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잠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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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mpus 서비스 오픈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캠퍼스를 만나다

[스마트한 전자출결]
강의실에 도착하면 비콘이 설치된 모든 대형 강의실에서 스마트폰 전자출결 앱
Y-Attend를 이용해 출석체크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기존 학생증 카드 리
딩 방식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강의실에서는 교수님이 전자출석부에서 발행한 출석인증번호를 스마트폰에

학술정보원

입력하면 곧바로 출결체크가 이루어진다. 휴·보강 등록 시 실시간 알림이 전달되
고 주차별 수업시간표도 제공된다.

2015년 9월 1일 우리 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는 스마트 캠퍼스로 거듭났다. 교내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중
심으로 통합해 작은 손 안에서 거대한 연세와 소통하게 된 것이다. S-Campus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① Y-Attend 앱 설치

② 블루투스ON

③ 출석확인

보다 똑똑하고 편리한 캠퍼스 생활을 만끽해 보자.

기분 좋은 아침! 등굣길에서 통합 교통 앱

스마트한
셔틀버스
Y-BUS

Y-BUS를 실행하면 신촌캠퍼스 셔틀버스 현
재 위치가 실시간으로 조회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원주캠퍼스 통학버스 모바일 티겟팅, 국
제캠퍼스 셔틀버스 좌석 예약도 가능해졌다.

[스마트한 모바일 학생증]
[캠퍼스 캘린더 Y-DIARY / 연세공감 OCX]

도서관 출입 시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모바일 학생증을 사용해 손쉽게 출입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학생증

오늘 하루 캠퍼스 일정이 궁금하다면? Y-DIARY를 통해 오늘의 학사일정,

보안 강화를 위해 분실 시 스마트폰 스크린 LOCK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수업시간표, YSCEC일정, 취업일정 등 교내 모든 일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연세 학술·문화·행사 통합 프로젝트인 ‘연세공감 OCX’ 서비스릍

① Y-MID 설치

② 모바일신분증발급

③ 환경설정-> 활성화 ④ 도서관 출입 이용

통해 교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분야의 행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① Y-TOP 앱 설치

② Y-DIARY 클릭

③ 학사일정

④ 연세공감

[스마트한 도서관]
스마트한 도서관!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도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스마트폰 mY-Seat 좌석배정 앱을 통해 좌석배
정 키오스크에 줄을 서지 않아도 좌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도서 대출/반납도 스마트폰 모바일 학생증으로, 도서 검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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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도 새롭게 바뀐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더욱더 강화된

면이 제공되며 온라인 강의를 시청한 후 동영상 진도를 확인할 수 있고, 토론, 설문, 실시간 원격강의 등 쌍방향 학습활

통합검색을 통해 국내외 논문, 기사, 저널 등을 한 번의 검색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동이 가능해졌다. 또한 과제 제출 및 조모임 시간 등 중요한 알림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있다.

특히 연세 MOOC 시스템과 손쉽게 연계되며, 국내 대학 최초로 2014년에 세계 최대 글로벌 MOOC 플랫폼인
Coursera와 FutureLearn에 동시 가입해 최고 수준의 명품 강의를 함께 서비스하게 됐다.

① 도서관 클릭

② 통합검색

③ mY-Seat 앱 설치

④ 좌석배정/시설예약

[스마트한 온라인 교육 : 강의영상 녹화]
손쉬운 온라인 강의 동영상 제작을 위해 무인 강의자동녹화시스템이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하나는 이동형 시스템으로 일반 연구실이나 강
의실에서 휴대형 모션추적기를 이용해 직접 녹화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
나는 무인 강의자동녹화시스템이 설치된 강의실을 예약해 강의하는 모
습을 녹화하는 방식이다. 녹화된 동영상은 YSCEC2 강의자료 저장소에
바로 연동된다.

[스마트한 주간식단 및 식당 혼잡도 조회]
점심시간,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
연세 Y-TOP을 이용하면 각종 캠퍼스 편의시설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교내식당에 설치된 지능형 카메

[스마트한 원격 강의]

라를 통해 식당 대기인원 혼잡도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주차별 식단 정보도 바로 확인이 가능해졌다.

외부 출장 시 YSCEC2 시스템 교육활동에 원격강의 기능을 추가하면 세계 어
느 곳에 있든지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Guest

① 주간식단

② 식당혼잡도

③ 오늘의 식단표

Speaker 초대가 가능하며, 강의 중 수강생들에게 발언권을 실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어 쌍방향 학습 활동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스마트한 표절 검사]
턴잇인 및 밈체커의 도입으로 YSCEC2 시스템에 제출된 모든 과제들에
대한 국/영문 표절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표절된 부분 세부 출처
정보도 확인 가능하며, 전체적 유사비율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수강생
들의 동영상 시청 진도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어 수강생 학습 활동 관리

[스마트한 교육 YSCEC2/MOOC]

가 한층 편리해졌다.
YSCEC2가 세계

06

적 오픈소스 무들

S-Campus 서비스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넘어 정보의 융합과 스마트

의 도입으로 더욱

화를 주제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스마트캠퍼스의 중심은 대학 콘텐츠의 다변화와 IT 기술을 통한 교

새로워 졌다. 다양

육시스템의 변혁이다. 앞으로도 S-Campus 서비스는 모바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스마트하게 연결하고, Open

한 모바일기기에

Campus eXperience(OCX)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캠퍼스의 문화·예술·학술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

적합한 반응형 화

써 연세 구성원의 참여와 공감을 통해 학문 융합의 촉진제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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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창학의 연세,
새로운 100년을 모색하다

서 정인권 교무처장이 수강신청 제도 개편과 E-포트폴리

을 추진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아가 “2115년의 연

오 시스템을 비롯한 ‘학사제도 변경’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세대학교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연세 공동체의 핵심 가치

김은경 연구처장이 미래선도연구사업 등 연구력 진흥을

(core value)를 공유할 것”을 당부하며 구상 시인의 시 ‘오

위한 각종 제도 개선 현황을 공유했다.

늘’을 낭송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 임홍철 백양로건설사업단장이 백양로 지하공간 건설

이어서 정 총장은 2015학년도 2학기 신임교원 25명에게

직원들이 참석해 캠퍼스간 융합과 제3창학에 대한 실천을

상황 등 ‘백양로 사업 현황’을 설명했으며, 김상준 대외협력

임명장을 수여했다. 2015 연세비전 컨퍼런스는 만찬과 함

확인하며 연세의 미래를 함께 모색했다.

처장이 다가올 백양로 그랜드 오프닝을 비롯해 ‘연세 창립

께 음악대학이 준비한 음악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2015 연세비전 교직원 컨퍼런스

130주년 각종 기념사업’을 보고했다.
컨벤션 센터에서의 본격적인 컨퍼런스에 앞서 오전 10시
부터 한 시간 가량 임홍철 백양로건설사업단장의 진행으

마지막으로 정갑영 총장이 그동안의 주요 업무 성과를 정

로 백양로 건설현장을 견학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많은

리하고 앞으로 연세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

교직원들이 이제 완공을 한 달여 앞둔 백양로 재창조 사업

졌다. 정 총장은 2012년 취임한 이래 ‘제3창학’을 이루기

의 진행 상황을 한 눈에 확인하는 자리였다.

위해 공약으로 제시한 다섯 가지 사안들 - 1) 글로벌 명문
교육 확립 2) 연구 역량 강화 3) 시설, 제도, 재정 시스템 선

프로젝트별 현황 공유하는 자리 마련

진화 4) 송도캠퍼스 안정화 5) 캠퍼스간 자율과 융합 –의

2015년도 ‘연세비전 컨퍼런스’가 지난 8월 31일 서울 홍은

오전 11시 40분 컨벤션홀에서 조재국 교목실장의 개회예

성과를 설명했다.

동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배를 시작으로 오찬이 이어졌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3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세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가량 다양한 교내 현안을 공유하는 발표 시간이 마련됐

특히 정 총장은 “옥스포드 대학교 총장이 인정하는 등 RC

소통하고 교류하며 다양한 교내외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

다. 먼저 이준기 학술정보원장이 스마트 인프라 사업과 홈

프로그램은 아시아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다. 교무처 주관으로 열린 본 행사에는 600여 명의 연세 교

페이지 개편 등 ‘S-Campus’ 구축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가고 있다”면서 “송도 캠퍼스를 ‘부채’에서 ‘자산’으로 봐주

오늘
- 구상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오늘이야말로 내일을 생각할 때”

바로 시방 나는 그 영원을 살고있다

나아가 정 총장은 “연세 130주년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앞
으로의 100년을 생각할 때”라면서 “새로운 100년을 위해
기독교적 소명을 다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은 물론 인류의 번영을 위한 연구의 수월성
을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나는 죽고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정 총장은 “임기 동안 스스로 말한 것은 꼭 지키고 싶었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며 회고하기도 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갈등과 어려움도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많았지만 여러분들의 협력으로 일들을 진전시킬 수 있었
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을 극복하며 주어진 일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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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8월 학위수여식

우리대학, 지난해 대학교 기부금 1위

학사 1,301명, 석사 1,384명, 박사 304명, 연구과정 8명
“역경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연세의 별이 되길”

전년 대비 81억 원 증가
509억 모금 … 4개 캠퍼스 통합 입금 기준(법인, 산학협력단 포함)
828억 모금 … 4개 캠퍼스 통합 약정 기준(법인, 산학협력단 제외)

2015학년도 8월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28일 오전 11시

우리 대학교가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한 대

준)을 넘어선 바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졸업생과 축하객 등 3,500여 명이

학으로 조사됐다. 2,3위는 성균관대와 고려대가 각각 차

있다.

