 발표했다.

또한 봉사단은 자세교정 및 올바른 운

진기남 교수는 이번 컨퍼런스를 “국

동법을 교육해 선수가 시합이 아닌 평소

제적인 교류의 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도 통증과 부상 없이 활동

국내외 전문가가 모여 학술적이고 정책

할 수 있게 하며, 선수가 긴장하지 않도

적인 논의를 한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록 치료 중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화를 주제로 다양한 정보 교류가 가능
하도록 꾸준히 콘퍼런스를 확대 발전시
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산업의 국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
경제TV를 통해 방송되기도 했다.

기후금융연구원,
미국 MIT 대학과
기후변화 및 경제 공동
프로젝트 추진
●MIT 6세대 EPPA모델에 적용

라고 평가하며 “의료산업의 수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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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및 교내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

원주LINC사업단,
연세MEDICI산학협력
교류회 개최 2

석했다. 원주산학협력단은 (주)YD생명과학
과 지난 4월 ‘기술이전 의향서 체결식’을 진

* 참고 : 용어설명
1)	EPPA(Economic Projections
and Policy Analysis): 탄소배출
에 대해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정
부 정책을 분석하는데 사용

행한 바 있으며, 이번 체결식은 기술이전 계
약에 날인해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체결식을 통해 김택중 교수 연구팀에

과학 등 자연과학 전문가와 사회학·경제

2)	글 로벌 CGE(Computable

서 개발한 근위축 예방, 치료 또는 개선

학·금융학 등 사회과학 전문가들로 구성

General Equilibrium): 경제부

에 도움이 되는 ‘달맞이꽃 및 치커리 추

되어 있다. 과학적으로 지구의 문제를 분석
한 후 해결책을 정책적으로 실현시키는 연

문들과 상호 반응하는 상황에서
정책변화나 특정사건의 효과를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든 모형

출물’ 기술이 (주)YD생명과학을 통해 사
업화될 전망이다.

구소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컴퓨터 지구

3)	IGSM(Integrated Global Sys-

김택중 교수(생명과학기술학부)는 체결

변화 모델인 IGSM(Integrated Global Sys-

tems Modeling): 인간과 기후

식에서 “이번에 개발한 달맞이꽃 추출물과

tems Modeling)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특

간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고 기

치커리 추출물 소재는 친환경 소재로 초고

후변화의 사회적·환경적 영향

원주캠퍼스 기후금융연구원(Yonsei

히 MIT EPPA 모델은 기후변화가 경제·무

University Climate Finance Institute, 원장

역·환경·국민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4)	탄 소감축한계비용(Marginal

스포츠, 등산 등 일상생활에서도 근기능 개

백광열)은 미국 MIT의 지구변화 과학 및 정

과학적으로 정량하고 계량•분석하는 것

Abatement Cost): 온실가스 1

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를 함유한 근

책 연구소(MIT Joint Program on Science

이 가능하다. 일본은 자국 산업의 탄소감축

톤을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으

육케어제품, 스포츠 음료, 건강기능식품 개

원주LINC사업단(단장 김희중)은 지난 7

and Policy for Global Change, 소장 죤 라

한계비용(Marginal Abatement Cost)을 계

월 29일 원주캠퍼스 현운재에서 가족회사

일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연

산해 이 수치를 근거로 자국 산업에 탄소감

원인을 연구하는데 사용

로 감축에 필요한 운영비 및 설
비비를 말함

령화 시대에 근육 감소가 심한 노인들이나

발 시 기업의 고용창출과 함께 매출증대에
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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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캠퍼스
소식
견으로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심포지엄
에 앞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재)원
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우리 대학교 의

연세 중중한사전
(中中韓辭典) 발간

료기기개발촉진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

2015 융·복합 응급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및 응급의료기

원은 시제품의 공인인증시험 상호협력,

- 세계 최초의 중중한사전

기연구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연구개발 공동추진, 정보교류와 인적 네

- 한국과 중국의 언어를 동시 복합적으로 학습 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여승 연세원주의료원장을 비롯해 응급

