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서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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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강신청 제도(Y-CES) 성공적 시행
연세사랑

각당 라익진 박사 25주기
여기 연세인

정석주 동문(경영 59학번)
탐방

강남세브란스 암병원

YONSEI NEWSLETTER

Vol.585

Vol.585 l 2015.9.1
03

제3창학의 연세
03 세계 수준의 연구 강화 |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을 향한 연세만의 연구진흥사업
08 캠퍼스 인프라 선진화 |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10

총장 학위수여사

제3창학의
연세 1
세계 수준의 연구 강화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을 향한 연세만의 연구진흥사업

「연세 미래선도연구사업」

10 2015년 8월 학위수여식사

16

2차년도 선정을 마치고 3차년도를 계획하며

주요소식
16 새로운 수강신청 제도(Y-CES) 성공적 시행
18 학술정보시스템 스마트한 새 옷을 입다

연구처

19 성주재단, 본교에 ‘글로벌 여대생 장학금’ 신설
20 백양클럽, 백양로 재창조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다
22 대학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정갑영 총장
24 남가주 연세콰이어 모교 방문

25

전년도 65개 과제 선정에 이어 올해 52개를 추가 선정하고 총 42억 원의 연구비 지원

연세 사랑
25 유재훈 무악로타리클럽 회장
26 각당 라익진 박사 25주기

28

우리 대학교는 연세 창립 130주년을 맞이해 제3의 창학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수월성 확보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연간 45억 원, 5년간 총 225억 원의 교비(대학원 주관 글로벌특성화사업 포함)를 투자해 신
촌, 원주, 의료원 전 캠퍼스가 참여하는 ‘연세 미래선도연구사업’을 시작했다. 이제 올해로 두 번째 해를 맞이한 미래선도연

여기 연세인
28 양지실업 정석주 회장(경영 59학번)

구사업의 전반에 대한 상황을 돌아보고 향후 사업진행 방향 설정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015년도에는 신규 과제 선
정은 물론, 전년도 선정 과제에 대한 지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연차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해 선정 평가 진행 중 습득한

30

Dean’s Leadership
30 정경대학/정경·창업대학원 윤방섭 학(원)장

34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선정 평가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발표평가를 진행하는 세부과제
의 경우 평가위원 전원을 외부 연구자로 위촉해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되,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진행을 주관하는 분
과별 위원장을 교내 위원으로 선정했다.

탐방
34 강남세브란스 암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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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프론티어
39 치과대학 이상배 박사팀, 타액오염에도 접착 가능한 신규 치아접착 물질 개발

이러한 노력으로 이제 불과 시행 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교내 연구자뿐 아니라 평가에 참여한 교외 연구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한 단계 성숙한 교내 연구진흥사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40 김형준 교수팀, 가시광 흡수율 높인 초박막 광소재 개발
42 류왕식 교수팀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표적 항암치료제 개발 가능성 제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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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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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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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신촌 캠퍼스 소식
의료원 소식
원주 캠퍼스 소식

“우리나라 대학의 학문선도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됨. 연세대 연구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는 사업으로 판단됨”
“발표 평가시 분야별로 외부 심사위원을 다수 위촉하여 객관성을 높였다고 봄. 아울러 외부 소속의 동문연구자들에게 모교학문발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평가 가능”
“학교 전체가 창의적 연구를 독려하고 학문적 분위기를 조장할 뿐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려는 의지가 엿보임”

2015년 8월말 퇴임 교직원

“교내 연구를 이와 같이 투명한 과정을 통해 선정한다는 점이 높이 평가할만함”

교원 보직발령

“대학에서 해야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취지에 공감함”

2015년도 2학기 직원 인사발령

“대형 과제 수주를 위한 대학 내의 투자가 매우 좋아보임”

기금 소식

-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발표평가위원 설문조사 중에서

단체 기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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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업에 비해 달라진 점
미래선도사업의 세부 사업은 글로벌 특성화 사업을 제외한 6개의 사업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1차년도 평가 및 진행 시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실시했다. 먼저 리더연구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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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지난해에는 개인과 그룹별로 유형을 구분해 공지하고 선정한 반면, 올해에는 유형 제한을 폐지했다. 융합연구와 국

다. 이러한 평가과정을 통해 지난해 선정된 총 65개 과제의 지원과 더불어 올해 선정된 52개 과제를 추가해 총 41억 7천 8백

제협력연구 지원사업의 연간 최대 지원액의 경우 분야별로 차등을 두었던 지난해와 달리 더 많은 연구자에게 기회를 부여

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전년도 선정과제에 대한 중간평가는 학사일정을 고려해 10월 중 서면평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할 수 있도록 학문분야에 관계없이 1억 원으로 통합·조정했다.

연세 미래선도연구사업의 향후 방향
더불어 연구계획서를 통해 구체적인 ‘목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시하도록 하고 대형 국가R&D 과제 수주 시 2, 3차년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교내외 연구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진행 과정뿐만 아니라 연중 실시되는 연구자

(총 2년) 연구비를 대응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과제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세부사업별

간담회 등을 통해 미래선도사업에 대한 많은 발전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통해 연구사업 전반에 이를

취지에의 부합성을 평가에도 반영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했다. 사업관리 측면에서는 올해부터 의료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많은 의견 중 사업운영에 대한 부분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원, 원주캠퍼스가 연구비 일부를 분담해 2, 3차년도에 집중되는 사업비 부담을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첫째는 미래선도연구사업의 장기적 계획에 따른 운영의 필요성이다. 이 사업이 단발성 정책사업이 아닌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연구진흥사업으로 정착되어야 연구력 향상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세의 중장기적 연구력 향상을 위

과제의 접수, 평가, 선정

해서는 신진연구자에 대한 연구인프라 조기 구축지원으로 그들의 연구 성과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 관점에

6개 세부 사업에 대해 신촌, 원주, 의료원에서 작년에는 총 331개의 신청과제 중 65개 과제를, 올해에는 201개의 신청과제

서 안정적 연구지원 제도의 유지를 통해 연구저변의 확대가 필요하다.

중 52개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사업의 기획과 선정 등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험에 비추어 올해에는 작년도 말에 공고하
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안서를 접수하고 교내 연구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올해에는 200여 편의 제안서가 접수되었다.

둘째는 연세대학교가 세계 사립대학 20위의 명문대학으로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정부와 민간 연구를 이끌어가야

세부사업별로 보면 리더연구자 지원사업, 문제해결형 융합연구 지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리더연구자 지원

하는 사회적 책무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세부분야별 연구를 넘어서는 융·복합적 연구로 확산되기 위해서 다

사업, 국제협력연구 지원사업, 사업체수요기술 지원사업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양한 분야별 연구자 간 네트워크 강화와 상호 연구결과 공유가 필요하다.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대형연구사업 수주가 목적이 아닌
별도의 목적 설정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년도
2015

2014

구분
지원
선정
선정율
지원
선정
선정율

리더연구자
55
12
22%
107
9
8%

Challenge
72
24
33%
92
27
29%

융합연구
7
0
0%
21
9
43%

국제협력
36
9
25%
46
7
15%

산업체
10
4
40%
9
4
44%

자유과제
21
3
14%
56
9
16%

계
201
52
26%
331
65
20%

산업체 매칭펀드가 필수적인 요소
인 산업체 수요기술사업은 업체 협

셋째는 교내 연구지원이 장기적으로 성공적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연세 연구자들이 국제적 연구리더로 도약할 수 있

약기간을 고려해 다른 5개 사업과

도록 면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고 본 사업의 연구결과물이 원천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는 별도의 일정으로 한 달 가량 먼

탐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저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각각 진
행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연구

지원 액수가 크지 않고 세부 사업의 목표가 연구제안서의 창의성, 도전성이 주요 평가 항목인 챌린지, 자유과제 지원사업의

사업공고

경우 암맹평가(Blind Review)로 이루어진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연구주제의 창의성과 더불어 연구자의 역량이 중
요한 평가요소인 리더연구자, 국제협력연구, 산업체 수요기술, 융합연구 지원사업의 경우 서면평가와 더불어 발표평가를 진
행했다.

2014.12.31
연구처

서면평가
(1단계)

제안서 접수
▶

2015.2.2.
~ 4.30
연구처

▶

2015.6.7
(산업체 5.28)
서면평가위원회

김은경 연구처장은 “연세 미래

발표평가
(1단계)
▶

2015.7.23.
(산업체 7.2)
발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

선도연구사업이 사업초기임에
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크게 성

2015.8.18
총괄평가위원회

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연세 연구
자들의 열정과 참여 덕분”이라
며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

2015년도 신규 과제 선정은 5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암맹평가 기조를 유지하고 발표평가

한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방향을 찾아가며 정부와 민간연구수주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

시 전원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해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각 평가 과제는 세부사업별로 특화된 평가기준을

는 대학 연구사업의 새 모델이 제시된 만큼 본 사업이 ‘연세만의 연구진흥사업’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탕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연구과제의 세부 주제를 고려한 맞춤형 평가위원의 구성과 전공별·세부사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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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고려한 평가 분과를 구성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이러한 정량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학부총

이밖에도 우리 대학은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채용제도를 도입해 해외석학을 유치하고 국제적으로 탁월한 연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괄평가위원회에서는 서면·발표평가 결과로 8월 중순 신규 선정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지난해 대

구 성과를 거둔 교수를 특훈 교수로 선정해 최고의 대우와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교수 인센티브 제도를

비 올해 신규과제 선정에는 과제 제안서의 정량적 평가와 더불어 세부사업별 취지와의 부합성도 주요 평가항목으로 고려됐

통해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 봉사 의지를 진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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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연구자 지원사업(2014년)
소득 불평등과 최적 재분배 정책 연구를 위한
비동질적 가계 모형 개발
조직관리 패러다임 융복합의 동향과 미래

장용성
장용석

인삼의 지구사
생물학적 활용에 적합한 Hybrid Metal-Organic Frameworks
(MOFs) 개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대사적 부작용에 대한 분자
메커니즘 및 억제 연구
근우주론 연구를 통한 은하형성 기본단위의 기원 규명

설혜심

주관적 판단의 문법: 주관성 형용사, 양상, 증거성
Klotho-안지오텐신 축 중심의 중개 및 역중개 연구를
통한 간섬유화의 새로운 치료전략 개발
세포내 전자기 신호 이해를 위한 다기능 탐침 플랫폼 구현

양정석

오문현
김재우
윤석진

백순구
이연진

리더연구자 지원사업(2015년)
직관적 통계학자로서의 시각체계

정상철

한국 근대 초기 여성담론의 생성과 변모

김영민

정보이용자연구를 기반으로 한 HCI 연구 분야 확장

이지연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발달 양상 연구

강현화

감정의 인문학적 해부학

최문규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사이버폭력 방지와 행복 증진 방안

김희웅

한국 행정의 비교 역사적 분석
프로테아좀 제어기반 단백질 분해이상 질환의 신규치료 타깃
및 기술개발
나노를 넘어 : 원자수준제어 초정밀 인공단백질 나노소재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고감도 무표지 세포 모방형
바이오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난치성 섬모질환의 조직특이적 병인기전 규명 및
제어기술 개발
미세유체칩 내에서 전기유전영동집게 및 브라운운동 기반의
신개념 세포특성 분석법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세포의 생물리
적/생화학적 특성 규명

하연섭
정광철
임용범
함승주
복진웅
이상우

Challenge 지원사업(2014년)
소형/비대칭 소행성 탐사를 위한 최적궤적 설계 및 항법/
유도/제어기법 개발
세균포식자 C. elegans와 토양 유산균 간의
행동생태학적 고찰
뼈의 기계적 자극 인지 기전 구명과 뼈에서의
치료적 적용 가능성 검증
효율적인 타일 조립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에 대한 경험적 분석: (비)구속성 원조
의 결정요인과 원조효과성을 중심으로
소형동물용 국소 뇌혈관장벽 개방에 따른 표적 약물 전달 연구
를 위한 고 집적 초음파 기기 개발
표면거칠기를 포함하는 미세채널 열유동에 대한 수학적 모델
링 및 수치연구
아시아의 난민 정책 및 난민 적응 양상 비교 연구: 한국,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슬릿트랙 시냅스 접착과정에 의한 흥분성-억제성 시냅스 형성
분자기전 및 관련 뇌정신질환 병인기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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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덕
이진일
문석준
한요섭
정헌주
장원석
최정일
이상국
고재원

2차원 나노소재의 결함의 분석/제어 및 자기치유 기술 개발

이관형

웨어러블 기기를 위한 Always-On CMOS 이미지센서 기술

채영철

일반적인 시간 선호 하의 동태적 게임에 관한 연구
북한 식량난에 영향을 미친 FAD(Food Entitlement Decline)
와 FED(Food Entitlement Decline)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제도적 전환기에서 중국 민영기업의 네트워킹
형태와 성과에 대한 영향
HER2 양성 위암환자 유래 세포주 및 이종이식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HER2 억제제의 효능 및 내성기전 규명
노트필기(Note-taking) 행위를 통해 본 매체별 인지부하
차이에 대한 연구
미래형 Fe-8Al 초경량 자동차 강판 개발을 위한
연속주조공정용 친환경 몰드플럭스 개발
새로운 형사제재로서 직업금지제도의 활용

박재옥

북한 산림녹화사업에 따른 가뭄 및 홍수 영향 연구

김연주

백인립

대면적 주사탐침 현미경

심우영

구조물 안전성 평가를 위한 영상처리기법 적용연구

김준희

LRRTM3 낙아웃 마우스를 이용한 자폐 핵심 병인기전 연구

엄지원

CRISPR/Cas9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long intergenic noncoding RNA (linc RNA)
녹아웃 라이브러리의 제조 및 이를 이용한 lincRNA 기능 규명

김형범

당원(글리코겐)축적병 Ia 치료제 개발

이진우

김정환

종양대사에서 핵수용체 PPAR gamma에 의한
metabolic repositioning

정양식

시상-대뇌피질 회로에 의한 수면 조절 연구
전 이중 통신시스템에서 자기간섭 신호 제거를 위한 시간/
위상/진폭 동시 조절기
동북아시아 분쟁수역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은 가능한가?
테라헤르츠 밸리트로닉스: 2+3차원 융합소재 기반 펨토초
정보전달 소자 개발
마이크로/나노패턴 디바이스 기반 혈관 및 신경 재생 효능이
증진된 줄기세포 스패로이드 생산 연구
2차원 나노 재료의 기계적 물성 및 거동 모사를 위한
분자동역학 포텐셜 모델 개발
멀티스케일 생체모사를 통한 근육형 액튜에이터 개발
프로필렌/프로판 분리를 위한 유무기복합체/산화그래핀
하이브리드 나노다공체 개발
다품목 위험기피 뉴스벤더 모형 매개 분석
전후세대 이중언어주체 연구의 방법론적 전회-창작과정에서
의 ‘번역’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정은지

축삭 내 리보좀 합성 및 수선

정호성

민병욱

치료적 저체온 요법의 중증 허혈성 뇌졸중에서
inflammasome과 관련된 무균염증의 급성기 신경 손상의
억제 기전 규명

유제성

곽주영
정민규
전수진
손일

김현정
최현용

비변분법적 밀도범함수이론에 기반한 전자구조 계산법 연구

심은지

조승우

포스트 그래핀 저차원 신물질의 물리적 특성 규명 및 차세대
융합소자 개발

안종현

강건욱

구강 미생물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한 병원성 탐지 기술 개발

김백일

이형석

포스트 한류(Post-Hallyu) 한국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글로
벌 미디어로서의 한국영화

백문임

배윤상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환과 아베 신조 효과

최성용

아시아의 사회적 기업 비교연구: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한상일

한수영

사물인터넷 시대의 인터넷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이정훈

Challenge 지원사업(2015년)
외모 지상주의가 개인의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리학적 고찰 -행동 실험을 이용한 상관 및 인과 관계 연구구술 현지조사 연구방법론의 기술과 구술문화기술지 발간

국제협력연구 지원사업(2014년)

손열

국제협력연구 지원사업(2015년)
박수현
염유식

김영희

한국 고령자의 사회연결망과 유전자, 건강에 관한 융복합 연구

최영준

유리수 체계 숫자 표상의 발달

이희승

중국의 해양굴기: 국제법에 대한 도전인가 순응인가
자율신경계 반응에 따른 프로야구 구단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CRISPR를 활용한 multiplexed homologous recombination
효율 증대 방안 연구
사이토카인 RNA 대사 복합체의 새로운 기능연구
연 X선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한 생체분자의
전자구조 분석
물추적 시스템 개발

김현정

자외선과 가시광의 깊은 측광자료 및 Integral Field Unit
분광 자료를 이용한 타원은하의 기원 연구
자가면역질환의 병인성 T 세포 subset 유전자발현을 제어할
수 있는 전사인자 기능제어용 개인맞춤형 단백질신약 개발
광대역 및 다양한 입사각에 대하여 동작 가능한 전자기파
투명화 구조
Flame 기반 저차원 나노소재 형상/에너지준위/표면촉매특성
동시 제어 기술 개발

김철영
이태동

원도연
방두희
박보연
조상완
홍진규

생명공학적 의학적 응용을 위한 핵산재료기반 다기능성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 개발

노영훈

반도체 상온 양자비트를 이용한 단전자 분해능 양자스핀 센서

김도헌

Opiniomics: 스마트 사회에서 생동하는 여론 분석 및 예측
통일 준비를 위한 “사회 치유(Social Healing)” 연구 -외국의
사회치유 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형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의
바람직한 영어노출 시기와 노출방법에 대한 융합적 접근
지속가능한 수요창출을 위한 새로운 건설
Designeering 패러다임

이석영

송기원
김재엽
김소윤
김창욱
전우택
송현주
김정훈

문제해결형 융합연구 지원사업(2015년): 선정과제 없음
자유과제 지원사업(2014년)
연세대의 연구단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의 “운동 손상
예방 연구센터”로 지정 받기 위한 기획연구

이영희

다기능성 금속 나노입자를 이용한 혈당 센서의 개발

이동일

S.M.ART 교육기법 개발 연구: 미디어아트&디자인과 소프트
웨어 프로그래밍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연구

이현진

결합판매 및 수직결합의 경쟁효과에 대한 연구

한종희

세계화/지방화 시대 새로운 지방정치학 확립을 위한 연구

서정민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박동진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화 전략 연구: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이희진