참석한 가운데 학사 1,301명, 석사 1,384명, 박사 304명,

지했다.

순위

학교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가톨릭대
동국대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
울산대
가천대
대진대
중앙대

기부금
(억원)
509
383
368
319
236
161
160
157
126
116
113
110

대학알리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지난

어 기부금 규모는

정갑영 총장은 수여식에서 “모교 연세가 세계 명문대학

해 509억 2,477만원을 모금해 4년제 대학 중 가장 많은

성균관대(383억

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 명문대학의 동문으

기부금을 모았다. 이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

9,299만원) 고려

로 여러분의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여

월 28일까지 본교, 의료원, 원주캠퍼스, 원주의료원, 법

대(368억6,942

러분의 사랑을 적극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 산학협력단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입금액 기준)으로

만원) 가톨릭대

“연세와 함께 졸업생 여러분도 어떠한 역경도 슬기롭게

전년 427억 9,729만원에 비해 20%가량(81억원) 늘어

(319억1,425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연세의 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난 수치다.

원) 동국대(236억

13

이화여대

110

4,037만원) 등의

14
15

영남대
선문대

108
101

우리 대학에 이

연구과정 8명이 가슴에 졸업장을 안았다.

이어서 “연세는 130년의 전통을 이어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시아 최고의 세계적 명문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10

지난해 대학 기부금 순위

덧붙였다.
이 같은 기부금 규모의 증가는 ‘백양로 재창조 사업 모

순으로 나타났다.

*2014회계연도(2014년 2월~2015년 2월)기준.

금’의 성공적 시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조사에서

취업률은 건강보험공단DB기준. 자료: 대학알리미

2012년 4월부터 시작된 백양로 재창조 사업 기부에는 2

1,2위를 차지했던

만 명 이상이 참여해 “연세 모금 사상 최대인원 참여”라

성균관대와 고려대는 전년 대비 각각 53억원과 62억원

는 새로운 기부역사를 쓰며 기부금 5백억 원(약정액 기

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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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정신의 근간
‘신과대 100주년’ 기념식

회장은 김상근 학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신과대와 연합신학대학

“세상으로 뻗어 나가겠다던 연세의 심장은 기독교 정신”

원 동문들 사이에 교제와 교류가 활발히 일어
나 모교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동문들이 됐
으면 한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이번 행사에
서는 연세신학 100주년을 기념해 출판한 <연
세신학 100주년 기념 성경주석>과 <신과대학
100년사>를 봉헌하기도 했다.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신과대학은 1915
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기독교대학’을 설립

‘연세신학 100주년 기념식’이 지난 8월 31일 동문회관

다”면서 “연세대학교 창립 130주년, 신과대학 100주년

에서 개최됐다. 정갑영 총장, 김상근 학장 등 학교 관계

이 되는 올해 송도 국제캠퍼스에 GIT가 출범하게 된 것

자 외에도 원진희 신과대학 동문회장을 비롯해 다양한

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축사 후 원진희 동문

하면서 시작됐다. 1964년 연학신학대학원을 설립하고,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는 제3세계 국가 학생들

1965년에는 연합신학대학원 내에 ‘목회자 지도자 과정’

에게 전액 장학금과 숙식을 지원해 차세대 크리스천 리

을 개설하는 등 선도적인 신과 교육 제도 확립에 앞장섰

더들을 양성하는 한국 최초의 외국인을 위한 신학대학원

다. 또한 특정 교파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파

‘GIT(Global Institute of Theology)’를 발족했다. 송도

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교회일치(Ecumenical) 신

GIT는 세계를 향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 역사를 만

학’을 정립해 기독교계에서 통합정신을 이끌어 왔다.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학번의 신과대학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상근 신과대학장은 “연세가 기독교대학이 된 것이 아
니라 기독교대학이 연세가 된 것”이라며 “세상을 뻗어
나가겠다던 연세의 심장은 기독교 정신이었다”고 말했
다. 우리 대학이 신과를 기반으로 신앙과 학문을 아우르
는 전통 속에서 탄생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정갑영 총장은 축사에서 “신과대학은 설립 때부터 우리
대학의 창립 정신인 기독교 정신의 보루였고 거점이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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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사랑

백양로 공사현장에
해외 방문객 행렬 이어져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백양로 재창조에 1억 원 기부

스웨덴 대학원생 41명 방문
백정호(사회학과 77학번, 최고경영자과정 03학번)
동성그룹 회장이 지난 8월 27일 백양로 재창조 사업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공사현장에 교직원, 동문, 기부

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자의 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방
문객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다. 지난 9월 7일에는 미국 건

종합 화학소재를 기반으로 한 동성그룹은 1959년 부

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 회

산에 세워진 응용 화학소재 전문 기업이다. 동성그룹

장 부부가 방문해 현장을 견학하고 백양로 사업에 대한

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8만 6천여 명 회원을 대표하는 미

오며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

국건축사협회 Elizabeth Richter 회장은 친환경적인 설
계와 넓은 규모에 놀라움을 표하고 “앞으로 백양로는 연

백양로 동문광장 앞에서 (왼쪽부터, 임홍철 건설사업단장, Richter 회장,
Mr. Richter, 강승우 설계 자문위원

세 구성원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프로젝
트에 축하를 보냈다.

다. 사내외 환경정화활동, 장애인시설 방문,
사랑의 연탄, 전기매트 나눔 등 꾸준한 봉사

를 책자로 발간해 스웨덴 내 주요 건설회사에 이를 배부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얼마 전 남북대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한 장병

지난 9월 10일에는 스웨덴 룰레오 공대(Lulea Univer-

들에 대해 특별채용을 실시하기도 했다.

sity of Technology) 토목공학과 대학원생 41명이 백양

한편, 지난 9월 3일에는 미국의 대학캠퍼스 조경계획 전

로 현장을 찾았다. 졸업 전, 해외 유명 공사현장을 탐방하

문회사인 사사키(Sasaki)가 방문해 백양로 프로젝트를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서 정갑영

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축, 토목, 암반 공학 분야 전공

미국의 경우와 비교했다.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약 10

총장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귀

자들이 한국에 방문해 백양로 지하현장, 잠실 롯데, 평창

년 마다 조경계획을 자체 검토해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한

중한 도움을 주셨다”면서 “감

동계올림픽 현장을 방문한다. 현장견학 설명회 시간에는

다”며 우리 대학교의 획기적인 조경에 찬사를 보냈다.

사한 마음으로 잘 사용하겠

공사 방법, 공조 시스템, 암반 상태 등에 관한 많은 질문

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쏟아졌다. 특히 방문 학생들은 이처럼 대규모의 공사

오는 10월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

더불어 정 총장은 백정호 동

비를 모금만으로 조달한 데 큰 놀라움을 표했다. Knuts-

sity of Singapore, NUS)가 백양로 현장 방문을 추진하

문과 백양로 재창조 사업의

son 지도교수는 “귀국 후 한국 현장 방문에 대한 보고서

고 있다.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우리 대학교와 동성
그룹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
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장 견학 중 아트홀을 방문한 스웨덴 학생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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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웅 동문, ‘문수웅 장학금’ 전달식 가져

글로벌융합기술원 유주완 학생

장학금 1억 원 … 학부생 지원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 천만 원 기부

문수웅(영문 61학번) 동문이 우리 대학에 장학금 1억 원

글로벌융합기술원의 유주완(24) 학생이 백양로 재창

년 1학기에 신설된 우리 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합부 IT

을 기부했다. 앞으로 ‘문수웅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조 사업에 천만 원을 기부했다. 재학생 신분으로 자신

명품인재 전형에 합격한 그는 학부 졸업 후 본교 일반

운영되는 신설 장학금은 본교 학부 재학생 중 가정 형편

의 수익을 기부금으로 전달한 사례는 백양로 사업 모금

대학원 글로벌융합공학과에 재학 중이다.