●응급의료기기연구회 발족식 개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다수의 기관 및 제

이번 4자 협약을 통해 TRL(기술성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윤여

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심포지엄

도) 1~8단계까지 응급의료기기 원스톱

승)은 지난 7월 10일 원주 인터불고 호

은 현재 사용되는 응급의료기기의 융·

서비스가 실현화됨에 따라 중소업체에

텔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이

복합을 통한 차세대 응급의료기기개발

서도 복잡한 인증, 임상 등의 절차를 최

지원하는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사업의

촉진과 응급의료기기 분야의 블루오션

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응급의료기기 개

일환으로 ‘융·복합 응급의료기기 산업

개척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과 최신지

발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심포지엄에는 김기선 국회의원과 윤

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
류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대학교에서 세계 최초의 중중한사전(中中韓辭典)을
발간했다. 『연세 中中韓辭典』은 2003년부터 12년간 4개국
126개 대학 228명의 집필진이 참여해서 펴낸 사전으로, 중국어
학습을 위한 최고의 공구서다. 외국어를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나라 언어는 그 나라 언어로 이해”해야 한다.
다만 원어를 원어로 이해하는데 다소간의 난이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완 사전이 필요하다.
『연세 中中韓辭典』은 167,594개의 표제 어휘를 수록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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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50만자에 이르는 본문은 중중한쌍해사전(中中韓雙解辭典,
Chinese-Chinese-Korean Bilingual Dictionary)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한편 연세대학교는 ‘한국어 세계화의 초석’을 위한

신간 안내

연세 한한중사전도 조만간 출판할 예정이다.

노란꽃: 서양이 바라본 동양여자

≪연세 中中韓辭典≫의 특징

저자: 우미성(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둘째, 수록 어휘 규모면에서 『중한쌍해 방식 사전』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출판: 쌤앤파커스
이 책은 서구사회의 오리엔탈리즘과 서구인들이 바라본 아시아 여성의 이미지를 유형별로 훑어본 한
권의 문화사다. 고대와 중세부터 21세기 현재까지 기행문, 문학, 전시, 오페라, 뮤지컬, 영화, 광고, 텔레비
전 미디어에서 최초였거나 전환점이 되었던 대표적 이미지 중심으로 아시아 여성의 이미지가 형성된 역
사적 매커니즘을 추적한 문화 해부학서이기도 하다.

첫째, 편집진(編纂陣)방면에서 세계 최고(最高)의 권위를 자랑한다.
셋째, 뜻풀이 형식면에서 혁신적이며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넷째, 내용면에서 정확성ㆍ다양성ㆍ참신성ㆍ보완성ㆍ초월성과 더불어 백과사전식의 종합성을 구비하였다.
다섯째, 찬술이념과 부가적인 자료 제공면에서 ‘독자에 대한 친절성’을 제고하였다.
여섯째, 표준화에서 한자 자형ㆍ중국어 발음과 성조 등에 중국 국가 표준을 충실히 준수하였다.

이 책의 출판을 맡은 (주)쌤앤파커스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등 자기계발서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많이
기획해 온 출판사로 인문서를 출판한 경험은 많지 않지만 지나치게 학술적이어서 관련분야 학자들에게만 읽히는 책보다는 일반 독자

편저자｜中中韓辭典編纂委員會

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문서를 목표로 이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연구결과물 확산과 인문학

판 형｜ 4×6배판

대중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15 교육부총리 표창”을 받았다.

쪽 수｜ 5,090쪽
발 행｜ 2015년 6월 30일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펴냄

50

51

YONSEI NEWSLETTER

YONSEI NEWSLETTER

Vol.584

Vol.584

백양로 재창조에 힘이 되어주셔서
기금 소식

인물 동정
우미성 교수 / 저서 ‘2015 교육부총리 표창’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우미성 교수의 저서 <노란꽃: 서양이 바라본 동양여자>(쌤앤파커스에서 출판)가 2015 한국

백양로 재창조 사업 기부자
참여 기간 : 2015.7.9~2015.8.5

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인문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우수 인문저술로 인정받아 교육부총리 표창을
받게 됐다. 이 책은 서구인들에게 비친 아시아 여성의 이미지를 15세기 마르코폴로부터 21세기 현재까지 기행문, 소설,
전시, 오페라, 뮤지컬, 영화, 광고에서 최초였거나 전환점이 되었던 문화적 현상을 중심으로 분석한 한권의 문화사다.