환자 맞춤형 가상현실 수술을 위한 기반기술 및 핵심기술 연구

이상훈

동아시아 사유로부터: 성찰적 인문학을 위하여

이승종

자유과제 지원사업(2015년)
유럽 문화에서 메데아 신화의 현대적 변용

김영훈

불안장애의 비교문화적 특성: 심리뇌신경학적 바이오마커
비교 분석 연구

맞춤형 사회서비스의 재구조화: 재량혼합 모델의 적용
비대칭정보 하에서의 게임이론을 활용한 미국사법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섬 에너지전환: 점프스마트 마우이 프로젝트 분석

생명체를 디자인하는 21세기 합성생물학과
이에 대한 윤리ㆍ정책적 대응
암과 치매 해결을 위한 학제 융합적 가족
서비스 개발과 효과성 검증
미래 안전 사회를 위한 의료 환경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의료사고 원인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Hypermasculine North Korea. Gendering North Korean
Military Diplomatic “Provocations,” 1950 - 2015
간호사 국가 실기시험 도입계획에 따른 학습성과 기반 실습교
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김용민
Matthias
Maass
박소미

산업체수요기술 지원사업(2014년)
이상규
이용식

폴리감마글루탐산을 이용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
고부가 기능성식품 개발

오종원

물성이 개선된 S-methionine methlysulfonium 유도체 개발

성종혁

박종혁

DC 사고 전류 제한 기능을 갖는 HVDC 컨버터 토폴로지
및 DC 그리드 보호 및 제어 기술

허견

교육과 안전을 위한 공간 컴퓨팅 기술 연구

변혜란

약산성 불활성 가스 순환식 선박평형수 처리 시스템 개발

이창하

상부위장관 질환 발생 원인 non-coding RNA 의 발견과 진단
및 치료 응용

이상길

재생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3차원 지지체 및 제반 기술 개발

김한성

문제해결형 융합연구 지원사업(2014년)
세계 최초 무선전력충전 방식의 스마트형 코골이·수면무호흡
구강장치 및 새로운 임상치료법의 개발
전산화 단층촬영 영상에서 금속 허상 감소를 위한 새로운 알
고리즘의 개발 및 임상 평가

산업체수요기술 지원사업(2015년)
자바강황을 이용한 잇몸 건강 바이오신소재 및
산업화 기술 개발
신약재창출기법을 이용한 루푸스신염의 바이오에너제틱스
조절 혁신신약개발

황재관
김범석

김희진

다층모형 컴퓨터 프로그램 및 사용자 매뉴얼 제작

강상진

정용은

MEMS 기술을 이용한 초소형 초미세먼지(PM2.5)
감지기기 개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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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창학의
연세 2
캠퍼스 인프라 선진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그 일환으로 과학관 북측 후면부에 지상 6층, 연면

2015년도 2학기 새롭게 선보이는 건축물들

적 1,260평 규모로 47실의 실험실을 비롯해 로비, 라
운지, 화장실, 위험물 저장소, 폐기물 저장소, 재활용
품 보관소 등을 증축했다. 또한 냉·난방시스템, 후
드배기, 화장실과 실험실의 온수설비, 실험실 AIR 및

백양로 재창조 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캠퍼스 곳곳에서는 교육·연구·문화 공간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캠퍼스 선

VACUUM 유틸리티 설비, 건물 전체를 아우르는 친

진화를 위한 물질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명문대학으로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 LED 조명기구, 고효율 변압기, 고효율 전동기,
엘리베이터,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 무인통합방범 시

최근에는 우리 대학의 랜드마크로 떠오를 경영대학 신축이 완료됐다. 나아가 제1공학관 남북윙 증축이 마무리되면서 공과

설 등의 인프라가 갖춰졌다.

대학의 확장 사업도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다. 노후됐던 과학관은 최첨단 인프라를 갖춘 새 건축물로 재탄생했으며 외벽공
사를 통해 안전 확보와 미관 개선을 이뤘다. 새롭게 확충되는 캠퍼스 인프라는 연세 제3창학의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외벽 환경개선공사는 기존 외벽을 단열재를 보강

과학관

한 화강석 외벽으로 개선하고 노후된 창문은 고기
밀성 알루미늄 단열창문으로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켰다. 건물 후면에는 인프라용 철골제 발코니를 설치
해 에어컨실외기를 이전 설치함으로써 미관 개선이 이뤄졌다.

경영대학
약 2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경영대학 신축 건물이 지난 8월 20일 완

제1공학관

공돼 오는 2학기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상경대학과 공동으로 사용되
던 대우관 내 경영대학의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자 신축된 경영대학은
지하3층, 지상 6층으로 구성됐다. 건축면적 835평, 연면적 6,090평의

공과대학의 숙원사업이었던 제1공학관 남북윙 공사가 마무리되어 지난 7월 29일 봉헌식을 개최했다. 경쟁대학에 비해

규모로 내부에는 21개의 강의실과 MBA라운지 및 컴퓨터실이 갖춰졌
다. 신축건물은 우리 학교 동문들의 용재관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이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연구 및 교육 공간 부족은 공과대학의 만성적인 약점이었다. 남북윙과
경영관

가고자 용재관 타워를 외관 디자인에 반영했다. 나아가 건물 외부에는 기존 진달래 동산을 최대한 복원하고자 노력했다.

내년에 완공 예정인 타워동 증축으로 약 6,300여 평의 공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 2, 3공학관 건물 중
심에 들어설 타워동 증축을 통해 공과대학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함으로써 소통과 창의적 융합 연구 및

특히 경영대학은 미국 USGBC의 친환경 성능의 글로벌 평가인증제도인 LEED 인증과 국내의 녹색건축물 최우수등급을

교육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획득할 예정으로 국내 최고의 친환경 건축물로서 우리 대학에서 가장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윙 증축공사로 제1공학관 전면 좌우에 41개의 교
수연구실과 57개의 연구실이 신설됐다. 내부 냉·난

과학관

방은 지열시스템을 이용한 천정형 FCU시스템으로
승강기 2대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 수직이동의 편리
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건물 전면의

08

연세 자연과학 100주년을 맞이하는 지난 8월 31일 과학관 증축이 완료됐다. 과학관은 1984년 준공 후 31년이 경과한 연면

외벽은 화강석과 투명로이복층유리로 교체하고 주출

적 6,470여 평의 노후된 건축물로, 부족한 실험실 공간과 외벽타일의 훼손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증축과 함께 외벽

입구 또한 개선해 공과대학의 위상에 맞는 수려한 모

개선공사를 시행하게 됐다.

습으로 탈바꿈했다.

공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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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학위수여사

2015년 8월 학위수여식사
인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의 개
국 압력으로 위기에 처하게 됩

오늘 연세동산을 떠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졸업생

신인 조선기독교대학이 우리나라 최초로 고등교육을

니다. 이런 혼란기에 가난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학사

시작한지 100년째를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이기 때

위험한 조선을 찾아와 연세의

와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기까지 아낌없는 희생과 성

문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틀을 놓은 알렌 선교사와 언

원을 보내주신 가족과 친지 여러분들께, 그리고 학문

도약을 다짐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더우드 선교사는 지금 여러분의

의 길을 이끌어 주신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나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약관
이와 같이 뜻 깊은 해에 학업을 마치고, 넓은 세상을

26세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인정받으며 자유와 행복을 누릴

이런 혼란기에 가난하고
위험한 조선을 찾아와
연세의 기틀을 놓은 알렌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지금 여러분의 나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약관 26세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하나
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에 대한 굳
건한 믿음으로, 낮은 곳에 있는
이들에 대한 한없는 배려와 희생
정신,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
는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연세를
세우고 소중하게 키워나갔습니

향해 떠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시 한 번 연세의 창
니다. 단순히 연세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말

연세를 세운 도전과 개척,
배려의 창립정신

창립정신은 지난 연세 130년의 역사 동안 연세인들의

씀드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130년 전 연세를 세우고

갑신정변 사건을 계기로 왕실과 연결된 알렌 선교사는

DNA에 스며들어 오늘까지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발전시킨 선각자들의 삶 속에 오늘의 젊은이들이 자신

조선 땅에 변변한 의료시설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고

들의 미래를 투영해 볼만한 원대한 꿈과 비전, 그리고

종을 설득하여 제중원을 세웠고, 나아가 의학교를 열

1957년 백낙준 박사는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의과

숱한 역경을 딛고 기적의 역사를 만든 성공 스토리가

어 조선인들 스스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대학을 통합함으로써 연세 제2의 창학의 기틀을 세웠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르게 하였습니다. 제중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언더

고, 延世대학교는 명실공히 세상(世)을 이끌어 나가는

우드 선교사는 언더우드학당을 세워 고아들에게 안전

(延)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틀을 갖추었습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꼭 이루고

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집과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

니다. 참담한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연세는 고

싶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꿈과 비

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연세대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등학문의 융성을 통해 조국의 산업발전과 근대화를

오늘 학위를 받으시는 여러분은 여느 졸업생들과 달리

립 정신에 담겨 있는 특별한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합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올해가 1885년 제중
원으로부터 시작된 연세 창립 130주년이자, 연희의 전

전을 실현시키려고 합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

다. 설립자들에게서 비롯된 이

가속화하고, 동시에 민주화 과업의 달성에도 많은 기

을 우선 연세의 선각자들의 삶에서부터 찾아보라고 권

세브란스의학교 1회 졸업생의 학적부에는, 당시 엄격

여를 해왔습니다. 1978년에는 중부권인 원주 지역에

유하고 싶습니다.

한 신분제 아래 배움의 기회를 꿈꿀 수조차 없었던 천

제2캠퍼스를 개교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해오고

민의 자제인 박서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있습니다.

연세가 창립되던 19세기말 서구의 열강들은 산업혁명

가 바로 조선 최초의 외과의사였습니다. 형편이 어려

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과 생산력을 앞세워 전 세계

웠던 김규식과 안창호와 같은 민족의 인물들이 모두

제3 창학을 통한 글로벌 명문으로의 도전

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언더우드학당을 통해 길러졌습니다. 1907년에는 오

130년의 역사를 통해 연세는 현재 30만 명에 이르는

의 조국 조선은 헤어날 수 없는 가난과 개방을 둘러 싼

랜 세월 조선 사회에 만연했던 여성 천대의 관습을 깨

동문과 4,800여 명의 교원, 그리고 신촌 본교, 의료원,

국론 분열로 혼돈에 빠졌고, 근대 문물을 먼저 받아들

고 최초의 여성 간호사를 길러내기도 했습니다.

원주, 인천국제캠퍼스의 4개 캠퍼스를 가진 세계 20
위의 명문사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식민지배 시절

10

연세는 이처럼 소외된 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되

의 가혹한 탄압과, 동족간의 참담한 내전, 가난과 독재

찾게 하고 자유와 희망을 불어넣는 성공의 도구이자

의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면서도 연세는 이처럼 놀랄만

축복의 손길이었습니다. 연세의 설립자들은, 인종도

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선각자들의 원대한 꿈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다른 이역만리의 타국에서, 특별

과 강인한 정신 위에서 연세의 비전과 이상을 향해 흔

히 소외된 곳에서 고통 받는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들림 없이 전진해온 연세인들의 사명감, 그리고 연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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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 낸 기적이 아닐 수 없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이제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

지 않은 앞길에는 무엇이 있을지, 가시밭길인지, 자갈밭

해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습니다. 개교 당시 200명의 학생들을 위해 30여만 평

래의 삶 속에 연세 선각자들이 간직했던 도전과 개척

길인지, 혹은 맹수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

주어야만 편지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의 캠퍼스 부지를 확보했던 연세 선각자들의 원대한

정신, 그리고 원대한 비전과 불굴의 실천 의지, 나라

에 불안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을 보면서 연세를 알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계획, 열정과 도전정신을 누가 감히 흉내낼 수

의 발전을 선도했던 시대정신과 소명의식을 투영해 보

해서 쉽고 평탄한 대로로 가야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

말과 행동이 곧 세상이 연세를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있겠습니까?

시기 바랍니다. Robert Frost는 ‘가지 못한 길’(The

지만 여러분에게 남다른 꿈이 있다면 자신의 꿈을 믿고,

과거 130년간 그러했던 것처럼 연세가 우리사회로부터

Road Not Taken)이라는 시에서 자신은 ‘less trav-

그리고 지난 130년 간 연세를 지켜주신 하나님과 30만

존경받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연세는 지난 130년의 한없는 축복에 감사하며,

eled by’ 즉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고

연세의 동문이 여러분을 응원한다는 것을 믿고 묵묵히,

이 신뢰받고 또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세계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새로운 기적을 이루

했습니다. 우리 연세인들이 가야할 길도 많은 사람들

그러나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열어가기 바랍니다. 여러

기 위해 “제3 창학”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

이 가려 하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

분이 열어가는 길이 다른 많은 이들을 희망으로 인도하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리 연세는 누구도 선뜻 발을 내디디려 하지 않던 서해

던 곳에 길을 만들어, 많은 이들을 새로운 꿈의 땅으로

는 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 도처에서 근거 없는 주장과 풍문이 판을 치고, 교

바다 간척지에 캠퍼스를 세우고 Residential College

인도하는 것이 연세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소명

교육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아시아 고등교육의

입니다.

묘하게 왜곡된 거짓 내용들을 무책임하게 유포하여 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 그리스도의 편

성원들을 혼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최근에는 사

지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

회적 신뢰수준이 급격히 하락하여, 이웃을 신뢰한다는

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람은 고작 30%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선진사

외래센터와 이과대학 및 공과대학의 증축, 우정원 기

시대를 선도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신뢰받는 연세인

육의 마음 판에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 증대가 반드시 필

숙사와 제중-법현학사 신축 등 21세기에 걸맞는 첨단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편지인 것처럼,

요합니다. 세계은행에서도 사회적 신뢰도가 10% 상승

시설 인프라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우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장애를 넘어야 합니다. 가보

연세의 DNA를 받은 졸업생 여러분은 연세가 세상을 향

할 때 경제성장률이 0.8%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100년 후를 내다
보며, 백양로 재창조 사업과 경영관 신축, 원주의료원

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 할
지라도, 내가 먼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였습
니다. 신뢰가 무너져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믿음 없는
사회로 변하고 있지만, 우선 우리 연세인 한 사람 한 사
람부터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
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소금
의 역할을 하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도 곧 아름다운 변
화를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배려와 긍정의 바이러스
28세에 하버드 로스쿨 역사상 최연소 교수가 된 법학자
앨런 더쇼비츠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일화를
소개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교 시절 그는 수학
과 물리학에서 낙제점을, 그리고 히브리어와 역사에서
는 겨우 65점을 받아 간신히 통과한 부진아였고, 선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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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은 그를 대학에 갈 재목이 아니라고 평가하였습니

동문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연세

2만여 분 이상이 후원을 하셔서,

다. 그는 뉴욕 시민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브루클

연세를 떠나 새로운 모험을 향해 먼 길을 떠나는 졸업생 여

연세 모금 역사에 최대 인원 참여

린대학에 진학하기 직전, 유대교회의 여름 캠프에 참여

러분, 여러분은 연세의 현재인 동시에 과거이며 미래입니

의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졌습니

했고,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연세의 DNA가 심어져 있습니다.

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캠프에 참가하는 동안 그는 운동과 다른 활동 등을 통해

생물학적인 DNA보다 교육의 DNA가 더 강력하다는 사실

연세 30만 동문의 10%인 3만 명

여러 사람들로부터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

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의 이름이 빛날수록 여러분

이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 참여하

다. 그 덕분에 자신의 잠재력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자

도 더욱 더 자랑스러운 연세의 빛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는 역사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신감을 얻게 되었고, 낙제생이었던 그는 11년 후 하버
드 로스쿨 역사상 최연소 교수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졸업생 여러분의 학교 사랑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있도록, 세계 명문대학의 동문으로

여러분 모두에게는
연세의 DNA가 심어져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DNA보다
교육의 DNA가 더 강력하다는 사실
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의 이름이 빛날수록
여러분도 더욱 더 자랑스러운
연세의 빛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높
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적극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성
원을 바탕으로 연세는 130년의 전
통을 이어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
시아 최고의 세계적 명문”으로 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연세와 함께
졸업생 여러분도 어떠한 역경도 슬

자 합니다. 여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학교도 졸업생들의 사

졸업생 여러분, 모교 연세가 세계

기롭게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연세

오늘 함께한 졸업생 여러분 중에도 더쇼비츠와 같은 인

랑을 받을 때 더욱 빨리 성장합니다. 그 사랑은 마음뿐만

명문대학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의 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아니라 재정 후원과 같은 구체적 행동이 있을 때 완성이

들 중에도 분명히 더쇼비츠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되고 힘도 발휘합니다. 130년의 연세 역사가 만들어지기

무더운 여름날 학위수여식에 참여해 주신 졸업생과 가족과

작은 배려와 긍정의 말이 이웃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계

까지 수많은 독지가들의 소중한 후원이 있었습니다. 루이

친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

기가 될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연세인은 세

스 세브란스와, 신촌 캠퍼스 설립을 후원해 주신 언더우드

분과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의 소금이 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입니다. 상대

선교사의 친형 존 T. 언더우드, 드넓은 원주캠퍼스를 마련

에 대한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변

해 주신 분 등, 수많은 동문들이 모교의 일을 자신의 일처

2015년 8월 28일

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긍정의 바이러스가 될 것입니다.

럼 여기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가까운 사례로는, 10월 7

총장 정갑영

일 봉헌하게 될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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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새로운 수강신청 제도(Y-CES)
성공적 시행
학정번호

분반

과목명

전공학과

선착순 수강신청 폐단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합리적 선택으로 수강 결정

우리 대학교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새로운 수강신
청제도 Y-CES(Yonsei Course Enrollment Sys-

마일리지제도

타임티켓제도

학년별 정원

정원

전공자
정원

1

2

3

4

A

B

C

D

E

F

전공학과

마일리지 동점자 우선순위 및 전공자정원 해당자 정의

전공자정원

전공자(복수전공자)에게 우선 적용하는 정원(A=B+α)

학년별정원

해당 학년만이 수강할 수 있는 정원(A=C+D+E+F)

Max
Mileage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
례들도 발견돼 수강신청 성공
여부가 비교육적 능력에 의해
결정되기도 했다. 또한 수강신
청에 성공한 학생이 다른 학생
들에게 과목을 매매하는 현상
도 발생했으나 이번에 도입된

tem)를 도입했다. 기존 선착순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대기순번제’는 이러한 행태를
Max Mileage

는 개설과목에 대한 접속 속도에 의해 수강 성공여부

해당 과목 신청시 학생이 최대로 선택할 수 있는 마일리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가 결정됐다. 개별 학생의 입장에서 과목의 중요성이

선착순 제도의 폐해인 비교육적 행태 개선
새롭게 시행되는 Y-CES는 현재 예일대, 스탠퍼드대,

제도적 미비점 보완조치 강구 …
수강신청 문화의 새로운 흐름 정립

신청 시도 횟수가 총 2백30만 건을 상회했으며 학생

코넬대, MIT 등 해외 유수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일

한편 우리 대학은 향후 학과별 형평성을 높이고 수강

1인당 99번 이상 마우스를 클릭해야만 수강신청이 가

리지 제도’와 수강과목을 학년이나 전공 등의 우선순위

수요가 많은 전공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공자

능했다.