이 어려운 학생을 학기별로 선발해 학기별로 250만 원

사상 최초다. 유주완 학생은 고등학생 시절 발명한 스

씩, 원금과 이자가 소진될 때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버스’ 앱을 양도하면서 생긴

정갑영 총장은 “그동안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 2만 명이

수익의 일부를 학교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넘는 사람들이 기부했지만 학생이 자기 힘으로 돈을 모

문수웅 장학금의 첫 번째 수혜자는 영문학과에 재학 중

아 기부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학생들의 역할을 제고

인 구연우(15학번) 학생. 지난 9월 2일 본관 소회의실

지난 9월 2일 신촌캠퍼스 본관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

에서 문수웅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식에서 유주완 학생은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뜻 깊은
일에 쓰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1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했다.
유주완 학생이 발명한 ‘서울버스’ 앱은 실시간 버스 위

문 동문은 “오늘 이 자리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뜻 깊고

치 정보 알림 서비스로 한 달에 4만 명 이상이 다운

기분 좋은 날”이라며 “그동안 살아오면서 후배들에게

로드 받는 등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었는데 소망이 현실이 되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며 기쁨을 표했다.

양도한 그는 “학교를 다니며 새로운 어플리
케이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중”이라고 밝

장학금을 전달 받은 구연우 학생은 “선배님의

혔다.

도움에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나중에 사
회에 기여하며 영문과 후배들에게 같
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문 동문에
게 손글씨로 마음을 담은 감사 편지
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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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기초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기술대학

과학기술대학

이종우 학장

과학기술대학은 2007년
문리대학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대학은 원주캠퍼스 내 창조관과 미래관에 자
리 잡고 있으며, 현대적인 과학교육과 연구 설비를 갖
추고 전국 규모 및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교육 사업들과
연구과제들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대

오늘날 과학기술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학기술대학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학은 자연과학부, 생명과학기술학부, 응용과학부 및 컴

전기와 X-ray 같은 기초과학의 부산물로부터 파생된

과학기술대학은 자연과학, 응용과학, 생명과학 및 컴퓨

퓨터정보통신공학부 등 네 개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기술들이 오늘날 인류의 삶에 대변화를 일으켰다.

터기술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선구자적 역할을 담

자연과학부에는 수학전공, 물리학전공, 화학 및 의화학

기초과학의 부산물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과학기술을

당하기 위하여 설립됐다. 1981년 원주분교 원주대학에

전공, 정보통계학전공이, 생명과학기술학부에는 생명

보유하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과학기술들로 개발한 선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및 생물학과의 신설과 함께

과학전공과 응용생명과학전공이, 응용과학부는 패키징

진국들은 오늘날 부와 힘을 상징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

시작된 과학기술교육은 1984년 통계학과(현 정보통계

학전공이,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에는 컴퓨터공학전공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과학기술과 국가발전의 관계를 알

학과), 전산학과(현 컴퓨터정보통신학부), 낙농학과(현

과 정보통신공학전공이 속해 있다.

수 있으며, 국가발전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과

응용생명과학전공)가 신설되면서 교육 분야가 크게 확

의 관계도 짐작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너무나

대됐다. 2001년에 국내 4년제 대학 최초로 패키징학과

본 대학은 국내 최고의 교수진 60여 명을 확보하고 있

잘 알고 있는 선진국들은 앞으로의 잠재력이 무궁무진

를 신설했으며 그 후 2007년 3월 문리대학이 인문예술

으며, 학부 교육뿐 아니라 각 전공별로 석사 및 박사과

한 첨단산업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과학기술

대학과 과학기술대학으로 분리되면서 독립적인 단과대

정의 대학원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 유사

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연구한다. 이들은 과학기술로부

학으로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다.

분야 교수들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초과학연구

터 돌아오는 혜택들이 투자금과 노력에 비교가 안될 만

소와 생리활성소재연구소를 설립해 국내 연구과제들을

큼 막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수주해 수행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바탕이 된 과학기
술에서 핵심기술은 자체 개발이 아닌 선진국으로부터
의 기술도입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아
직도 막대한 양의 기술개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
다. 기술개발을 한 선진국들은 초기의 투자비용을 지불
한 뒤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양의 돈을 버는 것이다. 우
리나라의 과학기술인력과 과학기술분야 발표 논문 수
등은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지만 선진국에 비해 효율성
은 많이 떨어진다.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과학기술
성과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과학기술 인력은 양적으
로 풍부하지만 첨단기술 인력이 부족하며 산업현장과
연구현장에서의 탄력적인 대응이 미흡하다.
앞으로 국가산업의 근간이 될 미래 산업에 대한 과학기
술을 등한시하는 것은 결국 기술개발의 부재로 이어져
또 다시 외국에 막대한 돈을 들여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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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 사이에 끼어 있

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해석해 빠르게 변

장 도전할 만한 학문이며,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더불

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고

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과

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최선의 비전을 제

각 학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더 많은 학생들이 지

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학적 사고와 창의력을 함양시키고 정보를 분석·활용

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원하는 계속 지원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확대하고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하는 능력을 가르치고 있다.

과학기술대학은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기술

해 전반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학전공은

과학기술대학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학장님께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설명해주십시오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는 기초과학의 발전에 달려 있다. 과

정보통신망 기술 분야와 정보통신기술 응용분야로 나

2014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1년 동안 과학기

학기술의 발전은 수학, 물리, 화학 등과 같은 기초과학의 창

누고, 컴퓨터공학전공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효율적인

술대학은 학교의 경제적 도움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취

의적인 연구 없이는 불가능하다. 과학기술대학의 비전은

교육과정 개설과 교육실습을 강화했다. 본 학부는 임

업률 향상을 위한 대학자율사업을 실시했다.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고도의 과학기술 교육을 제공해 변화

전공에 지원을 대폭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서

컴퓨터공학전공과 정보통신공학전공으로 구성된 컴퓨

과학기술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기피 현상을 없애야 할

터정보통신공학부에서 컴퓨터공학 전공은 컴퓨터시스

것이다.

템 설계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에 관

과학기술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은 무엇입니까?
2007년 새로이 출범한 과학기술대학은 기초과학과

베디드시스템 분야의 교육 및 연구 특성화를 통한 IT

전공지식뿐 아니라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겸비하

전문인력 양성 및 선도적인 연구 노력을 충실히 수행

학부연구과목 활성화 사업, 동문멘토 활성화 사업, 맞

성을 갖춘 융합형 글로벌 인재,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전인

고 책임감과 국제화 능력을 갖춘 과학인재를 양성해,

하고 있다.

춤형 학과 내 연구 소모임 지원 사업, 국책과제 신청 준

적 인격을 갖춘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문적 수월성과 창의

비활동 사업, 패키징 산업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을 목표로 삼

패키징학과로 구성된 응용과학부에서 패키징학과는 국

업, 그리고 IT 실무역량강화 집중교육 사업 등이 포함

무한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과학기술 보유 여부는 국가의

고 있다.

내 최초 4년제 대학에 설립된 포장전문 학과로서 소비

된다. 2015년 1학기 말 원주 LINC사업단 후원으로 과

경쟁력 더 나아가서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며, 이러한 독자

자 요구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설계 개발을 위한 포장공

학기술대학 전체교수회의 ‘과학기술대학 산학협력 비

적인 과학기술은 기초과학분야의 창의적인 연구와 교육

수학전공, 물리학전공, 화학및의화학전공, 정보통계학

학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교육시켜, 산업계 및

전 컨퍼런스’에서 취업률 향상을 위한 대학 자율사업 평

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 대학은 학

전공으로 구성된 자연과학부는 각 분야의 권위 있는 교

학계의 지도자급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가를 실시했다. 이 평가에서 취업률 향상에 우수성을

과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형성해 각 분야의 기초학문

수진이 기초과학의 기본 원리에 대한 연구와 충실한 교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인정받은 동문멘토 활성화 사업, 맞춤형 학과 내 연구

을 유기적으로 교류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

소모임 지원 사업, IT 실무역량강화 집중교육 사업을

고, 과감하게 기초 원천 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

육으로 미래 첨단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우수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학전공에서는 다양

생명과학전공과 응용생명과학전공으로 구성된 생명과

계속 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 IT 실무역량강화 집중교

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을 학년별 적합한 교육내

한 관련지식을 겸비하고 고도의 분석 능력과 논리적 문

학기술학부에서 생명과학전공은 생명현상의 기초적인

육 사업은 2015년 여름 방학기간 한 달 동안 IT 전공자

용으로 설정하고, 과도하게 중복된 학습량을 조절하기 위

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물리학전공

원리에 대해 분자·세포학적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를 위한 2개 그룹, IT 비전공자를 위한 1개 그룹으로 나

해 유사 단원을 통합하며, 실생활과 연관된 과학기술을 소

에서는 나노기술의 핵심학과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생명체의 환경에 대한 반응과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

눠 C-언어 집중교육을 실시해 C-프로그램을 개발할

개하고 탐구활동을 실시하는 등 흥미를 진작시키는 방식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양성을 목표

해 형태, 분류, 진화, 생태 등에 대한 심층교육을 수행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교육은 학생들로부터 높

을 도입해야 한다.

로 이론과 실험을 겸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한다.