하연섭 교수 / 재정전략협의회 민간위원에 위촉
1천만 원 이상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하연섭 교수가 최근 장관급 협의체인 재정전략협의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의 민
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김미경(영문83)

김찬수(기계69) 신성대학 교수

나윤섭(법무원11)

김현진(의학92) 연세진내과 원장

교원

이규식(대학원70)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

노석진(경영원12)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차장

동문

최기준(국문55) (학)연세대학교 前상임이사

박상철(요업78) 삼성종합기술원

동문

홍순만 교수 / 미국경영학회 최우수 논문상·리뷰어상 수상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홍순만 교수가 8월 9일 미국경영학회(Academy of Management)로부터 최우수 논문

1백만 원 이상

상(the Carlo Masini Award)과 최우수 리뷰어상(Top Reviewer Award)을 받았다. 홍 교수는 올해 행정 및 정책

배기영(행정74) 더클래스 효성(주) 대표이사 사장

분야의 최고 권위지인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ournal of

교원

신현윤(법학73) 연세대학교 교학부총장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등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여 뛰어난 연구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동문

이준우(정외56) 조선일보 신문방송대학원 前이사

양동용(정외82)

기업

황범선 (주)프로덕션로켓트 대표

염재상(불문77) 창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손창수(전자75)

우인하(철학7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흥순(전자81) 세화정밀(주) 대표이사

윤기수(전기69) (주)이파워기술단 본사 사장

이택(의학83) 인하대학교병원 비뇨기과 교수

윤석웅(기계02) 현대엔지니어링(주) 기계2팀 대리

박철호(신학8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실 장관정책보좌관

이강현(치의82) 이사랑치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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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교원
보직발령
보직명

강성중(기계69) Nan Inc QC Manager

성명

전공(소속)

임기시작

임기만료

비고

15.08.01.

17.07.31

중임

법인본부장

백윤수

문과대학장

최문규

독어독문학

15.08.01.

17.07.31.

유임

생활과학대학장 겸
생활환경대학원장

고애란

의류환경학

15.08.01.

17.07.31.

유임

교원

노영훈(생명95)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명공학과 교수

동문

감기택(심리84)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학부모
교원
학부모
동문

BK21플러스
총괄사업본부장

문성빈

Y-IBS과학원장
Y-IBS과학원부원장

정갑영
천진우

응용해석및계산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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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찬(화공56)

최희준

문헌정보학

경제학
화학
수학

15.08.01.

15.07.07.
15.07.07.
15.07.17.

16.01.31.

16.01.31.
17.02.28.
17.02.28.

- BK21플러스총괄사업본부장직은
BK21플러스사업기간동안 설치함
- 부총장급(직무수당 2호 지급)
- 대학원장이 당연겸직
Y-IBS과학원장은 총장이 겸직함

- SRC
- 직제종료예정일 2022. 2. 28.

교원
재학생

동문

교원

이병목(도서관57)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명예교수
이영준(교육03)

동문

강대경(강민주 행정14)
강상진(교육74)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교수

신범식(의학87) 연세S신경외과 대표원장

이융조(사학59)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이사장
이은승(행정76) (주)세스코 고객서비스본부 전무

교원

이재용(전자73)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교수

국희완(국지혜 응통12) 동아제약(주) 관리부 이사

이제원(건축77) 게일인터내셔널 사업관리실 부사장

권오동(요업86)

이진섭(경제91) 노무라증권 본부장

금갑운(경제86) 공인회계사금갑운사무소 대표

이진숙(교육원04)

김동현(전자91)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김병천(공학원14) (주)삼성유아 대표이사

동문

이한웅(생화학77)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교수
장병철(의학7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심장혈관외과) 교수

동문

김성일(법학81) 변호사김성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조광연(화학65) 한국화학연구원 생물기능연구팀 팀장

교원

김세중(정외68)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최길영(체육75) 이대부속고등학교 교사

김시은(불문13)

최명규(법학63) 역삼2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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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기금 소식