에 따라 결정짓는 ‘타임티켓제도’, 나아가 ‘대기순번제도’

정원 및 학년별 정원, Max 마일리지 등과 관련된 제도

를 복합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의 적극적 활용여부를 검토하고 동점자를 줄이기 위한

나 필요성보다는 마우스 클릭 속도에 의존했던 셈이
다. 예컨대, 2014학년도 2학기의 경우 학생들의 수강

대기순번제도

보완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새로운 제도의
Y-CES의 도입으로 기존 대비 6%에 불과한 총 14만7

시행으로 확보된 수강 관련 실수요 정보를 분석해 차

천여 건의 수강신청 횟수만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준인

기 교과목 개설 등 수강 관련 제반정책에 적극 활용할

84%의 수강신청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예정이다.

학생들이 수강신청 시작 전에 이미 부여받은 마일리지
를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배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그동안 국내 대학들은 수강신청의 문제점을 인지하면

마우스 클릭 속도보다는 학생들의 과목에 대한 선호도

서도 대안적인 제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우

에 따라 수강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다.

리 대학의 Y-CES는 기존 수강신청제도의 폐해를 획
기적으로 개선해 수강신청 문화의 새로운 흐름이 될

!
청
신
수강

니라
아
가
속도
릭
클
니다
합
정
빠른
가결

도
호
선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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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공이나 학년별 특수성을 고려한 ‘타임티켓제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대학은 현재 Y-CES를 특허

를 보완적으로 실시했으며, 수강신청 경쟁이 높을 것으

출원 중이다.

로 예상되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200여 개의
과목 및 분반을 추가 개설했다.
기존 선착순 수강신청 시스템에서는 수강신청 시작 시
각인 9시 정각에 수강신청을 시도한 학생 중 8,000명 정
도만이 마우스 클릭의 경쟁 속에서 수강신청에 성공했
다. 심지어 마우스 클릭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표-1. 2014학년도 2학기 선착순 수강신청 기간의 시도횟수 및 인원
수강신청 시도횟수

신청인원

1인당 시도횟수

2,338,164

23,452명

99.7번

표-2. 2015학년도 2학기 마일리지 수강신청 기간 동안의 성공률
수강신청 시도횟수

성공건수

성공률

147,884

123,510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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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시스템 스마트한 새 옷을 입다

성주재단, 본교에 ‘글로벌 여대생 장학금’ 신설

검색 시스템 획기적 개선 … 캠퍼스 간 통합 지원

교환학생 및 G.I.T 과정 여학생 등 20명에 총 1억 원 지급

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점을 개선해 도서관 홈페

‘여성이 세상을 바꾼다’

이지 초기화면에서 검색 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 홈
페이지 부문에서는 국내 도서관 최초로 크로스브라우징

성주재단(이사장 김성주, 신

과 반응형 웹 디자인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PC, 태

학과 동문)이 우리 대학 교환

블릿, 스마트폰에서 디바이스 및 운영체제, 브라우저에

학생과 G.I.T 과정 이수 과정

따른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

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

됐다. 또한 연세인은 SSO(Single Sign On)를 이용해 학

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여

사포탈, YSCEC 등 교내 주요 기관과 로그인 정보를 공

대생 장학금’을 신설했다. 재

유하며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은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여성 리더를 위한 인

도서관 업무용 시스템 도입 부문에서는 국내 도서관 업

재 육성”을 제1의 사명으로 천명하고, 여성들을 위한 각

더 많은 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면

무에 적합한 Tulip을 도입해 신촌 학술정보원과 원주 학

종 교육 프로그램과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좋겠다는 논의에서 출발했다.

술정보원, 국제캠퍼스 도서관 업무를 통합 지원한다. 캠
S-Campus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학술정보시스템

퍼스간 대출, 상호대차, 원문복사 기능이 획기적으로 개

이번 장학금 신설에 따라 성주재단은 우리 대학교에서

지난 8월 18일에는 성주그룹 빌딩에서 금번 장학금 수혜

개편사업이 8개월간의 개발을 마치고 지난 8월 17일 시

선되며 특히 상호대차는 기존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

2015학년도 2학기에 해외로 파견되는 교환학생 중 14명

자로 선발된 교환학생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성주재

범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번 사업은 학술정보원(원장 이

소화하고, 전국 대학도서관에 소장 중인 도서를 한 번에

의 여학생에게 각 500만 원씩 총 7,000만 원의 장학금을

단 추애주 대표(영문과 동문)는 대상 학생들에게 본 장학

준기, 정보대학원 교수)과 학술정보시스템 분야 국내 점

검색해 신청까지 할 수 있다. 신청된 도서는 문자 또는

우선 지급했다. 해당 장학금은 학생들의 항공료와 현지 체

금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줄 것

유율 1위 업체인 퓨쳐누리, 세계적인 전자자원 및 학술

이메일 통보를 받은 후 소속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다.

재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3,000만 원의 장학

을 당부했다. 참가 학생들 또한 귀중한 장학금을 지원해

데이터베이스 제공 업체인 ProQuest와 협업을 통해 진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된 모바일 좌석배정 시스템(mY-

금은 2학기 개강 직후 G.I.T 과정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준 재단에 감사를 표했다.

행됐다. 새 학술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범위는 검색시스

seat)으로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좌석을 배정 받고 연

템의 획기적 개선,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도서관 업무용

장 및 반납도 할 수 있다. mY-seat는 안드로이드 계열

김성주 이사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지정은 학생(정치외교학 전공)은 “현지 기숙사비 부담으

시스템 도입(Tulip),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모바일

과 아이폰 계열을 모두 지원하며, 앱을 활용함으로써 시

없었던 우수한 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것

로 걱정이 많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며 기뻐했다. 이예

좌석배정 앱 개발 및 출입 게이트 교체로 이루어져 있다.

험기간 때마다 좌석배정 키오스크 앞에서 줄을 서서 좌

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

림 학생(UIC 비교문학과문화 전공)은 “선교사의 꿈을 갖

석을 배정받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mY-seat

운 문화와 학문을 경험하고 글로벌 여성리더로 성장해 정

고 있는 제게 큰 힘을 주셨다”면서 “현지에서의 많은 경험

검색시스템 개선 부문에서는 검색 결과 보기와 학술지

는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연세 my seat”로 검색 후

직한 사회, 공평한 사회, 선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을 통해 향후 베풂의 삶을 실천하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원문(Full-Text) 보기 절차가 크게 개선됐다. 검색 결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바란다”고 말했다.

뜻을 표했다.

전자책, 외부기관 자료 등 자료 유형별로 상위에 랭크된

새 학술정보시스템은 기존 홈페이지 주소와 동일한

‘글로벌 여대생 장학금’은 정갑영 총장과 성주재단 이사

본 장학금은 향후 우리 대학교의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

검색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시락 상자 스타일로

http://library.yonsei.ac.kr 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

장인 김성주 동문이 학교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드 학생 증대를 위한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

구현했다. 또한 기존에 학술지 기사 원문을 보기 위해 복

며, 9월 개강과 함께 정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중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환학생 파견제도에

된다.

보기는 저널 & 데이터베이스, 저널기사, 책/멀티미디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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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클럽, 백양로 재창조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다
선진적 기부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

완공을 앞두고 있는 백양로 재창조 사업 모금에 2만 명

백양클럽은 현재 목표였던 회원 100명 모집을 달성했으

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 기부액 5백억 원을 돌파했다.

며, 백양클럽의 활동은 백양로 완공 후에도 지속될 예정

그 가운데서도 2012년 9월 발족한 ‘백양클럽’은 백양

이다. 백양클럽의 성공은 백양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로 재창조 사업 고액 기부자 유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각 회원들이 주위에 적극적으

수행하며 선진적인 기부 문화를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

로 모금을 권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했다. 백양클럽은 백양로 재창조 사업을 후원하기 위해
결성된 고액기부자 클럽으로, 1억 원 이상 기부한 후원

주요 기부자로는 박삼구 회장,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자들로 구성됐다. 정갑영 총장은 백양로 재창조 사업을

곽정환 회장, 한국정보통신, 라제건 회장, 이무헌 회장,

시작함과 동시에 주요 인사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효과

KT 텔레캅스, 오영수 회장, 김명준 회장, 이연배 회장,

적인 모금을 위해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을 구상했다.

허동수 회장 등이 있다(아래 도표 참조).

백양클럽의 첫 만찬행사는 지난해 2월 10일 6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공관 영빈관에서 개최됐다.
행사에서는 당시 시작단계였던 백양로 사업에 대한 소
개가 있었으며, 회원들은 공사에 대한 여러 조언을 아끼
지 않았다. 올해에는 지난 5월 14일 백양클럽 회원들의
초청 만찬이 있었다. 백양로 공사 현장을 방문한 회원들
은 상상을 넘는 공사 규모에 대해 모두 감탄했다.

20

백양클럽 회원 명단(2015년 8월 기준)
성명
고순동
곽정환
구본걸
구연찬
구학서
권선주
권순배
김경구
김동수
김명준
김병철
김상용
김성주
김영일
김영진
김영호
김유선
김은용
김자여
김재환
김준영
김희용
나종규
노시청
라제건
박기준
박명구
박문서
박민환
박삼구
박영자
박유하
박은관
박희주
백남춘
백정호
북가주동문회
성필호
손주은
송민경
송승철
신현우
심장식
심재웅
안영환
양주현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오세응

소속
삼성SDS㈜
Cowell group
LF
장암칼스㈜
㈜신세계
IBK기업은행
한국정보통신㈜
양주그린에너지㈜
한국도자기㈜
우리산업㈜
㈜우일
이지웰페어㈜
성주그룹
중등교원양성소 수학 55
신촌연세병원
일신방직㈜
노블라인치과
중등교원양성소 수학 54
㈜태평직물
젠리코
㈜큐더스
동양물산기업㈜
동양그룹
㈜필룩스
동아알루미늄
씨앤에스자산관리
금호전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실크로드시앤티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세아이엔티
현대케미칼㈜
㈜시몬느
대일건설㈜
㈜한울
동성코퍼레이션
북가주동문회
광성기업㈜
메가스터디㈜
다임CNM
한불모터스㈜
㈜불스원
㈜화인파트너스
고려대학교 수학교육학과
메이슨인터내쇼날
에스앤에스밸브㈜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한나라당

오영수

KIDB채권중개㈜

원주캠퍼스
유재훈
윤영중
윤장혁

이인성 외 42명
A.I.F.
우단모피
화일전자㈜

직위
사장
회장
회장
회장
고문
행장
사장
대표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동문
병원장
회장
원장
동문
대표이사
사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회장
대표이사
대표
대표이사
총재
회장
회장
대표
대표이사
회장
회장
회장
회장
대표이사
회장
회장
대표이사
부회장
회장
명예교수
대표
회장
前국회의원
대표이사
사장
교직원일동
사장
회장
대표이사

성명
이강복
이광구
이남숙
이덕수
이동건
이두원
이무헌
이병무
이석구
이세용
이양규
이연배
이영훈
이원규
이원옥
이은정
이종식
이종흡
이중명
이혜재
이화택
임기영
장두흥
전경진
전용배
전용준
전우명
정갑영
정도현
정석주
정영심
정원근
정형일
정화철
조락교
조시영
조용선
최동원
최병구
최병오
최영준
최용섭
최진민
최효선
표만수
학부25주년재상봉('83)
학부25주년재상봉('84)
학부25주년재상봉('85)
학부25주년재상봉('86)
한상만
한용교
허동수
허수창
YES

소속
헌웅통상㈜
우리금융지주
새생명교회
㈜타임즈코어
부방그룹
한양철강공업㈜
㈜TGL
아세아그룹㈜
㈜스타벅스코리아
태원전기산업㈜
정와㈜
㈜ 오토젠
여의도순복음교회
의학 63
신형진 동문 학부모
한국맥널티㈜
판다코리아닷컴
동곡장학회
에머슨퍼시픽㈜
음악대학 동창회
㈜Will&Vision
한라홀딩스
㈜하림기공
㈜아로마무역
디티알㈜
㈜태진인터내셔날
㈜연학산업
연세대학교
㈜ 라파스
㈜ 양지실업
간호 63
뉴욕 Saddle Leather Goods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대한복지사랑회
삼륭물산㈜
㈜대창
오토젠
㈜부신물류
㈜아마넥스
패션그룹형지㈜
센스이비인후과
가든파이브웨딩컨벤션
㈜귀뚜라미보일러
㈜퍼시스 아현
건축 06
학부25주년재상봉('83)
학부25주년재상봉('84)
학부25주년재상봉('85)
학부25주년재상봉('86)
유경산업㈜
한용교장학재단
GS칼텍스㈜
오원엠앤아이
서경배 외 6명

직위
회장
회장
목사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대표
회장
회장
회장
담임목사
미주 동문
대표이사
대표
이사장
회장
회장
CEO
부회장
대표이사
회장
회장
회장
회장
총장
대표
회장
미주 동문
회장
교수
대표
회장
회장
회장
대표이사
회장
회장
원장
회장
명예회장
대표이사
동문

회장
이사장
회장
대표이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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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정갑영 총장
“기부문화의 사회적 활성화가 사립대학 발전에 결정적”

사학 발전을 위한 ‘보이지 않는 손’, 기부

“민간 기부는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사

대학 발전을 위해 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갑영

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선진화시키는 또 다른

총장은 그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부가 지닌 사

보이지 않는 손이다.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회적 의미를 피력했다. 한국 사립대학의 재원확보 시

값진 문화자산은 기부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스템이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유럽 대학들과 다르

는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처럼 지도층에

고, 사적 재원이 활성화된 미국 대학들과도 다른 극히

있는 사람일수록 기부를 통한 사회 공헌에 적극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이들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졸업생들이 대학에 대한 공동체적인 인식과 책임

정 총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

을 가지고, 액수를 막론하고 기부에 참여할 때 대학은

했다.

도약하는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세제혜택 등 기부
를 보다 활성화하는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정 총장, 지난 수년간 신촌캠퍼스, 원주캠퍼스,
의료원 등에 3억여 원 기부

대외협력처, 백양로 사업 이후 연구활성화를 위
한 기부 문화 정립할 것

기부를 솔선하고자 정 총장은 현재까지 백양로 재

백양로 재창조 사업 기부에는 2013년부터 2만 명 이

창조 사업, 각종 건축기금 및 발전기금 등에 꾸준

상이 참여해 기부금이 5백억 원을 넘어섰다. 각종 편

히 기부했다. 평소 경제학 보급에 힘써온 정 총장은

의시설까지 합하면 모두 1천억 원 이상에 달한다. 동

그 동안 경제학 전문서적 이외에, ‘카론의 동전 한 닢

문, 교직원, 학부모들이 개별 또는 단체, 가족 등으로

(2005)’, ‘명화 경제토크(2007)’, ‘(만화로 읽는) 알

참여해 ‘연세모금 사상 최대인원’이 참여했다. 대외협

콩달콩 경제학(2009, 2010)’ ‘열보다 더 큰 아홉

력처는 오는 10월 7일 백양로가 오픈된 이후에도 백

(2012)’, ‘나무 뒤에 숨은 사람(2012)’ 등의 베스트셀

양로 기부를 계속적으로 받을 예정이며, 이에 대해 추

러를 출간하며 해당 인세 등을 모두 학교에 기부하기

가로 명패를 부착할 계획이다.

도 했다.
백양로 사업 이후의 기부는 학교의 연구와 교육을 위
캠퍼스별로는 본교에 1억 4천만 원, 원주에 1억 2천

해 사용되어 글로벌 연세를 위한 도약의 밑거름될 것

4백만 원, 의료원과 원주 세브란스에 각각 2천만 원

이다. 김상준 대외협력처장은 “백양로 사업 이후 기부

등 총 3억 5백만 원을 기부했다. 또한 백양클럽에 1억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직장, 학과 등의 다

여 원, 각종 장학금으로 1억여 원, 학교 발전기금으로

양한 단위 동문조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

3천만 원, 의료원 건축·발전·선교 기금 등으로 2천

와 동문의 일대일 관계도 중요하지만, 학교와 개별 동

만 원, 원주캠퍼스 교회건축 등 3천여만 원, 연세한사

문을 매개하는 동문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랑계좌에 2천만 원 등 1996년부터 매년 수차례에 걸

학교의 방향을 설명했다.

쳐 힘을 보탰다. 이번 백양로재창조 사업에는 부부 및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서 기부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는 정갑영 총장

22

세 자녀 모두가 가족석으로 기부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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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연세콰이어 모교 방문

유재훈 무악로타리클럽 회장

한민족 합창 축제 초청 받아 … 루스채플에서 작은 음악회

“봉사하는 무악로타리안으로 거듭날 것”

우리 대학교 동문 합창단 남가주 연세콰이어(단장 박은희)

방문이 추억의 연주가 될 것 같다”고 화답했다. 박 단장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무악로타리클럽(회장 유

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무악로타리클럽 회원 총장

가 지난 8월 18일 모교를 방문해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 1만 불을

재훈)의 회원기부액이 95억 원을 넘어섰다. 1995년

초청 만찬에서는 “임기 내에 회원 기부액 100억 원 돌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 국립합창단이 주최·주관하는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10월 27일 방우영 당시 총동문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파”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민족 합창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고국에 방문한 남가주

동문 163명이 참여해 설립된 무악로타리클럽은 우리

연세콰이어 단원 30여 명은 이날 연주를 끝으로 국내 공연

이날 루스채플에서 ‘바벨론’, ‘춤추는 춘향이’, ‘아! 가을인

대학 학부졸업생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동문 단체로 현

유 회장은 “가입을 원하는 신입 회원들이 매월 2~3명

을 마무리했다.