은 호응과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학생들에게 IT 프

다. 화학및의화학전공에서는 화학의 기초적인 연구 및

20

과학기술대학의 비전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로그램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계속 지

유기적인 교류와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부(과) 사이에 여러

원 사업으로 선정됐다.

가지 연계전공을 설치해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수

교육을 바탕으로 한 결과를 의학, 약학, 환경 등의 의료

응용생명과학전공은 신소재 생물자원 및 생물공학 등

생명공학분야에 접목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

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식품공학, 신약개발 등 BT의 응

이론과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길러내는 데

용성과 실용성에 초점을 둔 교육과 연구를 수행한다.

나아가 동문멘토 활성화 사업, 맞춤형 학과 내 연구 소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역점을 두고 있다. 정보통계학전공에서는 사회 각 분야

생명과학기술학부는 21세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

모임 지원 사업은 현재 각 학과에서 계속적으로 시행하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요자 중심의 교육을 시행해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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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의학의
역사를 새로
쓰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국제스포츠와 인연을 맺게 된 것

국 장애인 체육 등급 분류 제도에 대한 기반을 다졌

은 지난 ‘86아시아게임’이 열릴 시점이었다. 당시 세

고, 그 활동을 인정받아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서 등

브란스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던 이 교수는

급분류 상임위로 활동하는 등 국제 체육 기구에서 활

게임 기간 동안 의료지원 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약해 왔다.

스포츠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당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스포츠와 관련된 전

평창동계올림픽,
스포츠 의학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공의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의료지원차 파견을

의료와 패럴림픽 분야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며 평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갔어요. 그때 ‘이런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의료의 역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한 이 교수는 “이번 올림픽이

이영희 부원장

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죠.”

단순히 시설뿐만 아니라 ‘건강’과 같은 보이지 않은
분야에도 유산(legacy)을 남기는 행사가 되어야 한

장애인 스포츠와의 특별한 인연

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장애인 스포츠에 일가견이 있다. 재
활의학이라는 전공의 특성상 뇌·척수 손상 환자들

“유산이라는 게 꼭 거창한 것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

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스포츠를 하도록 권유하는 과

다. 영국은 런던올림픽을 통해 런던의 소외지역을 세

정에서 자연스럽게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

계적 명소로 만들었고,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

북경의 보건 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우리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을 더 많은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스포츠
에 참여해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는 기회로 삼았
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과 같이 화려한 스포츠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컬링연맹 등급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

대학 박주영 교수(미생물학교실)와 함께 자신의 환자

필수조건이 있다. 바로 스포츠 대회의 국제적 수준에

안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등급심사위원과 평창

들을 중심으로 ‘휠체어 농구팀’과 ‘휠체어 컬링팀’을

걸맞은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창단했다. 원주연세의료원 직원 500여 명의 후원으

이 교수는 “올림픽 개최는 국제 사회에서 스포츠의 수

IOC는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때 올림픽에 대

등 스포츠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로 활동하던 ‘연세드림 휠체어 컬링팀’은 2003년부

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터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지난 밴쿠버 패럴림픽에서

스포츠 의학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경험이 충부하고 올림픽 개최지역의 의료시스템
을 잘 이해하는 전문의료인을 대상으로 최고 의료책

스포츠맨, ‘스포츠 의학’에 발을 딛다

우리나라 동계 단체 종목 사상 첫 은메달을 획득하기

임자(이하 CMO, Chief Medical Officer)를 선정한

이 교수의 세계적 활약은 그의 스포츠를 향한 관심

도 했다.

다. CMO는 올림픽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질병 및 사고

에서부터 시작됐다. 일명 ‘스포츠맨’으로 불리는 그

와 선수들의 도핑관리까지 올림픽에서 필요한 모든

는 지금도 매주 학생들과 농구 시합을 하는 것은 물

이밖에도 1998년 나가노 동계장애인 올림픽과 2002년

의료서비스의 책임지게 된다.

론 스키와 윈드 서핑을 즐긴다고 한다. 의대 졸업 무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장애인 올림픽에서 한국팀 주치의

렵 전공을 고를 때에도 운동과 관련이 있는 ‘재활의

를 맡으면서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어

2018년 세계를 열광시킬 평창동계올림픽 CMO에

학과’를 선택하게 됐다고. 당시 희소했던 재활의학과

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

우리 대학교 이영희 재활의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스

전문의 1세대인 그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군의관 1호

포츠를 향한 남다른 애정으로 유명한 이 교수는 그밖

이기도 하다.

에도 현재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세계

22

1994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부임한 그는 우리

그 후 이 교수는 2005년 출범한 ‘대한 장애인 체육
회’의 첫 ‘의무 및 등급분류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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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스포츠 의료 서비스 선진화를 		
이끌어 나가는 원주의과대학과 		
원주세브란스병원
이 교수를 주축으로 원주의과대학은 평창올림픽에 기
여하는 것은 물론 국제 스포츠 의료 서비스 개선에 앞
장서고 있다. IOC는 스포츠 손상과 질병 예방 및 치
료를 위해 전 세계 우수연구소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
원주의과대학과 체육교육과의 컨소시엄인 ‘Yonsei
Institute of Sports Science and Exercise Medicine(YISSEM)’은 ‘IOC 스포츠 안전과 손상 연구 센터’

운영하고 있으며 곧 새로운 외래센터도 준공되어 공식

에 아시아 최초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교수가

올림픽 병원으로 지정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된다.

총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대학교 산하 운동의학센터

뿐만 아니라 올림픽 의료서비스의 핵심 지원 조직인

와 융합체육과학연구소(소장 이세용)가 올해부터 오는

‘의무전문위원회’에서 이강현 교수(응급의학), 김두섭

2018년까지 4년 간 IOC의 지원을 받아 각종 스포츠손

교수(정형외과학), 권우철 교수(영상의학)가 활동하고

상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있으며, 우리 대학의 이한성 동문이 조직위원회 상근

오문현 교수,
구조적·형태적
특성이 제어된
다공성 혼성 배위
고분자 입자 합성
‘앙게반테 케미 인터내셔널 에디션지’
VIP(Very Important Paper) 선정

오문현 화학과 교수 연구팀의 연구 성과가 화학분야
의 권위지 ‘앙게반테 케미 인터내셔널 에디션(Angew.
Chem. Int. Ed.)지’ 9월호의 VIP(Very Important
Paper)로 선정됐다.
마이크로 또는 나노 크기의 입자들의 구성성분은 입자의
형태나 구조와 더불어 응용 연구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특성을 가
진 입자의 합성을 위해서는 입자의 구성성분에 따라 달
라지는 모양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까지 배위고분자 물질의 구성성분 변화에 따른 구조적·
형태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직인 의무부장직을 맡아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지구촌

오문현 교수 연구팀은 배위고분자 입자를 이루는 구성성

또한 원주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올림픽 응급의료서비

최고의 스포츠 행사가 건강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분 중 다른 두 종류의 유기리간드의 비율 조절을 통해 배

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권역중증외상센터를 완공해

활약하고 있다.

위고분자 입자의 구조적·형태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
행했다. 그 결과 두 종류의 유기리간드의 기여 비율에 따
라 합성되는 배위고분자 입자의 외부 모양과 내부 구조
뿐만 아니라 다공성 특성 또한 조절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향후 배위고분자 입자의 특성을 세
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더 많은 응용분야에 배위고분자
입자를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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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김동구·
김철훈 교수팀
스트레스 회복력
증강 물질과
조절기전 발견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지’에 게재

“사람은 스스로 스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또한 연구진은 이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면 ‘델타포스비’

트레스에서 회복할

극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비롯한 스트레스성

라는 회복력 물질이 뇌의 특정한 영역에서 많이 나타

수 있는 물질을 가

질환을 앓게 된다. 의학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그동안

나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해 스트레스를 회복 및 조절

지고 있고, 이 물질을 활성화시키면 스트레스를 극복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회복력의 차이로 설명해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할 수 있다”는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연구진의 논문이

왔다.

‘네이처 뉴로사이언스(Nature Neuroscience)’ 7월

본 연구는 스트레스 회복 인자가 개인 스스로의 뇌 안
연구팀은 단백질의 일종인 대사성 ‘글루타메이트수용

에 있음을 밝힘으로써 스트레스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

체5(mGluR)’라는 뇌 수용체에 주목했다. 유전적인 조

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나아가 스트레스에

본 연구는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동구·김철훈 교수

작으로 이 수용체를 없앤 생쥐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취약한 경우 약물의 도움을 받아 스트레스 회복력을 증

공동 연구팀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

반응을 보이고 반대로 수용체를 약물로 활성화시키면

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진하는 기초연구사업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회복력이 상승돼 스트레스를 잘 극복한다는 사실을 실

호에 게재됐다.

험을 통해 확인했다.