박상임(박규태 수학13)
박순홍(행정96) 한국산업은행 차장

교원
동문

교원

동문

최문근(화학75)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화학과 교수

변기섭(영문98) 삼성중공업 Egina)거제PM그룹 과장

최윤석(경영원75) 산은캐피탈 재무담당 부사장

변창자(간호60) 경희대학교 경희간호대학 학장

한승진(경영원03)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재학생

한정민 연세대학교 융합오믹스의생명과학 부교수

직원

한창균(사학70)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학부모

송낙경 연세대학교 총무처 인사팀 차장
신덕균(신주현 정보산업06)

황우정(철학59)

유석형(경영원87) 삼덕회계법인 감사부 감사

황주홍(정외73)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기업

박광수 (주)태양씨앤디 대표

동문

강승녕(교육원04) ㈜FPI 대표

동문
재학생

동문

이승현(천문대기92) AWT코리아 재직

재학생

김동수(의학95) 로이병원 진료부 원장

이환석(경제8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실 실장
임한수(금속86) KNF Weuberger(유) General Manager

교원

김순기(교육원14) 대명홀딩스 소통기획팀 매니저

2015년 4월 기준, 64 단체, 77 가족, 43 부부동문이 기부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해원(수학11) 작가

동문

김덕용(의학8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교수

학과 동기회, 직장, 지회 등 단체기부 및 가족기부, 부부동문 기부가 가능합니다.

이유민(정보산업14)

고아라(심리11)

조 신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학부모

조 현(서제원 전기전자11)
최윤석(경영 75) 산은캐피탈 재무담당 부사장

김태민(화공89) (주)이엔드디 연구소 상무

홍현준(의학93)

동문

남상조(간호77) 강남세브란스병원 외래ㆍ응급실간호팀 팀장(부장)

기부 혜택
● 기부자께는 단체석, 가족석,

부부동문석에 기부자 명패를 제작해
드리며,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개인별 발급 가능)

● 문의: 김현중 02-2123-2248, 임효진 02-2123-2243
● 팩스: 02-2123-8633
● 기부 계좌: 우리은행
126-150447-01-115 (학) 연세대학교
● 주소: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본관 101호 대외협력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임상조교수

홍기탁(경영86)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산지점 과장

도윤호(행정원04)

독수리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는 개인기부와는 별도로

이유림(경제07)

김영식(물리74) 단국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동문

단체기부, 가족기부, 부부동문 기부 안내

상현구(법무원15)

1백만 원 미만

재학생

백양로 재창조 사업

박창희(치의91) 연세덴트웰치과의원 원장

동문

청송

진리

자유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 감사편지, 감사패 증정
● 대학정기간행물 발송
● 연세달력 발송
● 교내 주요 행사 초청
● 도서관 이용 자격 부여
● 부속교육기관 학비 감면 (20%)
● 세브란스병원 건강검진권 감면 (30%)
● 무료 주차 (연 250시간)

● 출연자 희망에 따라 로비 명패 부착
● 부속교육기관 학비 감면 (30%)
● 세브란스병원 무료검진권 1매
● 세브란스병원 진료비 감면 (10%)
● 세브란스병원 VIP 의전 서비스
● 무료 주차 (연 500시간)
● 동문회관,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20%)

● 출연자 희망에 따라 실 명칭 부여
● 부속교육기관 학비 감면 (50%)
● 특수대학원 학비 감면 (50%)
● 세브란스병원 무료검진권 4매
● 세브란스병원 진료비 감면 (50%)
● 세브란스병원 VIP 의전 서비스
● 무제한 무료 주차
● 동문회관,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50%)

● 출연자 희망에 따라 건물 명칭 부여
● 부속교육기관 학비 감면 (100%)
● 특수대학원 학비 감면 (100%)
● 세브란스병원 무료검진권 8매
● 세브란스병원 진료비 감면 (100%)
● 세브란스병원 VIP 의전 서비스
● 무제한 무료 주차
● 동문회관,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100%)

연세대학교 발전기금 |
전화_ 02-2123-2249/2248 팩스_ 02-2123-8633 이메일_ greenum@yonsei.ac.kr
주소_ (03722)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본관 101호 대외협력처

홈페이지_ http://fund.yonsei.ac.kr

기부계좌: 우리은행 126-150447-01-115 (학)연세대학교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 2구좌 100만 원씩 참여합시다.

<연세소식>에 기고나 기사제공을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news@yonsei.ac.kr
문의 : 02-2123-2071 (홍보팀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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