가’ 등 총 세 곡을 선보인 남가주 연세콰이어는 미국 출국

재 88명의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될 정도로 80학번 이후의 젊은 회원들이 적극 참여

에 앞서 국제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
공연에 앞서 정갑영 총장은 “모교에 귀한 걸음을 해주셔

중”이라며 “임기 동안 확실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바탕
지난 7월 1일부터 회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유재훈

으로 젊은 후배들이 주역이 되는 역동적인 로타리클럽
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감사하다”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합창단을 본 적이

58학번에서부터 89학번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연세 동

A.I.F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생화학과 74학번)는 “올

있는데 이번에 초청받아 오시게 되어 감축 드린다”고 환

문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세콰이어는 소통과 융화를 모

해 ‘봉사하는 무악로타리안’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천

영의 말을 전했다.

토로 동문과 한인 사회에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해 왔다.

하기 위해 보다 활발한 봉사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

오는 10월 10일 미국에서 남가주 총동문회 창립 50주년

고 말했다. 올해를 재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박은희 단장은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온

과 연세콰이어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제가 열릴

무악로타리클럽을 혁신해 나가겠다는 것.

우리 연세콰이어를 환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모교

예정이다.
그 혁신의 일환으로 유 회장은 기존 장학사업
이외에도 창립 20주년 기념일인 10월 27일
회원 40여 명이 서대문 불량 골목의 벽화 그
리기 봉사에 참여하는 등 대형 봉사를 기획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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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당 라익진 박사 25주기
이 시대 ‘정직’의 의미를 되새기다

1996년 11월에는 우리 대학의 상경·경영대학 건물인

“성격이 아주 대쪽 같아서 농담으로도 거짓말을 할 줄

대우관에 라 박사의 호를 딴 ‘각당헌’이 설립되기도 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을 죄악의 근본이라고 말

다. 현재 각당헌에서는 상경·경영대학 창립 100주년

했죠.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기념식을 비롯해 연세노벨포럼 등 각종 주요 행사가 열

가 있잖아요. 나도 이 분과 살면서 더 곧고 정직한 사람

리고 있다.

이 됐어요. 남편이 정직하게 살아왔던 것을 본받아야겠

지난 8월 23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각당복

“연희전문대학에 다닐 때부터 백양로를 걸으며 자식을

지재단 회관에서 각당 라익진 박사의 25주기를 추모하

낳으면 여기에 보내고 싶다고 버릇처럼 말씀하셨다고

는 기념 예배가 열렸다. 그의 가족을 비롯해 50여 명의

합니다. 둘째 형님과 저를 포함해서 아들 둘이 결국 연

가풍처럼 이어진 ‘정직’과 ‘사랑’

추모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과 더불어 라 박사의 삶

세대에 들어갔죠.”

라제건 대표는 “옳은 소리를 하면 환영 받지 못하는 오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인으로 유명한 라제건 대표

늘 같은 시대에 특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다”면서

역시 “청년실업이 극심한 요즘, 어른들이 먼저 정직해

4·19 혁명 이후 라 박사는 체신부 차관과 상공부 차

“아버지는 정직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분이셨다”라고

져야 한다”면서 “학교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의 가치를

관, 한국산업은행 총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

말했다.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과 업적을 기렸다. 올해는 라 박사 탄생 100주년을 맞
는 해이기도 하다.

다고 생각하면서 각당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과 라 박사의 인연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

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공공 부문에서 다양하

라간다. 1941년 연희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한 라 박사

게 활약했다. 1983년 12월부터 약 7년간 우리 대학 재

라 박사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5년이 흘렀지만 부

또 라 대표는 “언젠가 각당헌에서 ‘각당’을 주제로 선친

의 ‘연세 사랑’은 익히 알려져 있다. 역시 우리 대학의

단 감사로도 활동했는데 당시 철저한 감사와 긴축정책

인 김옥라(연합신학대학원 69학번) 여사는 1986년 ‘각

의 업적을 기리고 정직의 가치를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

동문이자 라 박사의 사남인 라제건(사학 74학번, 경영

을 통해 사업 확장으로 쌓인 교내 빚을 갚는 데 크게 기

당복지재단’을 설립해 다방면으로 자원봉사를 하며 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78학번) 동아알루미늄(주) 대표는 “어렸을 때부터 무조

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라 박사는 그 공로를 인정

박사의 윤리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건 연세대학교에 가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선친의

받아 1990년 5월 본교 명예경제학박사를 수여 받았다.

모교 사랑을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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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주요소식
연세인

빈손으로
이뤄낸
수출 신화

연세인 모두가

정 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대기

질 고급화, 소량 다품종, 시장 다변화, 직수출

한마음으로

업 취업을 목표로 두고 있는 많은 후배

정책을 마케팅 전략으로 삼았는데, 이는 정 회

우리의 ‘둥지’를

장의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수립한 것이

아끼고 튼튼하게

다. 시장조사 당시 발이 부르터서 다음날 신발

지켜나가길 바란다

을 신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의 집념이 어
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당장의 안락한 삶
에 안주하느냐, 아니면 꿈을 실천하고

성취하는 데 의미를 찾고 사회와 국가에 기여를 할 것이
냐. 그 갈림길에서 저는 후자를 선택했죠. 월급 생활을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다

양지실업

정석주 회장(경영 59학번)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혁신

하다 보면 안정감에 의지와 결심이 흔들릴 수 있어요.

“팽이는 계속 돌아야지 멈추면 쓰러진다. 기업도 창조

꿈을 실천하는 데 고생은 따라 오게 되어 있지만 내 역

적 경영마인드가 식으면 쓰러질 뿐이다.”

량을 더 잘 펼칠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하길 바랍니다.”

기업 경영에 관한 정 회장의 좌우명이다. 정 회장은 “급

연세 ‘둥지’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

속도로 변해가는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21세기 생존전

사업 일선에서 은퇴한 뒤 정 회장은 책 집필 및 대학 강

략은 중단 없는 창조적 혁신뿐”이라며 “창조적 사고를

연을 해오고 있다. 지상파 TV와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에도 다수 출연했다. 2007년 발간한 그의 저서 ‘30년
흑자경영’은 당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경영부문 1위에

정 회장 역시 대학 시절 경영학부 학생이었지만 인문학

오르기도 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 거창한 계획보다는

적 소양을 겸비하기 위해 철학과와 사학과 등의 기본 과

종종 강연을 하면서 ‘모교의 발전에 끝까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30년 흑자경영의 성공신화’, 양지실업 정석주 회장을

간 단 한 번의 적자도 없는 흑자경영으로 세간의 주목을

목들을 많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쌓은 인문학적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다. 양지실업은 봉

받았다. 그는 사업 성공의 비결을 묻자 “인적자원이야

지식과 소양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사물을 종합적으로

제완구 전문제조회사로 우리 경제 역사상 가장 성공적

말로 양지실업의 자산 1호”라고 대답했다. 모든 공정이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통찰력을 제공해

실제로 그는 의과대학, 경영대학 신축기금, 백양로 재

인 중소기업 사례로 꼽히곤 한다. 대표적 상품인 ‘산타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완구 산업의 특성상 사람이 무엇

줬다는 것. 정 회장은 “이 통찰력에서 창조적 사고가 나

창조 사업에 각각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그동안 학교의

베어(Santa Bear)’는 1986년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

보다 중요하다는 것.

오고 여기에 경영 마인드가 겸비되었을 때 글로벌 CEO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연세는 곧 하나의

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둥지’”라면서 “연세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의 ‘둥지’

를 끌며 6주 만에 170만 개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ABC TV 등 미국 TV 뉴스에서 소개되는 것은 물론, 레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Cool head and warm

이건 대통령 부부가 어린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장

heart). 영국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이 남긴 말이죠.

“고생스러워도 꿈을 좇아야”

에 이 곰인형을 바구니에 담아 들어갈 정도였다고.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정신이

정 회장이 대기업 취직 대신 창업을 선택한 배경 역시

었습니다.”

대학 시절 다양한 학문적 경험이 바탕이 됐다. 실제로

정석주 회장은 자신의 성공을 “無에서 有를 창조한 것”

28

른 헌신이 있었다. 양지실업은 자체 디자인, 품

를 아끼고 튼튼하게 지켜나가길 바란다”며 모교에 대

그는 “왜 고생스러운 사업을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한 사랑을 표했다.

약 력

이라고 평가했다. 창업 초기 140평의 공장 겸 사무실에

양지실업 종업 당시 직원들에게 1년간의 임금을 퇴직

받았다고 했다. 경제가 발전하던 시절 대기업뿐 아니

1984년 미국 DAYTON HUDSON 백화점 최우수 디자인,
품질상수상

서 1천만 달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금으로 지원하고 이직을 도모한 사례는 정 회장이 추구

라 금융기관, 국영기업 등 좋은 직장을 선택해서 들어

1985년 수출의 날 대통령상 표창

경영학과 59학번 정 회장의 창업 이야기를 들어봤다.

하는 ‘사람 중심의 경영 마인드’를 잘 보여준다.

갈 수 있었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지

1986년 동탑산업훈장 수훈

만 정 회장은 ‘중소기업이 없이 어떻게 대기업이 존재

1993년 연세대학교 경영자상 수상
1995년 자랑스러운 연세 상경인의 상 수상

사람이 중요… 임직원이 자산 1호

이외에도 작은 국내 회사가 해외 16개국 백화점에 연간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사명감을 가지고 창업을 선택

1977년 설립된 양지실업은 2008년 종업 때까지 30년

미화 3000만 불을 수출하기까지 정석주 회장의 남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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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의 연세 정신을
실천하는 정경대학

정경대학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인재상은 무엇입니까?

교가 지닌 글로벌 대학과의 교환학생제도를 공유함
은 물론, 미국의 마이애미대학, 중국의 서남교통대학,

정경대학은 (1) 원주와 강원도 지역을 품는 대표적인

산동사범대학, 일본의 메이지대학, 규슈대학 등과 대

지역 대학 (2)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대학 (3) ‘섬김’

학차원의 자체적인 교환학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

의 연세 정신을 실천하는 대학 (4) 학생 교육을 가장

다. 학과 차원의 해외 교환학생 제도도 이루어지고 있

우선적 가치로 삼는 교육에 강한 대학입니다.

는데, 경제학과는 일본 고베대학과 교환학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 마이애미대학, 중국 푸단대학과

정경대학/정경·창업대학원

윤방섭 학(원)장

정경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적 비전은 하나님의 대학으

는 학석사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로서 이웃을 품고, 세계를 섬기는 서번트 리더를 양성

2014년도에 정경대학에서 해외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하는 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은 미국, 중국 등에 총 50명입니다. 이는 전체 원
주캠퍼스 해외교환학생 파견인원의 거의 절반에 해당

정경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1) 지역을 품은 글로

하는 인원입니다.

벌 리더 (2) 섬김과 봉사의 서번트 리더 (3) 도전과 창

먼저 정경대학의 연혁과 학부
및 학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경대학의 시작은 1981년 8월 원주대학에 경제학과와

의의 창조적 리더입니다. 이를 위해 정경대학은 다양

마이애미대학(Oxford, Ohio)과는 매년 계절학기를

러 과목을 공동 개설하는 등 여러 학과들이 함께 ‘금융

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1) 글로

이용해 교수를 상호 파견하며 강의 교류를 진행하고

Honor 프로그램’을 십여 년 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벌 역량을 키우고 (2) 섬김과 봉사의 체험을 쌓고 (3)

있습니다. 산동사범대학과 ‘2+2 복수학위제도’를 운

향후에는 금융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국제개발의 융합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

영하기로 했으며, 최근에는 이디오피아의 아디스아바

과정을 만들고 연계전공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바대학 공학원과 창업을 중심으로 대학 간 협력을 강

경영학과가 설립된 때로 거슬러 갑니다. 그 후, 34년 동

화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개국 대학 간 교류협력도

안 성장을 거듭하여 지금은 2개 학부(사회과학부, 경영

정경대학의 모든 학과는 지방이라는 지리적 한계 속에

학부), 4개의 학부 전공(경영, 경제, 글로벌행정, 국제관

서도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최근의 성과

계)과 일반대학원, 8개의 정경대학원 전공(경영, 경제,

로서 글로벌행정학과가 ‘BK21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었

정치, 행정, 교육행정, 국제복지, 창업, 연세-코이카 석

으며, 캠퍼스 전체의 국제협력사업을 주도하면서 한국

사과정)을 보유한 큰 규모의 대학이 되었습니다. 2015

연구재단의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 선정에 가까이 가

년 1학기 현재 1,920명의 학부학생, 34명의 일반대학원

고 있습니다. 경영학부는 창업학 교육의 중심학부로서

석박사과정생, 219명의 정경대학원 석사과정생 등 총

2014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대학원 사업에 선정되

2,173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어, 정경 창업대학원 창업학전공을 운영하며 지역의 창
업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경대학은 여러 사회과학분야의 전공들(경영, 경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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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해, 연세대학-메이지대학-서남교통대학 간의

정경대학은 자체 교환학생제도와
정글봉 등 글로벌한 시각과
마인드를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대학만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학술대회와 연세대학-호세이대학-북경대학 간
의 국제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경대학은 해외봉사의 기회가 가장 많은 대학, 많은
학생들이 해외봉사를 경험하는 대학이 되려고 합니
다. 캠퍼스 차원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봉사에 참
여할 뿐 아니라, 정글봉(정경대학 글로벌봉사단)과 아
자봉(아프리카자원봉사단)이라는 해외봉사프로그램
을 대학 자체적으로 운영해 매년 30여 명의 학생들을

로벌 행정, 국제관계)이 한 대학의 울타리 안에 모여 있

한편, 특수대학원인 정경·창업대학원은 지역의 리더를

경험은 교육의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정경대학은

필리핀과 케냐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

어 교육·연구 면에서 학문간 융합과 통합이 이뤄지고

배출하는 대표적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역량, 섬김과 봉사 역량, 도전과 창의성 역량

도 활발해 정경대학 내 사회봉사 동아리가 상시적으

있습니다. 연구 면에서는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을 중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을 비롯해 지역

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학생회와 학과학생회 차원

심으로 세계빈곤문제에 관한 융합연구를 활발히 진행하

의 대표적인 기업인, 교육자, 군인 등 다수가 정경·창업

우선 많은 학생들이 해외 교환학생을 경험하도록 적

에서 지역 중·고교 학생을 위한 멘토단을 구성해 프

고 있으며, 교육면에서는 동아시아국제학부(EIC)와 여

대학원을 통해 연세의 동문이 되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경대학은 연세대학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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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대학은또한빈곤문제연구원의
중심대학으로알려져있습니다.
이와관련해정경대학에서만
경험할수있는교육적경험에대해
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학장님께서 정경대학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모습(Be the Best You Can
Be)으로 변화하도록 대학이 지닌

지금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과 부담은 취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업입니다. 대학은 이제 한국 사회가 지닌 가장 심각한 문

정경대학 학생들이 지적으로 향

정경대학은 ‘섬김’의 연세 정신을 실천하는 대학입니다.

제의 일선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상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인격

정경대학은 단지 세속적 기준에서 탁월한 대학만이 아

대학 고유의 역할과 더불어 대학이 학생 개인의 삶을 돌

적으로 성숙해지고 직업적으로

니라 연세의 이름에 걸맞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 낮은

보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자를 섬기며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대학입

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합니다. 이를 위한 최고의 교육적

니다.

준비를 위한 국가고시센터 운영,

받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최

수단은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
정경대학은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취업을

공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해외 교

정경대학은 지구촌 빈곤문제의 세계적 연구기관인 빈곤

실질적으로 돕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정경대

환학생 기회, 교수 멘토제를 통한

문제국제개발연구원(IPAID)의 중심대학입니다. 빈곤문

학 취업생들의 자료를 따로 분석하여 정경대학 학생들에

교수와의 밀접한 관계 형성, 동문

제국제개발연구원은 연구활동을 통해, 정경대학은 교육

게 걸맞은 취업 정보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2) 정의

선배의 멘토링, 진로설계 및 경력

활동을 통해 빈곤국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관 2층 로비를 개조하여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커

개발 프로그램, 교내 LINC사업

리어 라운지를 구축했습니다. (3)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

단과 연계한 국내외 인턴십 기회

정경대학은 국제개발분야에서 국내 선도대학의 입지를

여 정경대학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현실 인식을 높이고

제공, 공인회계사 및 공무원시험

다지고 있는 대학으로서 코이카와 더불어 다양한 국제

(4) 관심 분야별로 취업동아리를 활성화해 이를 적극 지

협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원하고 있습니다. (5) 동문멘토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통

및 아프리카의 저개발국 지도자양성을 위한 연세-코이

해 재학생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정보와 조언을 주고 있습

카 프로그램을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니다. 동문은 재학생들의 살아있는 미래입니다. 지난 6월

통해 현재까지 36개국 57명의 저개발국 지도자들이 정

에 1차 구성된 동문멘토단에는 총 227명의 동문이 멘토

경·창업대학원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자신의 지역공동체

로 가입했으며, 향후 이들이 재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14개국 총 18명의

주는 것은 물론 동문회 결속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대합니다. (6) 취업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예:

‘섬김’은 배움의
목적인 동시에,
배움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경대학은 학생들에게
이웃을
섬기기 위해 배우며,
배우기 위해 섬김을 경험하는
(Learn to Serve, Serve to Learn)
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정경대학 학생들이 지역과
세계 공동체에 대한
부담을 지니고,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균형 잡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정경대학의 미래입니다.

동문 및 명사 특강, 정글봉과 아자
봉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봉사, 지
역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멘토
봉사 등은 모두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섬김’은 배움의 목적인 동시에, 배
움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경대
학은 학생들에게 이웃을 섬기기 위
해 배우며, 배우기 위해 섬김을 경
험하는(Learn to Serve, Serve to
Learn) 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정
경대학 학생들이 지역과 세계 공동
체에 대한 부담을 지니고,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균형 잡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정경
대학의 미래입니다.