학계에서는 이 연구로 암을 비롯한 생활습관병은 물론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각종 정신
질환을 일으키고 악화시키는 스트레스에 대해 과학적
인 대처법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이들 질환의 예방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
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26

27

YONSEI NEWSLETTER

Vol.586

연구 프론티어

오영준 교수팀,
CDK5의 활성
조절을 통한
새로운 신경세포
보호 개념 제시

시스템생물학과

기존의 연구에서 ser/threonine계열 인산화효소인 CDK5

외에 다른 세포사멸유도인자에 의해 제조된 중추신경계질

오영준 교수 연구

와 E3 ligase인 CHIP이 중추신경계질환과 관련되어 있

환 모델에서도 범용적으로 작동함을 규명했다.

팀이 CHIP단백

을 가능성이 제시되어 왔으나, 이들 단백질이 신경세포 사

질이 인산화효소인 CDK5단백질의 새로운 세포내기질

멸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와 이들 단백질 상호간의 조절가

오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퇴행성신경계질환은 주요 사

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신경세포사멸 모델을 사

능성에 대한 증거는 제시되지 못했다. 이에 연구팀은 발생

망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고령화시대에 이 같은 현상은

용해 CDK에 의해 인산화된 CHIP이 세포사멸촉진인자

기산소로 유도된 대뇌피질신경세포의 사멸모델을 활용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본 연구에서 밝혀진 신경세

인 tAIF를 분해하는 기능을 잃게 되는 ‘CDK5-CHIP-

과활성화된 CDK5가 CHIP에 직접적으로 결합해 CHIP

포사멸조절연결고리의 상위단계인 CDK5의 조절은 퇴

tAIF loop’의 존재를 규명했다.

Ser20의 인산화를 유도함을 밝혔다. 또한, 연구팀은 이와

행성신경계질환의 치료전략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할 가

같이 인산화된 CHIP은 세포사멸인자인 tAIF와 결합하지

능성을 제시했다”고 연구결과의 의의를 밝혔다.

퇴행성신경계질환은 뇌나 척수에 존재하는 특정신경세포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CHIP에 의한 tAIF의 분해가

의 사멸을 동반한다. 치매, 파킨슨병,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저해되며 이로 인해 축적되는 tAIF는 핵으로 이동해 신경

본 연구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을 비롯해 뇌졸중, 척수손상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특정신

세포사멸을 주도하게 된다는 증거를 제시했다(모식도 참

이루어졌으며, 세포사멸분야의 권위지인 ‘Cell Death

경세포의 사멸에 관련한 인자의 발굴과 관련된 신호전달체

조). 이와 같은 CDK5-CHIP-tAIF loop는 발생기산소 이

and Differentiation’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계의 규명은 신경보호작용(neuroprotection)의 개념을 정
립하고 질병치료제의 개발로 이어가는 데 필수적이다.
Neurotoxic stimuli
(e.g., Hydrogen peroxide)

Cytosol
Protease
activation
(e.g., Calpain)

p25
Cdk5

p35
Truncation of p35 to p25

Phosphorylation
of CHIP at Ser20

Ser20
P
CHIP

tAlF
Truncation of AlF to tAlF

tAlF

CHIP

Interaction with tAlF

AlF

Cdk5

tAlF degradation

tAlF
Interaction with CHIP

CHIP

tAlF

CHIP-mediated
tAlF ubiquitination

CHIP

Translocation of tAlF

tAlF

Nucleus

P

phosphate
ubiquitin

Neuronal cell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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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정 교수 연구진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연구실 사업’
선정

생명공학과 권호정 교수가 제안한 연구가 미래창조

권호정 교수 연구진은 본 GRL 연구사업을 통해 ‘비수

기전 규명 3) 약물 이미징 분석 기술기반의 종양조직에

과학부가 주관하는 ‘2015년도 글로벌연구실(Global

식 화합물의 표적 결정시스템과 이미징 질량분석기술

서 천연물 유래 화합물과 표적단백질과의 결합 검증 및

Research Lab, 이하 GRL)’ 사업의 신규과제로 지난

을 활용한 한의약 유래 화합물의 혈관신생 저해 효능

생체 흡수·대사 효율성 확인 등의 연구가 진행된다.

8월 26일 선정됐다.

및 기전 규명’을 주제로 스웨덴 룬드대학의 약물 이미

GRL 사업은 핵심 기초·원천 기술분야의 심화된 국제

징 분석의 세계적 전문가인 Gyorgy Marco-Varga

이를 통해 한의약 등 천연물 유래 약물의 과학적 효능

교수 연구진과 상호 연구를 전개할 예정이다.

검증 및 기전 규명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확보할 수 있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 연

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발굴된 한의약 화합물, 표적

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2006년부터

향후 6년간 약 26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1) 천연

단백질, 기반기술은 고부가 신약후보물질 개발에 활용

시행되고 있다. 올해 본 사업은 총 77개 과제 중 7개 과

물 유래 화합물의 세포 및 동물 모델에서 혈관신생 저

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스웨덴 양국 간 상호 보완적

제가 최종 선정되는 높은 경쟁률(9.09%)을 보였다.

해활성 검증 2) 비수식 화합물 기반 표적 결정시스템을

글로벌 협력 연구를 통해 첨단 신약개발 기반기술의 국

이용한 천연물 유래 화합물의 표적단백질 동정 및 작용

제 경쟁력 향상 및 고급 연구인력 양성이 예상된다.

글로벌 연구실 주요 연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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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교수,
재무금융분야
최고 권위지 논문
게재
재벌 내부 자본시장 작동 행태 규명
한국의 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시사점 제시

정경대학 경영학부 김창수 교수가 한국의 외환위기 기

근 롯데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 싼 형제간 갈등, 복잡한
소유지배구조 등 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우
2

치를 올리는 형태로 운영되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주제다.

업집단의 내부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독립기업

미래교육원,
2015 책임운영기관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1

에 비해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	대학출판문화원 … 		

김 교수의 연구 결과 1997년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기

났다. 외환위기에 직면해 모든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든

2년 연속 우수 책임운영기관

받았다.
대학출판문화원은 작년도 평가에 이
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책임운영기관에 선

일반인들이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
는 취지로 기획됐다.

정됐다. ‘2030년 세계 10대 대학 출판사’라

이번 콘서트는 이과대학 교원들의 재능

는 비전에 맞춰 개선요청 사항들을 잘 이

기부와 더불어 서대문구청과의 긴밀한 협

행하고 연속으로 흑자운영을 이뤄낸 것이

조 아래 이뤄졌다. 참가 신청 공고가 올라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간 지 반나절 만에 수용 가능 인원을 훌쩍

상황에서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감

미래교육원이 교내 최우수 책임운영기

소가 적었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

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실 책임운영기관

우리 대학교의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지

넘어선 900여 명으로부터 참가 신청이 쇄

자의 감소폭이 더 낮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감

관리위원회(위원장 박진배 행정대외부총

난 2013년 최초로 도입됐다. 책임운영기

도해 참가 신청을 조기 마감하는 등 지역

소가 향후 기업의 수익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는 지난 8월 26일 관리위원회를 개최하

관이란 재정 수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

사회로부터 폭발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기

고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 김영세 기획실

관으로 해당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함에

도 했다.

간을 대상으로 기업집단(재벌)의 내부자본시장 작동
행태를 연구한 논문이 재무금융분야 최고 권위지인

그러나 위기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재벌총

장)의 책임운영기관 모니터링 평가 결과

있어 재정 및 일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이번 과학콘서트에서는 물리학과 권영

「Journal of Finance」 12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수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원배분을 하는지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한편

부여받은 기관인 동시에 학교 재정에 기

준 교수와 대기과학과 노의근 교수가 각

는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김 교수

대학출판문화원은 우수 책임운영기관으

여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현재 언어

각 ‘암흑물질’과 ‘기후’를 주제로 강연을 진

로 선정됐다.

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외국어학당, 미

행했다. 이후 이어진 청중과의 일문일답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집단이 기업 가치에

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재벌기업집단의 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가설이 존

부 자본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해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래교육원, 공학원, 대학출판문화원, 상남

시간에는 참석한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날

재한다. 먼저 기업집단이 소속 기업들의 생

도 이것이 재벌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

평가는 기존의 실적 평가와 달리 책임운

경영원 등 총 6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

카로운 질문들이 지속돼 예정된 시간을

산성에 따라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의 투자

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재벌기업들

영기관의 자율적인 책무성을 보장하는 방

로 지정되어 있다.

넘어서는 등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높

를 줄이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투

이 우월한 입지를 이용해 생산

향으로 이뤄졌다. 예컨대, 지난해 책임운

자를 늘림으로써 전체 기업집단의 가치를 올

성이 높은 독립기업들에게

영기관평가에서 도출된 기관별 개선 요청

돌아가야 할 재원을 독

사항에 기반해 한 해 동안 책임운영기관

식하는 효과가 발생할

의 실제 개선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본 행사를 기획한 박승한 이과대학 학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미래교육원은 수익성 개선과 더불어 작

이과대학 창립 100주년 기념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과학콘서트 2

교수의 연구는 향후

년도 평가에서 도출된 개선 요청 사항을

●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 높이는

재벌기업집단에

탁월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대한 경영학적 관

본교의 우수 교수 자원을 활용한 고품위

이과대학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학의 훌륭한 교수님들로부터 직접 과학에

점의 심도 있는

중심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세브란스와

7월 18일 대우관 각당헌에서 ‘청소년과 일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해 주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대

고찰을 위한 중

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의 특성

반인을 위한 제1회 과학콘서트’를 개최했

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기업 총수와 친인척의 비

요한 선행연구로

을 잘 살리면서 경쟁 기관들과의 차별성

다. 500여 명의 지역 사회 청소년과 일반

리, 부당한 2세 상속, 최

평가된다.

을 확보한 기획 및 실행에서 높은 점수를

인이 참석한 이번 과학콘서트는 청소년과

릴 수 있다. 반면, 기업집단 총수와 그 친
인척들이 소속기업들의 생산성보다
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
춰 자원배분을 하기 때문에 전체
적으로 기업집단의 가치가 낮
아진다는 견해도 있다.

32

1

세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집단이 과연 기업 가

기회의 장 마련

장은 “지난 100년간 이과대학은 우리나라
과학을 선도해 왔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
고 뛰어난 우리 이과대학 교원들의 재능
기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후원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과대

이과대학은 올해 두 차례 과학콘서트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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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공인회계사시험
최다 합격자 배출 1
●	지난해에 이어 2연패 달성

3

8월 19일에서 21일까지 고려대학교에서

서울대로스쿨 B팀과, 4강에서는 다시 한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여기서 선발

개최된 ‘제10회 국제투자중재 변론대회

번 필리핀의 산베다대와 맞붙어 모두 승

된 6개 팀만이 세계 대회 본선에 진출할

아시아·태평양지역 예선(Foreign Direct

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수 있다.

Investment International Arbitration

결승에서는 지난해 3위 팀인 인도네

제50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917

Moot Asia-Pacific Regional Round)’에

시아의 펠리타 하라판대(University of

명 중 우리 대학이 88명을 배출하며 대학

출전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변론

Pelita Harapan)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

2015년도 8월 교·직원

별 최종 합격자 수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대회 준우승, 서면 우승 등 3관왕의 우수

나, 간발의 차이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

퇴임식 개최

우리 대학 경영학과 김동현 학생이 최연

한 성적을 거뒀다.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종합1위와 변

●	교원 22명, 직원 14명 퇴임

소 합격자의 영광을 안았다.

3

4

제2기 프리미엄
세계문화체험 프로그램
입학식 개최 4
●	미국 등 각국 대사관 방문하며 잊지
못할 경험 선사할 것

정 총장은 “프리미엄 세계문화체험 프
로그램은 130년의 역사를 지닌 연세만
이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프로그램”이
라면서 “각국 대사관을 방문하며 특별하
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얻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미래교육원이 프리미엄 세계문화체험

이날 입학식에는 곤잘로 올티즈 스페

프로그램의 두 번째 입학생들을 맞이했

인 대사, 노주코 글로리아 밤 남아공 대

다. 지난 3월 처음 시작된 프리미엄 세

사, 이시메일 이소 남아공 정치부 참사

계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주한 대사관 10

관, 알스란 하칸 옥찰 터키 대사, 호르

이번에 퇴임하는 교원은 정년퇴임에

여 곳과 협력해 세계문화를 체험하는 국

헤 이끼싸 에콰도르 행정관, 마르코 델

2015학년도 8월 교원퇴임식이 지난 8월

이번 대회에는 7개국에서 총 17개 팀이

론 준우승, 서면 우승으로 3관왕을 달성

2위는 87명의 합격자를 낸 고려대가 차

참가했다. 지난 아시아·태평양 예선에

해 역대 한국팀 가운데 최고의 성적을 기

지했고, 성균관대와 중앙대가 78명으로 공

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홍콩대는 물

록했다.

동 3위에 올랐다. 이어 서강대(58명), 한양

론, 2015년 비스무트에서 우리 대학교와

로스쿨팀은 지난 3월에 열린 비스무트

한창균 교수, 신의순 교수, 이제민 교수,

내 유일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는 대사

라 세타 이탈리아 대사 등 각국 대사관

대(55명), 경희대와 서울시립대(각 44명),

함께 국내 최초로 예선을 통과한 서울대

이스트 모의중재대회에서 국내팀 최초로

유강민 교수, 김성우 교수, 최윤철 교수,

관에서 해당 국가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

관계자들이 참석해 본 프로그램에 대한

서울대(34명), 경북대(30명) 순이었다.

로스쿨, 각종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예선을 통과한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이

김혜옥 교수, 이 영 교수, 이양호 교수,

하고 대사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큰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8명의 합격자가 나온 원주캠퍼

성적을 거둬 온 한동대로스쿨 및 교토대,

번 대회를 통해 우리 대학팀은 국제중재

오희철 교수, 이병인 교수, 손승국 교수,

대해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는 지방사립대 중 가장 많은 합격자를

고배대, 서강대 등 쟁쟁한 팀들이 참가해

대회에서 확실히 그 존재감을 부각시켜

한창동 교수, 이혜리 교수, 박창서 교수,

2기 입학생으로는 엄격한 과정을 통

직접 구상하고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배출했다. 지방국립대를 포함하면 전국

진검승부를 펼쳤다.

강팀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런던에서

안경식 교수, 배홍식 교수, 강성준 교수

해 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19명이 선발

이두원 미래교육원장은 “이 프로그램은

열릴 본선은 물론 2016년 비스무트 등 앞

가, 명예퇴임에 박민용 교수, 김주항 교수,

됐다. 이들은 13주 동안 콜롬비아, 필리

미래교육원 내에서도 매우 독특한 과정

으로 국제대회에서의 행보가 기대된다.

김동익 교수, 한기수 교수로 총 22명이다.

핀, 에콰도르, 터키, 미국, 중국, 이탈리

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개설되는

지역대학교 전체에서는 3번째로 많은 수
치다.

로스쿨팀, ‘국제투자중재
변론대회 아시아 · 태평양
지역예선’ 종합 1위 2
●	변론 준우승, 서면 우승으로
3관왕 … 영국 본선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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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로스쿨팀은 종합 1위를 차지
해 최고득점팀(Highest Ranked Team)

28일 오후 3시 루스채플에서 진행됐다.

프리미엄 세계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에 선정됐으며, 신청인측 서면에서 만

국제투자중재 변론대회는 2006년 오스

이날 퇴임식에서 정갑영 총장은 “학교

아,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 등 10

프로그램”이라면서 “2기 프로그램은 1

점을 받아 최고서면상(Best Brief for

트리아의 Center for International Legal

명예를 높이기 위해 땀과 열정을 다한 교

개국의 대사관 및 대사관저를 방문할

기와 중복되지 않는 국가로 구성했으며

Claimant)을 차지했다. 개인별 변론에서

Studies(CILS)에 의해 처음 개최된 이후

수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며 노고와

예정이다. 10월 중에는 중국 상해 대한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프

는 정보영 학우가 전체 3위, 이정우 학우

올해로 10회를 맞이했으며 현재 전 세계

헌신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어

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하는 특별 해외

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가 5위에 오르는 등 변론과 서면에서 고

80여 개 대학에서 참가할 만큼 큰 대회로

퇴임하는 교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워크숍도 마련돼 있다.

루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성장했다.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세계 대

한편, 직원퇴임식도 지난 8월 26일 오후
3시 루스채플에서 열렸다.

지난 2015년 상반기에 걸쳐 진행된 1

지난 9월 9일 저녁 6시 서울 프라자

기 프리미엄 세계문화체험 프로그램에

호텔에서 열린 2기 입학식에는 정갑영

는 20명의 입학생들이 아르헨티나, 영

로스쿨팀은 산베다대(San Beda Col-

회 본선은 런던, 프랑크푸르트, 보스턴,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투자중재 모의

lege of Law), 교토대(Kyoto University),

말리부 4개 도시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되

퇴임식 현장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

총장과 이두원 미래교육원장, 김경덕 총

국, 일본, 호주, 칠레, 유럽연합, 멕시

변론대회팀(6기 이정우(팀장), 곽은지,

수마트라 우타라대(Universitas Sumat-

는데, 올해는 런던의 킹스 칼리지(King’s

데 정년퇴임 이희갑 선생·주명관 선생,

동문회 사무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

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

권정, 정보영, 7기 김한울, 서정윤, 오수지,

era Utara)와의 조별예선에서 조1위를 차

College)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아시

명예퇴임 류필호 선생·이영미 선생을 비

석해 프리미엄 세계문화체험 프로그램

하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바

정승은, 한세연, 지도교수 김준기)이 지난

지해 당당히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는

아·태평양지역 예선은 2013년부터 매년

롯해 총 14명의 직원들이 퇴임했다.