금융, 빅데이터융합 등)을 신설하며 풍부한 전문가 특강,
정경대학 학생들은 이 교육과정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동문특강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이들을 섬기는 경험을 합니다. 또 코이
카 등의 지원을 받아 네팔의 티카폴지역 학술조사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국제기
구 및 국제 NGO 단체에 진출하는 졸업생이 증가하고 있
습니다. 정경대학의 학생들은 헌신된 교수님들과 더불

32

학장님께서 꿈꾸는 정경대학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국내외의 여러 지역과 기업현장을 누비며 교육봉사,

정경대학은 학생 교육을 우선적 가치로 삼는 교육에 강한

인턴십, 연구 프로젝트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입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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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 암병원
완벽한 암 치료를 실현한다

선종양학과로 구성돼있다. 강남세

암병원장 최승호 교수(외과학)는 강

브란스 암병원의 의료진은 세계 최

남세브란스 암병원이 세계적 위상을

고 수준의 생존율과 치료 성과를 통
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

강남세브란스
암병원이 세계적
위상을 갖추게 된 것은
무엇보다 수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

갖추게 된 것에 대해 “무엇보다 수술
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고 있기

작지만 강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중증질환, 고난도 치료에서 우수성 입증

yond Hospital’을 목표로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치

다. 여러 진료과 의료진들이 협진하

료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는 다학제 시스템, 국제적인 임상연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서울 강남구에서 가장 오랜 역

주변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 전문병원에서 치료가 어

구, 검사부터 수술까지 원스톱으로

사를 가진 상급종합병원이자 유일의 대학병원이다.

려운 환자를 보내는 ‘4차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하

이뤄지는 패스트트랙, 최소 침습수

1983년 개원 이래 교육, 연구, 진료에 힘쓰며 연세 의

며 실제 우수한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다.

술인 복강경 및 로봇 수술은 타 병

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환

원들의 표본이기도 하다.

자가 치료받는 병원에서 얼마나 안전

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으로서의 소

때문”이라고 밝혔다. 암 환자는 전체
적으로 보면 2/3 이상이 수술을 필요
로 하며, 대부분의 고형암들은 지금
도 수술적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치

임을 다하기 위해 중증 질환 치료와 연구에 많은 공을

강남세브란스 암병원,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치료

하고 효과적인 수술을 받는지가 가장

들이고 있다.

암 치료를 위한 특화된 전문 병원인 강남세브란스 암

중요한데, 강남세브란스 암병원은 수술 실력과, 환자

병원은 2개 센터(갑상선암센터, 유방암센터)와 9개

를 암으로부터 살려내는 생존율 지표에서 뛰어난 성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세브란스의 미션인 ‘하나님의 사

클리닉(간암클리닉, 뇌종양클리닉, 대장암클리닉, 부

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소임을

인암클리닉, 전립선암클리닉, 위암클리닉, 췌담도암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병원을 넘어선 병원, Be-

클리닉, 폐암클리닉, 웰니스클리닉), 종양내과, 방사

실제 위암클리닉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2,300여 명
에 달하는 위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했고 수술 후 합
병증은 10% 내외, 사망률은 1% 미만의 성적을 보유
하고 있다. 전체 환자의 5년 생존율 역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88%에 달하는 성적을 보이는데 이는 국
내 병원은 물론 의료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
교했을 때 에도 월등히 뛰어난 수준이다. 특히 위암 수
술팀은 이미 전이가 상당히 진행됐거나 암세포가 위벽
을 뚫고 나온 진행성 위암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
고 있다.
치료가 어려운 암으로 손꼽히는 췌담도암에서도 항암
약물치료는 물론 적극적인 수술 치료를 병행하는 기관
으로 유명하다. 실제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2002년
부터 2014년까지 췌담도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 중 60
대 이상 고령환자들이 56.9%를 차지하고 있으며 70
세 이상의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남세브란
스 암병원의 2002년 이후 췌담도암 수술 후 사망률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전경

34

최승호 암병원장

0.28%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수술 후 평균생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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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세계 최고의 갑상선암 치료기관이다. 미국 메모

료했다. 수술 중 방사선 치료는 유방암 수술 중 방사선

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가 선정한 ‘세계 두경부외과

장비를 이용해 수술 부위에 직접 방사선을 조사하는

100대 인물’ 중 한 명인 박정수 교수와 난치성 갑상선

치료법으로,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 10회 가량 치료

암 수술로 세계 최다 기록을 보유한 장항석 교수를 필

횟수를 줄이는 획기적인 치료법이다.

두로 갑상선암센터 의료진들은 국내외 갑상선암 환자

환자에게 촉진을 시행하고 있는 갑상선암센터 장항석 교수

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한다. 2010년에는 갑상선암

또 지난 6월에는 백승혁 교수(외과학)와 함께 대장암

수술이 2,200건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술을 한

환자에게도 ‘수술 중 인트라빔(Intrabeam)을 이용한

병원이 됐다. 치료 성공률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지표

방사선치료(Intraoperative Radiotherapy: IORT)’

인 재발율의 경우 10년간 약 4.9%의 빈도를 보이는데

를 시행해 첫 성공을 거두었다. 재발성 직장암 환자의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기록에 속한다.

암조직을 절제하는 수술 후 곧바로 방사선종양학과에

간도 40개월 이상, 치료 후 5년 생존률도 30% 이상인

말기 대장암 환자에게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대장암클리닉 백승혁 교수팀

서 IORT용 인트라빔 장비를 이용해 수술 부위에 직접

대장암 치료에서 강남세브란스 암병원은 기존 대장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췌담도암 수술의 합병증은 보

암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수술

치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통 30~40%로 보고되고 있지만 강남세브란스 암병원

강남세브란스 암병원은 환자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

을 받은 뒤 별도로 병원을 방문하고, 치료부위에 인접

대장암클리닉 팀장인 백승혁 교수는 4기 대장암 치료에

은 평균 20.9%, 특히 2011년부터 현재까지 주요 합병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치료의 한계를 뛰어넘

한 장기로 인해 충분한 방사선을 조사할 수 없었다는

온열 항암화학요법을 도입함으로써 환자들의 생존율을

증은 13.7%로 타 기관에 비해 합병증의 빈도가 현저

는 새로운 시도에 앞장서고 있다. 유방암센터 정준(외

한계가 있었다. 또한 수술 중에 환자를 방사선치료실

높이고 있다.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은 환자의 종양

히 낮다.

과학)·이익재 교수(방사선종양학)팀은 2014년 8월,

로 옮기는 불편함과 감염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

을 모두 제거한 후 42~43℃의 고온 항암제를 복강내에

국내 최초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중 방사선

데 대장암 수술 중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이러

직접 투여하는 치료법으로 이미 해외에서는 생존율을

세계 최다 수술 건수와 가장 낮은 재발률을 자랑하

치료법(Intraoperative Radiotherapy, 이하 IORT)’

한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장을 연 것이다.

높이는 효과적인 치료로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

는 강남세브란스 암병원 갑상선암센터는 자타가 공인

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많은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치

서는 낯선 치료법이다. 백승혁 교수는 기존의 4기 대장
암 치료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
요법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시행에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남세브란스 암병원은 아시아 최초로
Versa-HD 방사선 치료기를 도입했다. Versa-HD
는 최신의 방사선 치료기법을 모두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선형가속기 중 최상의 방사선
빔 정밀성을 가진다. 강남세브란스 암병원 방사선종양
학과 이익재 교수팀은 환자의 호흡 움직임을 반영하는
Versa-HD를 통해 환자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완벽을 위한 다각적 노력
강남세브란스 암병원이 지금의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 것
유방암센터 정준 교수의 수술 중 방사선치료(IORT) 시행 모습

36

Versa-HD 장비를 통한 방사선종양치료 시행 장면

은 의료진들의 뛰어난 실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수술 설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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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집도까지 같이 참여하는 형태를 말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생존율과 수술 후 기능적 회복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 암병원은 환
자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학제 진
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고도의 수술팀이 협력하여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등 한층 더 전문화된
다학제 치료를 구현 중이다. 이러한 유기적 시스템이
중증질환, 고난도 치료에 최적화된 작지만 강한 강남세
다학제 진료를 위한 간암클리닉 컨퍼런스 장면

브란스의 비결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암 환자를 위한 메디컬 쿠킹

치과대학
이상배 박사팀,
타액오염에도 접착
가능한 신규 치아접착
물질 개발
치과치료의 새로운 전환점 기대
이달의 하일라이트 논문선정

에 의견을 나누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다학제적 접근,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암 환자를 전담하는 암병

전인적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

원 영양팀이 환자의 회복을 위한 식단을 개발하고 환우

이다.

와 가족들에게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빠른 재활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의 이상배 박사, 김광

착제를 이용하면 타액이나 혈액에 오염된 치아에서도

과 암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암과 같은 중증 질환

만 교수, 김경남 교수팀이 홍합의 주요성분을 이용해 타

접착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치주세포와의 친화성이 높

중증 환자 치료의 경우,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진하는

의 치료에는 환자들의 마음의 안정, 가족들의 관심과

액에 오염된 치아 접착에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치아접

아 향후 임플란트나 골이식재의 표면처리재로도 활용

다학제적 시스템이 치료 성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

보살핌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환우와 가족을

착물질을 개발했다. 본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학회 주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홍합접착단백질의

을 한다. 예를 들어 직장암 환자가 방광이나 척추 쪽으

위한 ‘마음의 안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병의 치료

학술지인 ‘생체거대분자(Biomacromolecule)’ 7월호에

Catechol 그룹과 기존의 접착제의 Methoxyethyl그룹

로 전이가 될 경우 대장항문외과, 비뇨기과나 산부인

뿐 아니라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

게재됐으며, 이달의 하이라이트 논문 및 가장 많이 읽은

을 유기합성해 기능성 단량체를 제조함으로써 상업적인

과, 신경외과 등 관련과의 전문의가 같이 수술 전 설계

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논문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연구팀이 이번에 개발한 접

이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암 환자를 위한 쿠킹클래스, 항암외모관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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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교수팀,
가시광 흡수율 높인
초박막 광소재 개발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논문 게재
상용화 가능한 원천 기술로 태양전지 등
기기에 적용 가능

전기전자공학과 김형준 교수와 송정규 연구원(박사과
정, 제1저자)이 3nm(나노미터) 두께의 얇은 광소재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원자 단위의 미세 조절기술(원자
층 증착법)로 가시광 흡수율을 기존 대비 4배 이상 높
인 얇은 광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김 교수가 주도하고
송 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 결과물은 지난 7월 23
일 네이처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스(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이론적으로 입증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 나

두께를 조절하는 원리다. 연구진은 텅스텐 소스와 몰리

능하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구겨지는 태양전지, 광센

세상에서 가장 얇은 소재인 전이금속 이황화물질(MoS2,

오지 못했으며 5nm 미만 두께의 매우 얇은 소재에서

브덴 소스를 배합해 사용하고 반응 가스와 교차 주입함

서 등에 적용 가능하며 다양한 광/전자(몸에 부착하는

WS2)은 유연하고 가볍기 때문에 광센서, 광전지 등에 사

도 가능한지는 미지수였다.

으로써 원자비율이 조절된 산화물 합금을 만들고, 황화

디스플레이, 초고집적 트랜지스터) 기기들에 필요한 소

공정으로 마무리해 소재를 개발했다(전이금속 이황화

자의 기본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 가능하며 그래핀과 같이 꿈의 신소재로 각광 받고 있

40

다. 이러한 이황화물질은 밴드갭에 따라 빛이 흡수되는

연구진은 기판 표면에 원자 단위로 얇게 박막을 씌우기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위해 활용되던 원자층 증착법(Atomic layer deposi-

합금; Mo1-xWxS2).
김형준 교수는 “초박막 소재를 원자 단위로 미세 조절

tion: ALD)을 본 연구에 새롭게 도입했다. 금속 소스

이번 연구 결과는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이용해

하는 기술은 소재의 물성을 자유자재로 컨트롤 할 수

전 세계적으로 밴드갭을 조절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시

(금속이 포함된 원료)와 반응 가스를 교차하여 주입함

세계 최초로 이차원 TMDCs 합금 연구에 활용한 연구

있는 원천 기술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성과이며, 향후

도됐고, 물질을 구성할 서로 다른 두 재료를 합칠 때 원

으로써 박막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원료와 가스를 반응

성과일 뿐만 아니라 합성된 소재의 가시광 흡수율이 증

종이보다 얇고 구겨지는 태양전지, 광센서 등이 상용화

자의 비율을 조절하면 밴드갭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시켜 원자 단위 박막을 성장시키고 이를 되풀이해 박막

대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차세대 광소자 분야에 사용 가

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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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왕식 교수팀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표적
항암치료제 개발
가능성 제시”

생화학과 류왕식 교수 연구팀이 “B형 간염바이러스의 X

연구팀은 B형 간염바이러스 X 단백질(HBx)이 Myc 단백

단백질이 간암 등 다양한 종양 생성 과정에 관여하는 발암

질과의 결합을 통해 Myc 단백질의 유비퀴틴화를 저해시

단백질 Myc의 분해를 저해함으로써 암을 발생시킨다”는

키고 이로 인해 Myc 단백질이 세포 내 안정화됨을 밝혔

류왕식 교수는 “이번 연구로 대표적 발암단백질인 Myc와

사실을 밝혀냈다.

다. 세포 내 안정화된 Myc의 축적은 정상세포를 종양세

B형 간염바이러스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명확하게

포로 변형시키는 기작을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규명했으며, 앞으로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발생 환자에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만성 간염, 간경변, 간암 등의 간 질

HBx에 의한 Myc의 안정화는 간암 발생 기전에 결정적인

적용 가능한 Myc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제

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국내 만성 감염자가 200만 명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연구팀은 Myc와 단백질 결합을 이루는 HBx의 도

이번 연구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으

메인을 4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작은 펩타이드 단위

로 이루어졌으며, 국제적인 종양학 분야의 학술지인 ‘온코

로 규명했다. 이로써 해당 도메인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을

진(Oncogene)’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새로운 간암 치료제로 개발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에 이르며 현재 한국인 사망 원인 3위인 간암 등 간 질환
의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발암 단백질인 Myc는 유전자 발현 전사인자로 다양
한 발암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B형 간염 바
그림1. B형 간염에 의한 간암 발생 기전

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간 질환에서의 역할은 명확히 규명
되지 않았다.

정상 조건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조건
Myc

Myc
Ub

Ub

HBx

Ub

Ub Ub

Ub
Ub
Ub

단백질 분해 기작
활성화

단백질 분해 기작
저해
Myc 단백질의 안정화

Myc 단백질 분해

간암 발생 촉진
정상 조건에서 Myc 단백질은 Ub(Ubiquitin, 유비퀴틴)에 의해
표지되고, 단백질 분해 기작이 활성화되어 제거됨.

42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건에서, Myc 단백질은 X 단백질
(HBx)과 상호결합하여 유비퀴틴화가 저해되고 단백질 분해 작용을
회피하게 되어 안정화되고 축적됨. 안정화된 Myc 단백질에 의해 다
양한 종양 인자의 전사가 촉진되고 간암 발생 기작이 촉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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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은 확인 후 즉각 조치해 새 시스
템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향후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요청한 기능
개선 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OSE 센터는 ‘YSCEC2 탐
험대’ 전체 참여자 321명 중 평가지,
YSCEC2 탐험·학습 활동의 적극성,
게시판의 게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종
합 평가를 실시해 우수 탐험대원으로
42명을 선발·시상하고 전체 참여자에
게 기념품을 배부했다.
1

2015 Yonsei Keio
Rikkyo Fudan(YKRF)
리더십 포럼 개최

1

●‘집단지성’을 주제로 한·중·일의
발전 방향 모색

들의 주도로 계획·진행되며 4개 대학

있을지, ‘집단지성’이라는 키워드로 해

이 매년 돌아가며 행사를 주최한다. 내

결책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에는 우리

년에는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서 YKRF

대학교에서 15명, 게이오·릿쿄·푸단

리더십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가했다. 화면 디자인이 기존 YSCEC에

이 원활해진 만큼 개인 정보 보호를 위

삼애교회에서 열렸다. 배민수 목사는

생들과 교수·교직원들이 참가했다.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

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

일제 강점기에 조국 독립을 위해 애쓰

이었다. 특히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구

어 학생들이 공개를 원치 않는 연락처

다 두 번의 옥고를 치르고 해방 후에는

현한 ‘연세문고’는 매우 좋은 평가를 받

및 수강 정보는 비공개로 즉시 전환했

농촌 재건을 위해 삼애정신(하나님 사

았고 시스템을 통한 상호 소통이 원활

다. 또한 이번 YSCEC2 탐험대를 통해

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을 주창했다.

해졌으며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접수한 오류와 개선안 중 일부 시급한

그 후 본교에 삼애캠퍼스를 기증했다.

OSE 센터, ‘YSCEC2
탐험대’ 모의 강좌 운영

단체 YKRF(Yonsei Keio Rikkyo Fu-

수, 교직원 및 학생들을 초청해 연세의

●321명 학생 참여 … 우수 탐험대원

dan)가 지난 8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

역사와 우수성을 알릴 수 있었다는 점

간 신촌캠퍼스에서 리더십 포럼을 진행

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또한,

했다.

한·중·일 학생들이 모여 국가와 문화

스템 구축에 기여

를 넘어서 이해와 유대를 나누는 소중

Open Smart Education 센터(이하

한 자리였다.

2

시상
●상호 소통을 통한 이용자 친화적 시

Pengfan Fei(푸단대 관광경영학) 학

격적으로 사용될 YSCEC2를 학생들이

MOU 협약을 맺으며 시작된 한·중·

생은 “굉장히 친절하고 멋진 친구들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여름방학 동

일 학술·문화 교류 단체다. YKRF 리

만났으며 이번 포럼의 일원이 되어 기

안 ‘YSCEC2 탐험대’ 모의 강좌를 운영

더십 포럼의 주요 의제는 동북아 지역

뻤다”며 포럼 참가 소감을 전했다.

했다. 이번 모의 강좌에는 총 321명의

는 “Collective Intelligence between
Three Neighbors”를 주제로 강연과 토

Satoru Tsuji(게이오대 정치학) 학생

학생이 탐험대원으로 등록해 다양한 학

은 “포럼을 통해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

습 활동에 참여했다. 더불어 칭찬, 오

를 넓히고 친구를 얻을 수 있었다”며 포

류, 개선 요청 등 세 가지 게시판에 다

럼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 평가지를

YFRF 리더십 포럼은 자치단체 학생

3

OSE 센터)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본

오·릿쿄대학교, 중국의 푸단대학교가

올해로 14회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

故 배민수 목사 제47주기 추모예배가

대학교에서 각각 8명씩, 총 39명의 학부

한 우리 대학교에서 일본과 중국의 교

진, 네트워크 형성 등이다.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3

지난 8월 23일 연세대학교 삼애캠퍼스

정훈, 정보대학원 교수) 산하 학생자치

이슈 이해, 리더십 개발, 상호이해 증

참여자 대부분은 YSCEC2의 모바일

故 배민수 목사
제47주기 추모예배

한편 기능이 다양해지고 정보 접근

이번 포럼은 올해로 130주년을 맞이

를 기념해 우리 대학교, 일본의 게이

2

기능과 UI 및 디자인을 긍정적으로 평

동서문제연구원 리더십센터(소장 이

YKRF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44

론을 통해 세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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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학연구원,
2015 한-몽골 국제학술회의
개최 2
2

북한연구원(원장 김용호 정치외교학

3

과 교수)은 지난 8월 21일 김대중도서관

1

컨벤션홀에서 “동북아평화안정을 위한

제학술회의를, 10월 말에는 ‘2015년 2차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하는 중견, 중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원장

한-몽골 협력구상”을 주제로 ‘2015 한-

한-중 전략대화’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소,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듣

윤용수)의 HK사업단이 공동 개최한 학

기에 적합하다.