의 발전을 기원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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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부하고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총 10개의 연

운전’에서 ‘최충전’으로 라는 연구를 통

미리 숙지하고 오는 학생의 수가 작년보

구논문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해, 디아스포라의 중심에 한글을 사용

다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한국 문화에 대

먼저, 김도형 교수는 ‘근대한국의 민

하는 소위 종주권과 같은 무의식적 의

족정체성과 민족 이산(離散)-단군(檀

식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최고운전

국제교육 프로그램에 다양한 국적과

君)ㆍ고토(故土)ㆍ재만조선인(在滿朝鮮

>이 <최충전>으로 개작되어 일본에 배

명성 높은 대학 출신의 외국인 학생들

人)’이란 주제의 총론발표에서 “다원화

타적으로 유포되었지만, 해당 텍스트

이 지원하는 등 우리 대학교를 찾는 외

세계화 시대 디아스포라에 대한 접근이

가 한글로 되어있기에 조선에서 이루어

국인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신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

진 고소설로만 여겨졌음을 밝혔다. 이

소개하며 교환·방문학생들이 자긍심을

다. 이는 우리 대학의 국제적 평판 제고

대학의 김성보·나종석 교수, 연변대학

어 우리 대학 김항 교수는 고바야시 히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기를 맞이할 것

와 적극적인 국제화 및 외국인 학생 유

교의 김춘선·김태국 교수가 ‘민족과 정

데오가 직접 만주를 돌아보고 쓴 비평

을 당부했다.

치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체성 형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며 다

들을 분석하면서 일상생활에 스며든 진

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실됨과 현실의 절박함이 당대 만주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

‘5개부 운동선수 및 학생단체
격려의 밤’ 열려 1
●2015 정기 연·고전 승리 기원

* 2015 정기 연·고전 일정
9월
18일
(금)

개회식 - 10:00 잠실야구장
야구 - 11:00 잠실야구장
농구 - 15:00 잠실실내체육관
빙구 - 17:00 목동아이스링크

9월
19일
(토)

럭비 - 11:00 목동주경기장
(양교올스타축구 - 13:00
목동주경기장)
축구 - 14:00 목동주경기장

‘5개부 운동선수 및 학생단체 격려의 밤’
행사가 지난 9월 8일 오후 6시 총장공관 뜰
에서 진행됐다.
정갑영 총장, 박삼구 총동문회장, 여인성

이후 언더우드국제대학 김현상 교수
의 학사안내, 국제처 정기선 주임의 학
교생활 및 외국인등록 관련 안내, 학술
정보원 범수정 과장의 도서관 이용방법
안내 등이 이어졌다.

국학연구원 - 중국
연변대학교, 광복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3

연구자들은 구체적인 디아스포라 현

시대를 바라봤던 본질임을 강조했다.

상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박금해 연변

마지막으로 김호웅 연변대학 교수는 연

대 교수는 ‘민족과 국민사이: 조선족의

변조선족 작가인 허련순의 소설을 통해

초국가적 이동과 민족정체성의 갈등’이

디아스포라와 민족적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찾아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체육위원회 위원장, 조광민 연세체육회 부

또한 연세글로벌(YG), 멘토스, IYC,

우리 대학교 국학연구원과 중국 연

라는 연구를 통해, 1980년대 이후 조선

회장 및 교무위원, 선수단과 응원단 등 330

엠마우스 등 우리 대학교 동아리 학생들

변대학교의 민족연구원, 조선반도연구

족의 한국 내 이동을 추적하여 민족 정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광복 70년·

이 동참해 교환·방문학생들에게 한국

협력창신중심이 공동주최한 ‘광복 70주

체성이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을 분석했

항전 70년을 맞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동

년 기념 학술대회’가 지난 8월 19일 중

다. 이어 최민호 연변대 교수는 1930년

진지하게 토론을 나눈 이번 국제학술대

아리 활동과 연고전, 아카라카 등 교내

국 연변대학교 과학기술청사 제3회의실

대 일제가 조선총독부를 통해 연변지역

회는 우리가 처한 디아스포라적 상황을

행사 및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했다.

에서 열렸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에 모두 28개의 집단부락을 설치해 조

진단하고 성찰해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정기 연·고전
을 앞둔 우리 선수단을 격려했다.
정 총장은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듯 지

국제처, 2015학년도
가을학기 교환 · 방문학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2

난해의 고통은 올해 연세의 전승을 준비하

국제처는 2015학년도 2학기 교환·방

기 위한 서곡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연·

문학생(Study Abroad at Yonsei(SAY))

한편 국제처는 교환·방문학생들이

“디아스포라: 민족 정체성, 문학과 역

선인과 항일무장투쟁 세력간의 연결고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전 50주년 및 연세창립 130주년이라는

오리엔테이션을 지난 8월 25일 새천년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고 서

사”를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들

리를 끊으려 한 것과 조선인을 대거 이

나아가 편협한 민족주의나 한쪽에 치우

경사스러운 해에 연세인들에게 승리의 기

관에서 개최했다.

로 교감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오리엔테

이 우리 민족의 현황과 나아갈 길을 모

주시켰던 점을 분석하며, 우리 민족이

친 지역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 살

35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830명의 학

이션에 앞서 지난 8월 26일부터 3일간 희

색했다.

채무자로 전락하여 수탈당하여 일제 통

아가는 현실의 구체적 삶의 모습을 인

이날 행사에서는 5개부 운동선수 및 응

생이 교환·방문학생으로 등록한 이번

망자 240명을 대상으로 광화문, 롯데월

박금해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장의

치기구로 이용되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정하는 바탕에서 상호 협력하고 공조하

원단 총학생회 등에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학기 오리엔테이션에서 국제교육센터

드, 한옥마을, 경복궁, 전쟁기념관, 남산

환영사와 도현철 국학연구원장의 축사,

디아스포라에 대한 문학적 측면에서

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

전체 참석자들이 “아카라카”를 함께 외치

(소장 이보경)의 존 소더홈 부소장(생명

타워 야경 탐방 등 시티투어를 진행한 바

채미화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협력

의 접근도 있었다. 우리 대학교 유광수

며 연·고전 승리를 기원했다.

시스템대학)은 연세의 역사와 업적들을

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사전에 한국어

창신중심 주임의 축사로 시작된 학술대

교수는 ‘고소설의 해외 전파 양상-‘최고

쁨을 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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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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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캠퍼스
소식
로써 검색을 용이하게 만든 서적의 일종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존 최고의 유서
로 평가되는 『고사촬요(攷事撮要)』의 편
찬 이후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지봉유설(芝峯類說)』 등이 활발하게 편
찬됐다. 이 유서들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시문을 검색하거나 전고의 출처를 밝히고
2

고사의 변천을 고찰하며 서적의 오류를
교감하는 데 유용한 기능을 갖고 있었다.

1

기도 했다. 더불어 이혜재 동창회장과

본 전시회에서는 『유원총보(類苑叢

구석기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

이연배(기악 65) 전 동창회장이 각각 500

寶)』, 『지봉유설(芝峯類說)』, 『동국문헌비

례 동굴을 거쳐 갔음을 알 수 있다.

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음악대학

고(東國文獻備考)』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동문합창단에서도 장학금 500만 원을 기

인 유서 11종 22책을 엄선해 전시하고 있

부했다.

다. 이들 서적은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편

한편, 이번 조사는 유적을 확인하는
시굴조사 목적으로 실시돼 전체 면적
5% 정도의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조사

찬한 백과사전들로서 조선시대에 그 이
용도가 높았으며 당대의 지식을 총합하

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구석기시대

동굴의 상태와 유적 가능성 등을 확인

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

문화와 자연환경을 연구하는 한편, 동

했다. 나아가 그 중 선사인류가 생활공

가 확인됐다. 향후 전체 범위에 대해 추

굴유적 연구의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간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영월군

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다수의 석기

조선의 백과사전
‘유서(類書)’ 3

우리 대학 박물관(관장 한창균)이 국

우리나라 토양의 대부분은 산성이 강해

상동읍 구래리 연이굴을 조사 대상지로

와 동물 뼈 화석이 다양하게 발굴될 것

●학술정보원-인문학연구원, 고문헌

내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 중 가장 높

뼈 유물을 비롯한 유기물질이 빨리 부

선정했으며,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허가

으로 기대된다.

은 해발고도에 위치한 동굴유적을 발굴

식되어 보존이 어려운 반면, 석회암 동

를 받아 2015년 6월 29일부터 1개월 동

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에 조사된 연

굴의 내부 퇴적토양은 알카리성을 띠

안 조사를 실시했다.