술대회 ‘문자와 문명: 지중해와 황하’가

몽골 전략대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
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후원으로

언어정보연구원,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과
‘한국어교육 국제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1

지난 8월 13일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산

월 16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이어지

동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

며,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3시

는 지중해와 황하로 상징되는 동서양의

간 동안 교육이 진행된다. 수강신청 마

양대 대표 문명에 대한 두 연구소의 연

쿠바 대학)를 비롯해 국내의 이한섭 교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몽골, 일본, 한국

수(고려대 명예교수), 송영빈 교수(이

의 석학 13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동북

화여대), 장원재(계명대)와 우리 대학의

아 정세와 평화협력구상’라는 주제로 진

김한샘 HK교수, 윤영민 HK연구교수 등

행된 제1세션에서는 김덕주 국립외교원

매일경제신문과 미래교육원(원장

감은 9월 30일이며, 신청은 미래교육원

구 활동을 소개하고, 각 연구소의 연구

중진 언어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교수의 사회로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난

이두원)이 지난 8월 20일 우리 대학교에

홈페이지(go.yonsei.ac.kr), 한국빅데

지평을 넓히고자 기획됐다. 지중해지역

언어정보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단

한편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언어의 다

진 도르지수렌 몽골전략연구소 수석연

서 ‘매경 빅데이터 최고위과정’을 개설

이터학회 홈페이지(www.kbigdata.kr),

원과 인문학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중심

장 서상규)이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과

면성과 한국어교육”을 주제로 언어의

구원, 지 나오미 일본 훗카이도대학 교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메일(ys-extenstion@yonsei.ac.kr)

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발표

‘한국어교육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

다면성에 대한 이론적 성찰의 결과를

수가 발표와 토론을 했다. 제2세션에서

이 과정은 빅데이터 시대에 방대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는 물론 각 연구소의 연구과제에 대한

무리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응용하는

는 ‘동북아평화협력구성의 의제 및 추진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 기업의

지난 8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열린

방안을 모색했다. 주제 발표자로 연재

전략’을 주제로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에 이어 8월 10일

훈 교수(영국 런던 대학), 앤드류 변 교

의 사회 아래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 로

과 해법을 제시하는 교육 과정이다. 빅

에는 한국어교육 국제학술대회를 문과

수(미국 뉴욕 주립대), 김혜영 교수(미

니 에지 한국외대 교수, 오토곤바야르

대학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했다.

국 듀크대)와 우리 대학의 강현화 국문
학과 교수, 한송화 HK교수 등 국내외

먼저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은 “19세
기말 한중일 삼국의 언어접촉과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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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우리 대학교 빅데이터
최고위과정 개설 3

이번 과정은 미래교육원에서 오는 10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이 나섰다.

자유롭고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영화’, ‘문자’, ‘서체’
라는 발표주제의 다양성과 동서양을 아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실

인문학연구원, 부산외대와
학술대회 공동 개최 4

마쉬바트 몽골전략연구소 고문이 발표

무적인 교육이 아니라 빅데이터 정보를

●‘문자와 문명: 지중해와 황하’를

서 특기할 만하다. 또한 인문한국사업에

와 토론을 진행했다.

어떻게 기업 전략에 활용할 수 있을지

주제로

선정된 연구소들 간의 교류로서 다양한

제3세션 주제는 ‘한-몽골 전략대화’로

큰 방향을 찾는 과정이다. 데이터 기술

인문학연구원 HK문자연구사업단(단

분야의 연구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혁명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미래 전략을

장 윤혜준)과 본 연구원의 협력기관인

전파”를 주제로 19세기 말 동아시아 삼

언어정보연구원은 지난 2009년부터

김재천 서강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국의 역사적 격동기를 언어와 문화, 신

‘복합지식의 창출과 소통’이라는 어젠다

성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담바 간바

문물과 신개념 교섭의 측면에서 조망하

로 학술대회와 학술총서 등을 통해 인

트 몽골전략연구소 소장, 카스바자르 베

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서

문언어학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크바트 몽골외교아카데미 원장이 발표

구 문명의 수용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번 두 차례에 걸친 국제학술대회는 지

와 토론을 했다.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경험의 공통성

난 3년 동안 언어정보연구원 인문한국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한반도와 동북

과 차이를 언어의 관점에서 규명하는

(HK)사업단이 언어를 둘러싼 동아시아

아 정세를 진단하고 박근혜 정부의 동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

지역의 역사적 경험의 공통성과 차이를

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한-몽골

다. 본 심포지엄에는 중국의 첸리웨이

규명하는 한편,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

국제협력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교수(세이조 대학)와 장허우췐 교수(동

론적 사유를 교육의 측면에서 응용하는

있다.

화대학), 일본의 기무리 요시유키 (게이

방안을 규명해 온 연구의 결실이라 볼

오 대학), 야자와 마코토 교수(일본 쓰

수 있다.

우르는 인문학적 연구의 시도라는 점에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4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은 북한연구
원은 오는 10월 14~15일 개원 20주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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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진료 시스템은 환자에게 약물 이외

들이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에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 교육, 운동처

다”고 설명했다.

방, 영양상담 등 포괄적 치료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 강석민 교수, 류청 심장이식 코디네이터, 박정은 씨, 윤영남 교수

100번째 심장이식 환자 퇴원
●1994년 첫 이식 후 포괄적 치료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갖춰

이식수술 후 체계적 관리도

동진료 시스템)를 개최해 좌심실 보조장

박씨처럼 심장혈관병원에서 심장이식

치(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 LVAD)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환자와 가족들

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그를 두고 모

나 심장이식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

을 대상으로 심부전센터(센터장 강석민 교

두들 기적이라고 했다.

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LVAD

수)에서는 매년 정기적인 심장이식 가족모

지난 8월 3일 병동에서 만난 박정은

박씨는 100이라는 숫자가 남다르다고

나 심장이식 치료 후 환자의 경과에 대해

임을 갖고 수술 후 자가 관리에 대해 교육

(57, 여)씨의 표정은 누구보다 밝았다. 지

했다. 시험에서 100점이 최고점이듯 자신

토의하며 최적의 진료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난 7월 16일 의대 윤영남 교수(심장혈관

이 100번째 환자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이 자리에서는 최신 의료기술에 대해

지난해 4번째 모임에서는 환우들의 자

외과)에게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서도 각 과의 의견을 수집하고 실현 가능

조모임 ‘마음이(2)’도 공식 발족했다. 마음

“사랑하는 채린아!
우린 언제나 너와 함께하
고 있어”
● 완화의료센터 ‘영원한 동행

경아(14) 양과 주치의였던 유철주 교
수(소아과학), 최희정 간호사, 김진영
선생님, 최종진 화백이 기억 속에 생
생히 남아 있는 채린이의 모습을 참석
자들 앞에서 회상했다.

앞둔 박씨는 “퇴원하면 그동안 해오던 일

강석민 교수는 “심장은 우리 몸의 가

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최근에는 신장

이는 올해 초 심장혈관병원에 입원한 환자

프로그램’ 통해 가족 아픔 보듬어

채린이의 1주기 추모 모임은 완화

본어 공부와 여행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중 하

과 폐 등 다장기이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

들을 위해 케이크를 만들어 전달하는 등

지난 8월 6일 연세암병원 7층 예배

의료센터의 ‘영원한 동행 프로그램’의

싶다”고 말했다.

나”라며 “심장이식은 그만큼 중요한 장

지고 있다. 심장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공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실에서 3년 간의 소아암 투병을 끝으

일환이다. 이 프로그램은 29세 이하의

2013년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고

기를 다루는 어려운 수술 중 하나로 100

여자 혈액과 교차적합성 평가도 받아야

심장혈관병원은 가족모임을 지원하며

로 14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채

아동과 청소년, 청년 중 세브란스병원

의대 강석민 교수(심장내과)를 찾은 박

례를 달성했다는 것은 심장이식에 대한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교차적합성에 부

이식환자와 가족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만들

린이의 1추기를 추모하는 자리가 있

에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환자의 가

씨. 당시 박씨의 심장은 최악의 상태였

세브란스의 수준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적합 판정을 받은 환자를 수술 전 효과적

고,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치

었다. 채린이의 가족과 친구, 의료진,

족을 위해 완화의료센터가 올해 초부

다. 심장기능이 4분의 1수준으로 떨어져

설명했다.

인 면역 억제제와 혈장 교환술(plasma-

유의 희망을 전하고 있다. 또한 심장이식

학교 선생님을 비롯해 채린이가 투병

터 시작한 것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pheresis)을 사용해 심장이식을 성공한

이나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

당시 활동하던 해오름회 미술교육팀

떠나 보낸 가족들이 힘든 과정을 이겨

적도 있다. 또 박한기 교수(소아심장혈관

상으로 심장질환 전문 재활운동과 다양한

최종진 화백도 참석했다. 채린이를

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특별한 프로

심장혈관외과 등 협동진료로

외과)를 중심으로 소아 환자들의 심장이

건강강좌, 심장질환 쿠킹클래스 등을 통해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인 특별한 자리

그램이다. 환자의 삶을 다양한 각도에

심장이식의 새로운 전기 만들어

식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면

빠른 일상생활로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였다.

서 긍정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가족

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언제 심

심장혈관병원의 첫 심장이식 수술은

역 억제제 약물 처방을 통해 심장이식 환

강석민 교수는 “환자들이 어려운 시간

이날 테너 양일모씨가 ‘내 영혼 바

이나 주위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장이식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정

1994년 장병철 교수(심장혈관외과)가 시

자의 생존률 향상을 시도하고 있다. 최

을 이겨낸 만큼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의

람 되어’를 부르며 특별 추모공연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맥이 오게 되면 심장이 멈출 수 있기 때

작했다. 당시 이식수술을 받은 장경수(67,

근 2~3년 동안 심장혈관병원에서는 매년

메시지를 전해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

했고, 이어 채린이를 추억하는 시간을

목적이다.

문이다. 강석민 교수가 지난해 박씨에게

남)씨는 아직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

15~20례의 심장이식 수술이 진행되고 있

면서 “그동안 심장이식 수술에 대한 전폭

가졌다. 가족과 단란했던 추억여행의

이밖에도 남은 가족들을 위해 환자

삽입형 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

다. 이후 강석민 교수를 중심으로 심장이

으며, 올 7월까지 17례의 심장이식이 진

적인 지원을 해주신 유경종 심장혈관병원

모습,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도 언제

가 세상을 떠나고 3년이 될 때까지 가

verter defibrillator, ICD)를 이식했지만 조

식팀(심장내과, 심장혈관외과, 소아심장

행됐다.

원장님과 환자들의 수술전후 관리를 헌신

나 밝았던 채린이의 모습이 담긴 영상

족의 특성과 슬픔 치유여정에 맞춰 위

금만 무리하게 활동을 해도 문제가 됐다.

과, 소아심장혈관외과, 심장이식 코디네

강석민 교수는 “아직도 이식을 받아야

적으로 보살핀 류청 심장이식 코디네이터,

이 공개됐다. 이어 채린이의 엄마 김

로 편지로 마음을 보듬는 프로그램도

서둘러 심장혈관병원에 입원한 박씨

이터, 심장혈관외과 전담간호사 등)이 꾸

하는 환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도

심장혈관외과 전담간호사들에게 감사하

미애씨가 딸을 위해 쓴 편지를 읽었

마련돼 있다. 여기에 가족들의 슬픔이

는 이식 등록을 하고 2달 가까이 기다린

려져 협동 진료를 통해 심장이식 환자들

적, 의료적 문제점으로 이식을 받지 못하

고 마취과 선생님들과 수술 후 회복과정에

다. 김미애씨는 “채린이가 아직 곁에

조정국면으로 들어갈 때까지 개인맞

끝에 다행히 심장이식을 받을 수 있었다.

에게 안정적이며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

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심장이식팀

서 가족처럼 환자들을 간호해 주신 중환자

있는 것 같다”며 “엄마의 사랑스럽고

춤상담도 진행한다. 채린이의 경우처

심장혈관병원의 100번째 심장이식 수술

고 있다. 환자에 따라 진단검사의학과와

은 이런 환자들이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실 및 108병동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감

자랑스러운 딸이자 우리 모두의 친구

럼 환자가 세상을 떠난 1, 2, 3주기에

을 받은 것이다. 수술 후 이틀 만에 중환

병리학, 담당 주치의가 참석하기도 한다.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고난이도 이식 환자

사드린다”고 말했다.

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친구 유

맞춰 추모 모임도 개최하고 있다.

일상생활이 힘든 탓에 당장 심장이식이
필요했다. 그대로 두면 언제 심장이 멈출
줄 모르는 일이었다.
의료진은 우선 이식 등록부터 서둘렀

48

한편 심장이식팀은 월 1회 컨퍼런스(협

●이식 환자, 가족 자조모임까지

●1994년 첫 심장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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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tion Field, 조사야)을 원하는 모양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학술지의 질적인 수준을

형성해 종양주변의 정상조직을 보호하는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각

장치다. MLC를 이용해 기존보다 넓은 영

종 연구비 투자 분야 선정이나 전략수립의

역의 조사야(120×100mm)를 종양크기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제한을 받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
백승혁 교수는 “IORT 전용으로 개발된

을회관에서 발마사지와 염색 등의 봉사활

전문의료용어 표기법, 음성인식 결과 출력

암병원은 IMRT 도입으로 지난달 도입

육 전반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대안을 제시

인트라빔은 수술대 앞까지 들어올 수 있어

동을 전개했다. 성경학교팀은 월촌감리교

형태 등을 보다 정밀하게 연구·개발할 계

된 업그레이드 버전의 토모테라피와 함께

하며, 교육 관련 종설 및 의료인문학 관련

환자의 치료시간을 단축하고, 감염 등의

회에서 월촌초등학교 아이들 20명과 함께

획이다. 딥러닝(Deep Learning)은 컴퓨터

고정밀 방사선치료를 실현하게 되어 치료

연구 결과물 등을 공유하는 전문학술지다.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꿈꾸는 예배자’를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스스로 학

시간 단축과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

2010년부터 3회 연속 KCI 등재후보학술

대장암에 적용

말했다. 이익재 교수도 “IORT는 수술 중에

진행했다. 특히, 저녁예배에서는 마을 주

습하게 만드는 기술로, 데이터의 양이 늘어

는 혁신적 암치료를 구현하게 됐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최근 대장암 환자

치료부위를 직접 확인하면서 치료할 수 있

민이 참석해 남다른 의미를 더했다. 또한

날수록 컴퓨터의 분석 결과는 정교해진다.

의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창적

에도 ‘수술 중 인트라빔(Intrabeam)을 이용

기 때문에 정확한 방사선 조사가 가능하

이번 봉사활동에는 아프리카 CMF 짐바브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면 진료 효율성과 진

학술지로 인정받았다. 의학교육논단은 지

한 방사선치료(Intraoperative Radiothera-

다”고 설명했다.

웨지부 소속 짐바브웨 의대 5학년 타봉가

단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 의

학생이 참여해 우리나라 의료봉사를 직접

료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한편 의료녹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 서비스는 외래 진료에서 의사의 진단과

암환자 수술 중 이동 없이
방사선 치료 1
●강남세브란스, 유방암 이어

py: IORT)’를 시행해 첫 성공을 거뒀다. 지

IORT는 국소 진행성 직장암 치료에 매

난해 8월 정준 교수(강남외과)팀이 유방암

우 유용하며 특히 수술적 절제 후 미세 종

치료에 IORT장비를 도입한 이후 두 번째

양이 남아 있을 경우 기존의 방법에 비해

로 대장암 치료에 이를 적용한 것이다.

탁월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학교육논단,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

지로 선정됐으며, 올해 계속평가에서 국내

금까지 17권 2호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
로 발간됐고, 이번 KCI 등재에 따라 원문
5

을 KCI 홈페이지(https://www.kci. go.kr)

한편, 함안군은 제중원 2회 졸업생인 이

처방, 영상 판독 소견, 수술 시 의사의 진료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의 학술적 발전

태준 선생의 고향으로, 이태준 선생은 당

내용 등 각종 의료 기록을 음성인식 기술을

을 위해 발간하는 의학교육논단(발행인 이

지난 6월 15일 의대 백승혁 교수(강남

시 제중원 1회 졸업생 김필순 선생과 독립

활용해 저장 및 문서화하는 작업이다.

병석 의과대학장, 편집위원장 전우택 의학

이번 KCI 등재지로 선정됨에 따라 의학

대장항문외과)와 이익재 교수(강남 방사선

운동을 전개하던 안창호 선생을 만나 청년

디오텍 메디컬 사업본부 김승호 상무는

교육학과 교수)이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한

교육논단은 대외적 위상 확보는 물론, 질적

학우회에 소속돼 항일독립운동을 펼쳤다.

“세브란스 체크업과의 연구 협약을 통해

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학술지로 선

향상 및 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세브란스는 2011년 함안군과 상호협력을

의료의 질 향상과 운영비용 절감에 상당한

정됐다. KCI는 국내 학술지 정보와 논문 정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의학교육논단 17권 3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세

보(원문) 및 참고문헌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호(10월 31일 발행)에 대한 원고접수 및 문

종양학과)는 48세 여성 재발성 직장암 환
자를 대상으로 IORT를 시행했다. 수술만

의·치·간호대 기독모임,
함안군 여름봉사 2

나 의학교육논단 홈페이지(http://www.
ysmed.net/km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으로는 암조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간호대학 기독모

판단했기 때문이다. 백승혁 교수가 환자의

임(Christian Medical Fellowship, CMF)이

브란스병원 의료진과 세브란스 체크업과

논문 간 인용관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의는 의학교육논단 편집실(02-2228-2512,

재발 부위를 절제한 후 이익재 교수가 곧

지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경상남도 함안

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환자 진료에 도움

국내 학술지 및 게재논문에 대한 각종 학술

kmer@yuhs.ac)로 하면 된다.

바로 IORT용 인트라빔 장비를 이용해 약

군 여름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학생과 졸업

26분 동안 수술 부위에 직접 방사선을 조

생, 교수, 공보의, 군의관 등 50여명 참여한

사하는 치료를 했다. 현재까지 환자는 재

CMF는 함안군 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발의 소견이 없는 양호한 상태다.

을 펼쳤다.

체크업-디오텍,
음성의료정보 연구
협약 체결 3
세브란스 체크업과 디오텍(DIOTEK)이

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CMF는 일반진료팀과 치과진료팀으로

지난 8월 3일 체크업 대회의실에서 의료녹

로 병원을 방문해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했

나눠 의료소외계층인 월촌마을과 정암마

취를 위한 음성의료정보 수집 및 연구에 대

는데, 치료부위에 인접한 장기로 인해 방

을, 의봉마을, 동천마을 주민 100여 명을 대

한 연구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디오

사선을 충분히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상으로 진료와 수액주사, 의약품을 처방했

텍은 체크업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음성의

연세암병원이 아시아 최초로 다엽콜리

있었다. 또 수술 중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다. 지곡마을과 봉림마을 주민 60명은 파견

료데이터를 음성기술을 활용해 저장하고

메이터(Multileaf Collimator, MLC)를 장착

병원의 사례도 있었으나, 이 경우 수술 중

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치과

문서화하게 된다. 디오텍은 지난 5월부터

한 세기변조방사선치료기(Robotic IMRT)

인 환자를 방사선치료실로 옮겨야 하기에

진료팀은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틀니수리,

세브란스와 협력해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를 도입해 지난 8월 3일부터 방사선 치료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하며 감염 등의 위험

레진수복 등 치과 진료활동을 펼쳤다.

의료녹취(Medical Transcription) 서비스를

에 활용하고 있다.

또 일반 봉사팀은 월촌·정암·의봉마

개발 중이며, 이번 체크업과의 협약을 통해

4

5

연세암병원,
아시아 최초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도입 4

기존에는 환자가 수술을 받은 뒤 별도

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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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창간된 의학교육논단은 의학교

MLC는 방사선이 조사되는 영역(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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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팀(소아 호흡기·알레르기과)은 난치성

영향’을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 받은 246명의 어린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되돌아보고 한

이와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알레르기 검사

미 양국 경험을 공유하는 세션이 있었다.

에서 모두 음성인 성인 551명을 대조군으

이 외에도 의대 김동익 교수(영상의학)

로 전장유전체 연구(genome-wide asso-

가 의장으로 나서 영상의학에서 다양하게

ciation study, GWAS)를 시행했다. 이로

2

활용하고 있는 중재적 기술 사례에 관한

써 극단의 표현형(extreme phenotype)에

블리자드, 어린이병원
e-도서실 후원 1

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귀엽고 아기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을 통해 이전에 밝

tinais) 전문의 6명이 연세암병원 위암센터

계획을 비롯해 화상회의를 통한 다학제 진

의학)는 증상을 동반한 자궁근종과 자궁선

자기한 카봇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로 벽화

혀지지 않았던 PCDH9, NBAS, THEMIS,

를 찾았다. 브라질소화기암학회는 200여

료협업, 분자병리학 수준에서의 중개연구

근증에서의 자궁동맥색전술을 소개했다.

를 디자인할 예정이다.

GATA3, SCAPER 등 5개의 유전자가 피

명의 젊은 연구자들로 구성된 학회로 3년

와 개인 맞춤치료 공동 연구 등을 암병원

의대 나군호 교수(비뇨기과학)는 IT 기술

과 논의할 예정이다.

과 신의료기술 발전상을 주제로 외과수술

소프트웨어 개발 및 퍼블리싱 업체인 블

블리자드는 e-도서실 완공 후 환자들을

부장벽과 면역 조절장애에 관련된 것을 확

전 결성돼 세계적인 암센터를 방문하고 견

리자드 엔터테인먼트(www.blizzard.com,

위한 생일파티, 아트 프로젝트 프로그램

인했다. 이는 아토피피부염이 피부장벽 및

문을 넓히고 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한편, 위암센터는 하반기 미얀마 연수

법의 혁신과 신기술에 대해 강의했다. 의

이하 블리자드)가 어린이 환자를 위해 e-

등에 참여해 임직원 및 게임 플레이어들과

면역 조절 장애로 발병한다는 최근의 연구

에 이어 두 번째로 암병원 위암센터를 연

팀의 방문을 앞두고 있으며, 캐나다 및 미

대 오병훈 교수(정신과학)는 고령화 시대

도서실 건립 및 운영사업을 지원한다.

봉사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결과를 뒷받침하는 유전자들을 최초로 발

수기관으로 선정해 세브란스의 다학제를

국 등 연수를 요청하는 전 세계 전문의들

를 맞아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와 관절염

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통한 의료서비스를 견학했다.

에게 다양한 위암 수술법과 실제로 환자에

에 대한 최신 지견과 함께 우울증을 주제

적용할 수 있는 진료지침 등 실제적인 정

로 노년기의 질환에 대해 발표했다. 재미

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인교포들의 건강문제와 정책적 지원 방

세브란스는 12일 종합관 교수회의실에
서 블리자드사와 e-도서실 후원사업 관련

원장과 한상원 어린이병원장, 장준 기획조

소아 난치성 아토피 원인
유전자 발견

정실장을 비롯해 고경곤 블리자드 아태지

● 손명현, 김경원 교수팀, 예방 및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정남식 의료

역 마케팅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치료제 개발 가능성 제시

손명현 교수는 “경증 아토피피부염은

브라질의 경우 아직 다학제적이고 체계

15세 이전(소아기)에 병의 증세가 나아지

적인 위암검진 시스템이 없어 병기가 진행

는 경우가 많으나, 난치성 아토피 피부염

된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안, 북한의 의료 실정과 지원책 등에 대한

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상생활 유지가

번 연수에서는 내시경 시술을 통한 조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성인이 되어 난치

위암 절제술, 국소 진행 위암에서의 항암

KAMA 서울국제학술대회

식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의대

연자로 대거 참석

e-도서실은 2016년 어린이병원 개원 10

소아 난치성 아토

성 아토피 피부염이 다소 호전되더라도 천

제-방사선 병용치료 등을 견학하고 조기

주년을 기념해 추진 중인 Play Ground(가

피 피부염의 원인 유

식 및 알레르기 비염 등을 동반하는 경우

위암검진을 위한 다학제 진료시스템을 벤

칭)에 조성된다. Play Ground는 어린이 환

전자가 국내 의료진

가 많았고,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법은

치마킹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가족 놀이터로 취

에 의해 밝혀졌다. 유

없어서 관리를 강조해야 하는 만성질환이

학아동을 위한 교육공간과 보호자를 위한

전적 원인을 밝힘에

휴게공간, 영유아를 위한 놀이 및 문화공

신동천 교수(예방의학)는 의대생과 전공의
들을 위한 특별세션에서 국제사회에서 의

한미 양국 의료진들의 가교역할을 위해

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여성암과

지난 8월 5일부터 3일간 소공동 롯데호텔

위암, 간암을 비롯한 간질환의 최신 치료

종양외과 전문의 2명과 종양내과 전문

에서 열린 재미한인의사협회(KAMA) 국제

법을 소개하고 전이 척추암, 폐암, 갑상선

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5개

의 4명으로 구성된 연수의들은 3일에 걸쳐

학술대회에서 의과대학 교수진들이 대거

암, 전립선암 등 특수암에 대해 알아보는

따라 예방 및 치료제

의 원인 유전자를 찾아냄으로서 난치성 아

외과와 종양내과, 소화기내과, 병리과, 방

연자로 참석해 세브란스의 위상을 높였다.

세션도 진행됐다. 의대 형우진 교수(외과

간으로 구성된다. 1층 로비에 들어서게 될

개발에 새로운 가능

토피 피부염의 예방 및 치료제 개발 가능

사선종양학과를 견학하며 위암의 최신 치

재미한인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

학)가 말기위암에서의 최소 침습술에 대해

e-도서관은 PC와 아이패드를 활용해 독

성이 열린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알레

성도 높아졌다”고 평했다.

료 경향을 살펴봤다. 또한 연수의들은 개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의학

의대 정웅윤 교수(외과학)가 로봇 갑상선

서와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

르기 면역학 분야의 권위지인 미국알레르

복수술과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등과 위아

회가 학술 부분에 협력한 이번 학술대회에

절제술을 활용한 최소 침습수술법에 관해

용될 계획이다. 또한 입원 환자에게는 청

기천식면역학회지(The Journal of Allergy

절제술, 위전절제술 등에 대한 강의를 듣

는 박상근 병원협회장과 추무진 의사협회

강의했다.

진놀이, 주사기 놀이 등 치료에 대한 거부

and Clinical Immunology) 최신호에 발표

고 실제 브라질 환자 사례의 진료방향을

장, 원준희 KAMA회장, 정남식 의료원장을

한편, KAMA는 지난 1974년 재미 8개 한

감을 줄여주는 메디컬 플레이 프로그램과

됐다.

정하는 등 세브란스의 다학제 진료과정에

비롯해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과 신의

국의과대학 동창회 대표들을 중심으로 미

참여했다. 특히 진료 상담과정에서 환자와

진 의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등이

국 뉴욕에서 창립됐다. 1989년 이후 중단됐

가족이 함께 참석하는 모습에 깊은 관심을

참석했다.

던 공동 학술대회의 전통을 다시 이어 나가

영화감상 프로그램 등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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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을 진행했다. 의대 김만득 교수(영상

아토피피부염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카봇 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성 염증성

니메이션(www.carbotanimations.com)

피부 질환으로, 그 원인은 수많은 연구에

작가가 e-도서실 디자인 작업에 참여한

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 카봇 애니메이션 제작자 조나단 버튼

이를 밝히기 위해 의대 손명현, 김경원 교

한편,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호흡기
알레르기질환과와 협동연구로 진행됐다.

브라질 소화기암 전문의
위암센터에서 다(多)학제
진료 연수 2

보이며 환자중심의 진료시스템을 둘러봤

학술대회는 다양한 주제의 세션들로

기 위해 의협과 병협, KAMA가 교류 협정

지난달 28일 브라질소화기암학회(GTG,

다. 브라질소화기암학회는 향후 위암센터

구성됐다. 우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

을 체결하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학

Grupo brasileiro de tumores gastrointes-

뿐만 아니라 간암 및 대장암 센터의 방문

군·MERS) 및 신종 감염병의 전 세계적

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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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캠퍼스
소식

2015년 8월말
퇴임 교원
특허는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고은결한
의원 및 계열회사를 통해 피부외연고제

정년퇴임
한창균 교수

이

문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의과대학

한방식의약연구소 등 계열회사를 보유

신의순 교수

이양호 교수

박창서 교수

하고 있으며 한약 및 천연소재를 활용해

상경대학

연합신학대학원

치과대학

이제민 교수

오희철 교수

안경식 교수

상경대학

의과대학

정경대학

거대시장의 4,000만 명 이상이 아토피 피

유강민 교수

김주항 교수

배홍식 교수

부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이과대학

의과대학

정경대학

박민용 교수

손승국 교수

한기수 교수

공과대학

의과대학

정경대학

와 식품 등으로 사업화될 예정이다. 또
한 향후 천연물 신약개발 등 특허기술의

영 교수

김동익 교수

상품화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은결한의원은 전국 체인 한의원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고은결한
1

의원은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전국 체인 및 홈쇼핑, 다양한 마케팅 채

유한대학교와
연계교육과정 협약

1

원주캠퍼스와 유한대학교 간 연계교
육과정 협약식이 지난 8월 18일 청파회

원주산학협력단,
고은결한의원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 2
●아토피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천연

널을 통해 본 특허 활용 제품을 판매하
고자 한다. 김택중 교수는 체결식을 통
해 “최근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7대

소재 관련 특허 관련

다”면서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화 등의

이번 협약식에는 정건섭 원주부총장

원주산학협력단(단장 신태민)은 지난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피부 면역질환 발

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 및 관련 학과

8월 24일 원주캠퍼스 미래관에서 고은

교수진이 참석했으며, 유한대학교 측에

결한의원(대표 이종우)과 아토피 예방과

또 “이번에 개발한 천연 소재는 친환

서 이권현 총장과 관련학과 교수진이

치료를 위한 천연소재 관련 특허 ‘기술이

경 소재로 아토피 및 알레르기 환자의

함께 했다.

전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생명과학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대

정건섭 원주부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술학부 김택중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한

학의 원천기술이 기업의 고용창출, 매출

“사람과 기술에 중심을 둔 유한대학교

아토피 및 알레르기 예방, 치료 또는 개

증대에도 기여하는 사업화 모델로 발전

김성우 교수

이병인 교수

강성준 교수

와의 연계교육과정이 진행되어 매우 기

선에 도움이 되는 천연 소재 관련 기술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공과대학

의과대학

원주의과대학

최윤철 교수

한창동 교수

공과대학

의과대학

김혜옥 교수

이혜리 교수

음악대학

의과대학

의실에서 진행됐다.

쁘다”며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프
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양 대학이 노력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권현 유
한대학교 총장은 “역사와 전통이 깊은
연세대학교와 함께해 감사하다”며 “우

병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수한 학생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디자인,
경영, 컴퓨터정보통신, 의공, 보건행정
의 전공에서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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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보직명

이희갑 선생

주명관 선생

최선택 선생

총무처 		
행정발전자문위원장

총무처
행정발전연구위원장

총무처 총무팀

성명

전공(소속)

임기시작

임기만료

비고

조형희

기계공학과

15.08.20.

16.01.31.

Open Smart Education 센터장

허준

토목·환경공학과

15.09.01.

17.08.31.

유임

디자인센터소장

홍석일

디자인예술학부

15.09.01.

17.08.31.

유임

박물관장(직무대행)

한창균

사학

15.09.01.

16.08.31.

창업지원단부단장

허준

토목·환경공학과

15.09.01.

17.08.31.

유임

방사선안전관리센터소장

이태호

생명과학부

15.09.01.

17.08.31.

유임

언어연구교육원장

유현경

국어국문학

15.09.01.

17.08.31.

언어연구교육원부원장

이동귀

심리학

15.09.01.

17.08.31.

언어정보연구원장

서상규

국어국문학

15.09.01.

17.08.31.

유임

언어정보연구원부원장

김향희

재활의학교실

15.09.01.

17.08.31.

유임

인문학연구원장

윤혜준

영어영문학

15.09.01.

17.08.31.

유임

법학연구원장

이철우

법학전문대학원

15.09.01.

17.08.31.

법학연구원부원장

김종철

법학전문대학원

15.09.01.

17.08.31.

유임

생체방어연구센터장

윤주헌

이비인후과학교실

15.09.01.

17.08.31.

유임

건축구조헬스케어연구단장

박효선

건축공학과

15.09.01.

17.08.31.

유임

첨단전자물성계산연구단장

최형준

물리학

15.09.01.

17.08.31.

유임

기후변화적응형사회기반시설
연구센터소장

정상섬

토목·환경공학과

15.09.01.

17.08.31.

유임

이삼열

행정학

15.09.01.

17.08.31.

교학부학장

이지연

문헌정보학

15.09.01.

17.08.31.

기획부학장

이경훈

국어국문학

15.09.01.

17.08.31.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

- 잔여임기
- 교무위원회 배석

신촌·국제캠퍼스

김한균 선생

본부기관

시설처 건축팀

부속기관

명예퇴임

부속교육기관

류필호 선생

이영미 선생

백승국 선생

교책건설사업지원단

학술정보원
경영관리팀

교육과학대학
행정팀

특별희망퇴임
홍은주 선생

송인전 선생

양현주 선생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육대학원 행정팀

대외협력처 홍보팀

대학교부설/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

대학간연구기구

정덕순 선생

이종창 선생

허진영 선생

학술정보원
정보통신운영팀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팀

대외협력처 홍보팀

공공문제연구소장
문과대학

사학과장

차혜원

사학

15.09.01.

17.08.31.

한광희 선생

철학과장

선우환

철학

15.09.01.

17.08.31.

시설처 건축팀

심리학과장

이도준

심리학

15.09.01.

17.08.31.

응용통계학과장

강승호

응용통계학

15.09.01.

17.08.31.

유임

상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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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공(소속)

임기시작

임기만료

비고

이과대학

보직명

성명

전공(소속)

임기시작

임기만료

비고

법학과주임

이종수

법학전문대학원

15.09.01.

16.02.29.

잔여임기

융합오믹스의생명과학과주임

조진원

융합오믹스
의생명과학과

15.09.01.

17.08.31.

유임

문화학협동과정주임

김현미

문화인류학과

15.09.01.

17.02.28.

잔여임기

청정공학협동과정주임

황정호

기계공학과

15.09.01.

16.08.31.

유임, 현 재적생 졸업시까지 한시적 운영

나노메디컬협동과정주임

김덕영

물리학

15.09.01.

16.08.31.

유임

구약학전공주임

유상현

연합신학대학원

15.09.01.

17.08.31.

신약학전공주임

유상현

연합신학대학원

15.09.01.

17.08.31.

조직·문화신학전공주임

전현식

신학

15.09.01.

17.08.31.

교회사전공주임

김상근

연합신학대학원

15.09.01.

17.08.31.

기독교윤리학전공주임

방사무엘연상

연합신학대학원

15.09.01.

17.08.31.

부원장

이정연

국제학대학원

15.09.01.

16.08.31.

잔여임기

국제통상경영전공주임

이희진

국제학대학원

15.09.01.

16.08.31.

잔여임기

유임

대학원
교학부학장

이승철

수학

15.09.01.

16.08.31.

대기과학과장

전혜영

대기과학

15.09.01.

17.08.31.

시스템생물학과장

장연규

생명과학부

15.09.01.

17.08.31.

생화학과장

송기원

생명과학부

15.09.01.

17.08.31.

생명공학과장

권호정

생명과학부

15.09.01.

16.02.29.

잔여임기

생명시스템대학

유임

연합신학대학원

법과대학
부학장/법학과장

이종수

법학전문대학원

15.09.01.

16.02.29.

잔여임기

생활과학대학
부학장/생활과학부장

이승신

의류환경학

15.09.01.

17.08.31.

의류환경학과장

천종숙

의류환경학

15.09.01.

17.08.31.

유임

식품영양학과장

이승민

식품영양학

15.09.01.

17.08.31.

유임

아동가족학과장

박주희

아동.가족학

15.09.01.

17.08.31.

유임

생활디자인학과장

이지현

생활디자인학

15.09.01.

17.08.31.

교육과학대학
유임

정보대학원

스포츠레저학과장

원도연

스포츠레저학과

15.09.01.

16.08.31.

체력육성실장

이세용

체육교육학

15.09.01.

17.08.31.

지식서비스보안전공주임
(계약학과)

권태경

정보대학원

15.09.01.

17.08.31.

필수교양(인문A)책임

송민

문헌정보학

15.09.01.

17.08.31.

김희웅

정보대학원

15.09.01.

17.08.31.

기초과목주임

민경식

학부대학

15.09.01.

17.08.31.

금융정보보호전공주임
(계약학과)

교양법학겸자유전공주임

김영희

법학전문대학원

15.09.01.

17.08.31.

디지털포렌식전공주임
(계약학과)

권태경

정보대학원

15.09.01.

17.08.31.

창의기술경영전공책임

시에츠마오

테크노아트학부

15.09.01.

17.08.31.

계량위험관리전공책임

김현중

응용통계학

15.09.01.

17.08.31.

유임

조창환

언론홍보영상학부

15.09.01.

17.08.31.

과학기술정책전공책임

이삼열

행정학

15.09.01.

17.08.31.

유임

이상길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15.09.01.

17.08.31.

지속개발협력전공책임

김마이클

국제학대학원

15.09.01.

17.08.31.

유임

나노과학공학전공책임

김현재

전기전자공학과

15.09.01.

17.08.31.

유임

부원장

정희모

국어국문학

15.09.01.

17.08.31.

에너지환경융합전공책임

강호정

토목·환경공학과

15.09.01.

17.08.31.

교직주임

이원재

교육대학원

15.09.01.

17.08.31.

유임

이희승

교육학부

15.09.01.

17.02.28.

잔여임기

한정민

융합오믹스
의생명과학과

상담교육전공주임

바이오융합전공책임

15.09.01.

17.08.31.

교육공학전공주임

홍원표

교육학부

15.09.01.

17.08.31.

인적자원개발전공주임

장원섭

교육학부

15.09.01.

16.08.31.

잔여임기

유임

학부대학

유임

언더우드국제대학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대학원

58

국제학대학원

언론학주임
영상학주임

유임

교육대학원

공학대학원

심리학과주임

손영우

심리학

15.09.01.

17.08.31.

유임

물리학과주임

이수형

물리학

15.09.01.

16.08.31.

유임

신발전공학전공주임(계약학과)

조형희

기계공학과

15.09.01.

17.08.31.

기계공학과주임

민병권

기계공학과

15.09.01.

16.08.31.

잔여임기

신소재융합공학전공주임

박형호

신소재공학과

15.09.01.

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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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명

성명

전공(소속)

임기시작

임기만료

김수영

실내건축학

15.09.01.

17.08.31.

비고

생활환경대학원
부원장

1. 승진 발령

경제대학원
연구과정주임

신촌·국제캠퍼스

정진욱

경제학부

15.09.01.

가. 국장 (2명)

17.08.31.

원주캠퍼스

성명

현 근무처 및 직책

박금분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지원팀장

학술정보원 학술정보부원장 겸 UML학술정보서비스팀장

본부기관

이철수

총무처(생활협동조합 상임이사 파견)

총무처(생활협동조합 상임이사 파견)

원주교직교육주임

김성학

교양교육학부

15.09.01.

17.08.31.

나. 부장 (4명)

부속기관
원주사회복지센터소장

박주영

(원)미생물학교실

15.09.01.

17.08.31.

유임

김장생

교양교육학부

15.09.01.

17.08.31.

유임

성명
이경오

기타기관
연세-가나안교육센터장
대학교부설연구기구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장

김창수

경영학부

15.09.01.

17.08.31.

의료공학연구소장
(바이오메디칼웰니스
융합연구원산하)

윤영로

의공학

15.09.01.

17.08.31.

바이오신소재연구소장(바이오메
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산하)

이동 근무처 및 직책

최응호

(원)피부과학교실

15.09.01.

유임

영어영문학

15.09.01.

17.08.31.

에코문화디자인연구소장

오병근

디자인예술학부

15.09.01.

17.08.31.

배득종

글로벌행정학

15.09.01.

17.08.31.

백양로건설사업단 팀장

시설처 건축팀장 겸 백양로건설사업본부 백양로건설사업단 팀장

장재호

총무처(노동조합 파견)

국제캠퍼스 총괄본부 종합행정센터 시설지원팀장 겸 총무지원팀장

조수정

학술정보원 S-Campus 구축TF팀장

학술정보원 S-Campus 구축TF팀장

성명

인문예술대학
김종두

백양로건설사업본부

이동 근무처 및 직책
국제학대학원 행정팀장

다. 차장 (6명)

17.08.31.

영어영문학과장

이미나

현 근무처 및 직책
국제학대학원 행정팀장

유임

현 근무처

이동 근무처

고창호

방사선안전관리센터

방사선안전관리센터

김명석

교무처 학사지원팀

Y-IBS과학원

김보훈

국제처 국제전략TF팀

국제처 국제전략TF팀

김태성

총무처 인사팀

총무처 인사팀

문미경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지원팀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지원팀

이준호

대학원 발전전략팀 겸
기획실 송도GAC사업단[TF]

기획실 기획팀 겸 송도GAC사업단[TF]

정경대학
글로벌행정학과장

라. 과장 (5명)
성명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장

서광덕

기초과학연구소장

나동열

컴퓨터정보통신
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
공학부

15.09.01.

17.08.31.

15.09.01.

17.08.31.

정경·창업대학원
행정학전공주임

배득종

글로벌행정학

15.09.01.

17.08.31.

교육행정전공주임

리기용

철학

15.09.01.

17.08.31.

국제복지전공주임

유정식

경제학

15.09.01.

17.08.31.

지역공동체개발지도자양성
전공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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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권

글로벌행정학

15.09.01.

16.08.31.

현 근무처

이동 근무처

문수지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

신휘용

총무처 인사팀

총무처 인사팀

안동욱

교무처 교무팀

교무처 교무팀

이다미

입학처 입학팀

입학처 입학팀

이승재

학술정보원 행정정보팀

학술정보원 행정정보팀

마. 주임 (3명)
유임
잔여임기

성명

현 근무처

이동 근무처

김윤진

언더우드국제대학 행정팀

교무처 학사지원팀

김지훈

국제처 국제교육센터 국제교육팀

국제처 국제교육센터 국제교육팀

박준현

총무처 재무회계팀

총무처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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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바. 시설기술선임과장 (3명)
성명

현 근무처

이동 근무처

박선희

학술정보원 정보통신운영팀 (전화안내실) 학술정보원 정보통신운영팀 (전화안내실)

이명희

시설처 설비안전팀(제1기계실)

시설처 설비안전팀(제1기계실)

최애자

인문학연구원

인문학연구원

엄태진

윤남희

현 근무처 및 직책
대외협력처 대외협력1팀장 겸
대외협력2팀장
국제캠퍼스 총괄본부 종합행정센터
총무지원팀장

이동 근무처 및 직책
대외협력처 대외협력1팀장

글로벌융합기술원 행정팀장

2. 직책 발령 (5명)
성명

현 근무처

이동 근무처

윤창한

장학취업팀장

행정발전연구위원

맹지혜

국제처 국제팀

국제처 국제팀장

박진익

기획실 기획팀

국제처 국제교육센터 국제교육팀장

이명선

생활관 행정팀

시설처 설비안전팀(제1기계실)

윤왕호

종합서비스센터 행정팀

종합서비스센터 행정팀장

이상학

대학원 부처장 겸 발전전략팀장

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처장 겸 장학취업팀장

이근삼

시설처 설비안전팀

시설처 설비안전팀장

이애리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행정팀

대학원 발전전략팀

최두영

대외협력처 대외협력2팀

대외협력처 대외협력2팀장

이 영

창업지원단 팀장

교육대학원 행정팀

이용민

학술정보원 UML이용자통합서비스팀장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지원팀장

이창훈

언론홍보대학원 행정팀

대학원 교학팀

인영환

시설처 설비안전팀장

시설처 삼애캠퍼스관리TF팀장

장준영

국제처 국제팀

언더우드국제대학 행정팀

정광수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

총무처(노동조합 파견)

조해진

학술정보원 학사정보팀

총무처(노동조합 파견)

최수영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행정팀장

교육과학대학 행정팀장

최호상

연구처(산학협력단 인사운영부장 파견)

대학원 발전전략팀장

홍충란

학술정보원 UML학술정보서비스팀장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팀장

3. 이동 발령
가. 행정/전문/기술/시설/운영 (32명)
성명
강철원
계정수
기선아

현 근무처 및 직책
국제캠퍼스 총괄본부 종합행정센터
기숙사운영팀
종합서비스센터 행정팀장
OSE위원회 OSE추진TF센터
OSE추진TF팀

이동 근무처 및 직책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행정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행정팀장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팀

김석우

학부대학 행정2팀

국제학대학원 행정팀

김승현

학부대학 행정1팀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

김희진

대외협력처 대외협력2팀

대외협력처 홍보팀

문용기

시설처 시설부처장 겸 건축팀장

교책건설사업지원단장 겸 행정발전연구위원

박경숙

총무처 재무부처장 겸 구매팀장

총무처 재무부처장 겸 구매팀장 겸 종합서비스센터 소장

박명식

국제처 국제팀장 겸 국제교육팀장

언더우드국제대학 행정팀장

박현주

백기범

개인정보보호담당관 겸 학술정보원
S-Campus 구축TF팀
연학신학대학원 GIT
(Global Institute of Theology)

개인정보보호담당관

나. 상근직 (3명)
성명

손장환

국제처 국제교육팀

현 근무처
공학원

공과대학 행정팀

진병선

공학대학원 행정팀

공학원

최수정

공과대학 행정팀

공학대학원 행정팀

4. 신규 임용 (운영직 20명)
성명

종합서비스센터 행정팀

오지현

국제처 국제팀
한승훈

근무처

비고 (임용일)

학술정보원 이용자통합서비스팀
국제캠퍼스 총괄본부 종합행정센터
기숙사운영팀

2015.8.17.(월)

국제캠퍼스 총괄본부 종합행정센터

국제캠퍼스 총괄본부 종합행정센터

연구처(산학협력단 산학운영센터 부센터장 겸

시설지원팀장

연구전략센터 인사운영부장 파견)

백성필

학술정보원 학사정보팀

신민영

국제학대학원 행정팀

학부대학 행정1팀

서규원

학술정보원 UML학술정보서비스팀

양병택

총무처(노동조합 파견)

학술정보원 정보통신운영팀(통신운영실)

권아영

학술정보원 정보통신운영팀

양현미

대학원 교학팀

언론홍보대학원 행정팀

김택수

연구처 공동기기원

송동우

이동 근무처

정지윤

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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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처장 겸

시설지원팀
2015.8.19.(수)
2015.9.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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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근무처

김현수

학부대학 행정1팀

남승현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행정팀

박소영

창업지원단

박주호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행정1팀

배자완

시설처 관재팀(음향영상교육지원실)

이경도

시설처 설비안전팀(환경관리실)

이수영

창업지원단

이윤지

언어연구교육원 외국어학당 행정팀

이충은

기획실 평가팀

장승은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지원팀

정옥주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지원팀

정지혜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행정1팀

최문경

비고 (임용일)

1. 승진(11명)
성명
2015.9.1.(화)

국제캠퍼스 총괄본부 종합행정센터

2015.9.9.(수)

기숙사운영팀

5. 직제 개편 발령 (12명)
성명
김미정
김혜리
김대형
도정민
이광범
이동재

현 근무처 및 직책
OSE위원회 OSE추진TF센터
OSE추진TF팀장
OSE위원회 OSE추진TF센터
OSE추진TF팀
OSE위원회 OSE추진TF센터
OSE추진TF팀
OSE위원회 OSE추진TF센터
OSE추진TF팀
OSE위원회 OSE추진TF센터
OSE추진TF팀
OSE위원회 OSE추진TF센터
OSE추진TF팀

이동 근무처 및 직책
교무처 OSE센터 OSE팀장
교무처 OSE센터 OSE팀
교무처 OSE센터 OSE팀
교무처 OSE센터 OSE팀
교무처 OSE센터 OSE팀
교무처 OSE센터 OSE팀

학술정보원 경영관리팀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팀

이화순

학술정보원 경영관리팀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팀

학술정보원 경영관리팀 겸
UML디지털미디어팀

현 근무처 및 직위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팀

채정림

학술정보원 경영관리팀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팀

이지은

학술정보원 UML이용자통합서비스팀

학술정보원 UML학술정보서비스팀

이지혜

학술정보원 UML이용자통합서비스팀

학술정보원 UML학술정보서비스팀

이동근무처 및 승진 직위

방지혜

교목실 사무주임대우

교목실 사무주임

이대근

예비군대대 사무주임대우

예비군대대 사무주임

김민수

기획처 미래전략부 사무직원

기획처 미래전략부 사무주임대우

김은진

교무처 교무부 사무직원

교무처 교무부 사무주임대우

최기정

교무처 교육개발센터 사무직원

교무처 교육개발센터 사무주임대우

조승현

학생복지처 장애학생복지센터 사무직원

학생복지처 장애학생복지센터 사무주임대우

오덕수

원주생활관 행정팀 사무직원

원주생활관 행정팀 사무주임대우

이재록

원주생활관 행정팀 사무직원

학생군사교육단 사무주임대우

이충민

원주박물관 사무직원

원주박물관 사무주임대우

임호재

학술정보원 정보통신팀 사무직원

학술정보원 정보통신팀 사무주임대우

최영욱

인재개발원 인력개발센터 사무직원

인재개발원 인력개발센터 사무주임대우

2. 부서이동(8명)
가. 행정관리직(4명)
성명

성지하

조철민

원주캠퍼스

현 근무처 및 직위

이동근무처 및 직위

문병채

기획처 대외협력부 부장

교무처 교육개발센터 부장

홍혜련

교무처 교육개발센터 부장

원주생활관 행정팀 부장(팀장)

권세헌

연구처 산학기획부 부장

기획처 대외협력부 부장

김명숙

원주생활관 행정팀 부장(팀장)

연구처 산학기획부 부장

나. 행정사무직(2명)
성명

현 근무처 및 직위

이동근무처 및 직위

김지영

연구처 연구전략부 사무직원

기획처 대외협력부 사무직원

이재록

원주생활관 행정팀 사무직원

학생군사교육단 사무주임대우

다. 단기계약직(2명)
성명

현 근무처 및 직위

방이슬

기획처 대외협력부 계약직원

함은정

학생군사교육단 계약직원

이동근무처 및 직위
연구처 연구전략부 계약직원
정경대학 행정팀 계약직원
[정경·창업대학원 행정팀 계약직원 겸]

* OSE : Open (&) Smart Education
※ 발령일자 : 2015.9.1.(화)
※ 2015.8.31.(월)까지 인수인계를 마치고, 2015.9.1.(화)부터 해당 근무처에서 근무함.

3. 직책변경(1명)
성명
김미연

현 근무처 및 직위
과학기술대학 실습지원팀 차장

이동근무처 및 직위
과학기술대학 실습지원팀 차장(팀장)
*발령일: 2015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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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로 재창조에 힘이 되어주셔서
기금 소식

백양로 재창조 사업

단체기부, 가족기부, 부부동문 기부 안내

백양로 재창조 사업 기부자
참여 기간 : 2015.8.6~2015.8.21

1억원 이상
기업

우리카드 대표:유구현

동문

정영심(간호63)
1천만원 이상

학부모

김효봉/김영애(의생활77) (주)삼영공업 회장

단체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연세동문회

동문

박창일(의학66) 건양대학교병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학부모
동문

동문
학부모
동문
학부모
동문
동문/
학부모

윤광복(경영83) (주)코오롱 경영관리실 상무
이두영/이지원(행정12)
이병태(정외50) 육군 예비역 대령
이향숙(보건원0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2실 심사7부 과장

홍윤희(중문92)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조정환(영문80) (주)웨스트웨이 대표이사

단체

화학공학과 58학번 동기회

1백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동문

황승재(치의91) 연세필치과 진료부 원장

교원

문성빈(문정76)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단체

정치외교학과 68학번 동기회

동문

오정열(금속93)

재학생

김민영(피아노14)

김수정/신동민(경영14)

학부모

김숭권/김상우(UIC 융합과학15)

학부모

유창훈/유동현(신소재15)
정진원/정의영(철학10) 동천 대표

동문
학부모
동문

교원

학부모
동문

동문

강승순(전기전자12)
김광성(천문기상78) 허브정보기술(주) 대표이사
김미연(화학00)

재학생

백윤정(간호원12)

학부모

신관용/신혜린(신소재15)

학부모

여순일/강주성(UIC 융합과학15)

김용호(정외84)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희진(보건원04)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동문/
학부모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실장

나성원(의학9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교수

학부모

유선형/유예진(교회음악15) 이레조명 재직

박지용(식품73)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명공학과 교수

재학생

이병석(도시14)

동문

송보미(경영02)

신무범(경영63) 현중상사 대표
신수연(생활원00)

재학생

우태희(행정80)/우진영(UIC 테크노아트13)

고태호(공학원08)
허태영(경제08)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 2구좌 100만 원씩 참여합시다.
연세대학교 발전기금 |
전화_ 02-2123-2249/2248 팩스_ 02-2123-8633 이메일_ greenum@yonsei.ac.kr
주소_ 0
 3722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본관 101호 대외협력처
기부계좌: 우리은행 126-150447-01-115 (학)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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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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소연(불문05)

김수지(기악90)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서정인/서지혜(영문15)

● 기부자께는

단체석, 가족석,

김지수(토목ㆍ환경10)

홍진경/윤조원(UIC 아시아15)

동문

기부 혜택

김은희(경제83) 화원중학교 도서관 사서

정현철(의학7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최봉삼(법학56) (주)동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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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채(화공76)/정지훈(응통10) 거산주식회사 대표이사

교원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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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순(치의86)/ 임예빈(UIC 융합과학15) 브라이튼치과 원장

송강호/송준평(스포츠레저15) 영화배우

재학생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는 개인기부와는 별도로

이임호/이영창(전기전자14)

홈페이지_ http://fund.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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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