이굴유적의 해발 높이는 740m로, 그동

고 있어 뼈 유물이 화석화되는 데 적합

조사를 통해 3m 깊이의 퇴적층에서

안 강이나 하천 가장자리의 얕은 구릉

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동굴유

10개의 층서가 확인됐고, 이중 2개의 지

개최

에서 조사된 다른 구석기시대 유적에

적에서는 많은 수의 뼈 유물이 출토되

층에서 구석기시대 뗀석기와 각종 동물

●오르간 기증 및 장학금 전달

비해 무려 500m 이상 높은 곳에 자리

며, 이러한 동물뼈 화석은 과거의 기후

뼈화석이 발굴됐다. 발굴된 석기는 동

2015 음악대학 동창회(회장 이혜재, 기

다. 이번 전시회는 조선시

한다. 이러한 발굴은 구석기 시대 인류

와 동물상을 비롯해 인류의 문화행위를

굴 외부에서 갖고 들어온 셰일암을 손

악73)가 지난 9월 5일 오후 3시 30분 음악

대에 활발하게 사용된 일

가 한반도 전역 곳곳을 활동 무대로 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질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사냥한 짐승

대학 윤주용 홀에서 열렸다. 음악대학 동

종의 백과사전인 유서(類

박물관, 해발 높이 740m
구석기 동굴유적 발굴 1

38

서 석기가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2

전시는 중앙도서관 5층 국학자료실 내

작은 전시회 진행
학술정보원(원장 이준기)

2015 음악대학 동창회

는 성격을 갖고 있다.

과 인문학연구원 HK문자

전시공간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
된다.

3

사업단(단장 윤혜준)이 공
동으로 제26회 고문헌 작
은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

았으며 깊은 산속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특히 이번 발굴조사는 대학 내 진행

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발라내는 데

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혜재 동

書)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

매우 역동적인 생활을 했음을 추정케

되고 있는 각종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사용하는 긁개와 등손잡이칼 등이 출토

창회장은 “음악대학 동창회 활성화를 위

펴보기 위해 ‘조선의 백

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

됐다. 수습된 동물 뼈는 대부분 사슴과

해 노력하겠다”며 후배들을 위한 교육 환

과사전, 유서’라는 주제로

그동안 박물관은 초기인류와 구석기

고, 학문연구의 중요성을 공감한 대학

또는 산양 종류의 초식동물 뼈들이었

경 개선에 감사를 표했다.

진행된다.

유적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1973년

본부의 배려로 특별 예산을 지원받아

으며, 곰의 뼈가 일부 확인됐다. 이처럼

정갑영 총장과 김관동 음악대학 학장

유서는 동양의 경전,

부터 제천 점말동굴을 필두로 청원 두

실시됐다. 박물관은 본 조사에 앞서 올

동굴유적으로서 석기와 같이 인공이 가

은 “항상 연세를 응원하며 큰 힘을 실어

역사서, 개인 문집 등 방

루봉동굴, 단양 상시바위그늘유적, 단

상반기 3개월 동안 강원도 영월, 평창,

해진 유물이 발굴된 것은 인류가 연이

주시는 동문께 감사하다”고 축사했다.

대한 서적을 참고해 고사

양 금굴, 영월 피난굴(쌍굴), 평창 쌍굴

삼척, 태백 석회암 지역에 분포해 있는

굴을 생활공간으로 이용했음을 알려주

이날 행사에서는 십시일반으로 모은

(故事), 시문(詩文) 등의

등 여러 동굴유적을 조사해 왔다. 일련

동굴 100여 곳을 여러 차례 답사하면서

는 중요한 증거자료다. 특히 2개의 층에

기금으로 음악대학 오르간 3대를 기증하

사항을 분류·편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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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칭다오
시립병원, 전략적 협력
협약서 체결 1
●인력 경영 교육 등 Win-Win 시스템

3

감사패를 받은 교직원들은 최근 중동

텔 영빈관에서 개최된 ‘산동-한국 경제

호흡기증후군과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무역협력 교류회’에서 ‘칭다오연세국제

병원관리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피해가 급증한 상황에서 직접 현장지원

협력도 이뤄진다. 글로벌 병원 구축 및

을 자원함으로써 질병퇴치에 앞장서 의

병원관리 향상, 우수인력 육성을 위해 세

료원의 위상을 높였다.

문해 시립병원 의료진과 함께 환자를 치
료하게 된다.

4

●지난해 의료원 기부금 199억 원 돌파

치과병원(가칭)’ 설립을 위한 조인식을

‘기부감사의 날’ 맞아 국립
발레단 특별공연 4

따르면 2014년 의료원을 통해 실천된 나

가졌다.

●매년 9월 1일 감사행사 진행

눔은 199억 원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이번에 발간된 기부금 연차보고서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대외협력처 발전기금사무국은 지난 1

따르면 지난해 5,258명의 후원자가 총

구축

브란스는 매년 시립병원 직원에 대해 병

안혜원 교수(내과학)는 서울의료원에

한-산동성간 경제무역 협력 강화’를 주

일 국립발레단을 초청해 은명대강당에서

199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항목으로는 발

세브란스병원과 중국 산둥성 라오산구

원관리 및 운영, 의료서비스 관련 교육을

서 메르스 관련 감염관리 분야를, 박영주

제로 중국 산동성 상무청이 주최하고

‘해설이 있는 발레이야기’를 주제로 발레

전기부금(107.8억 원)과 연구기부금(11.6

실시하게 된다.

간호사(세브란스병원 인공신장실)는 강

한국무역협회, 코트라(KOTRA), 전국경

공연을 진행했다.

억 원), 장학기부금(10.2억 원), 사회사업

이번 협약으로 시립병원은 의료기술

동경희대병원에서 혈액투석을 지원했다.

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통상

발전기금사무국은 9월 1일을 ‘기부감

및 의료서비스 수준을 대폭 높일 수 있

황원대 간호사(심장혈관병원 HICU)와

자원부, 산동성 인민정부 후원으로 열

사의 날’로 제정하고 이를 기념해 기부금

협약에 따라 다학제 진료와 과학연구

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브란스의 경우 중

김은구 간호사(심장혈관병원 CCU)는 국

린 이날 행사에는 산동성 인민정부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나눔 문화 조성

등을 위해 시립병원의 의사는 세브란스

국 산둥성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립중앙의료원에 파견돼 메르스 중환자들

산업통상자원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

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에서 3~6개월 과정의 연수를 받을 수 있

통한 중국 환자 유치 등의 의료수출은 물

을 치료했다.

국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이날 교직원과 환자, 보호자 등 500여

이 53.8억 원(27%), 동창들이 42.3억 원

게 되며, 간호사 역시 간호기술과 서비스

론, 중국 정부와 민간외교의 새로운 트렌

등 정부 및 기업대표 총 150여 명이 참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발레단의 특별

(21%)을 기부했다. 특히 전·현직 교직

향상을 위해 매년 2~3회의 교육 프로그램

드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석했다.

한 공연이 펼쳐졌다.

원이 33.6억 원(17%)을 후원했다.

칭다오시립병원이 의료기술과 과학연구,
병원관리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 시스템
을 구축한다.

이 운영된다.

윤도흠 병원장은 “칭다오시립병원과의

최우선 간호사(세브란스병원 33병동)
는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구호 의료대 1진으로 ICU 구역을 담당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1962년 창단된 최초의 직업발레단인

따라 과학기술, 인문학 등 각 분야에서

국립발레단은 전 국민의 문화 향유 및 지

후원금(43.1억 원), 의료선교 후원금(5.8
억 원), 건축 기부금(20.3억 원)이다.
후원자로는 기업과 단체가 35%로 69.5
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환자와 가족 등

발전기금사무국은 기부금 연차보고서

또 세계 최신 의료술기 및 과학연구 성

교류는 향후 칭다오에 설립될 칭다오세

과에 대한 교류를 위해 연 1회 ‘한중 국제

브란스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과 중

정남식 의료원장은 “세브란스는 재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방 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 차원에

의학교류회의’도 개최한다. 주기적인 화

국의 새로운 메디컬라인을 형성하고 세

에 대비한 안전병원으로서 국내 최고 수

궈슈칭 중국 산동성장은 “많은 수요를

서 재능기부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상회의를 통해 원격진료와 원격교육, 고

계 의료를 주도할 수 있는 의료문화를 창

준의 안전시스템을 갖췄다”며 “이번 재난

갖고 있는 전자상거래, 의료헬스, 실버

정남식 의료원장은 메시지를 통해

으며, 1,252명(35.2억 원)의 환자들이 혜

난도 질환에 대한 치료 방향에 대해 논의

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서 세브란스의 위상을 높이고 세

산업, 금융협력 등에서 심층적인 교류

2014년 후원에 참여한 4,000여 명의 교직

택을 받았다. 또 치료를 받지 못하던 131

하게 된다. 레지던트를 상호 파견하는 형

브란스의 협동정신을 실천해 여러 재난

와 협력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원과 후원자에게 감사를 전하며 국립발

명의 해외환자들이 후원금을 통해 세브

태의 인력 육성 체계를 구축해 의료진 육

을 슬기롭게 극복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

교류발표와 조인식에는 산동성과 협

레단 강수진 예술감독과 이세웅 명예이

란스에서 치료를 받았다.

력 추진 중인 18개 사업 관련 대표들이

사장, 공연에 참여한 단원들에게 감사의

참석했으며, 의료계에서는 치대병원이

뜻을 전했다.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 체계도 협력 하에

재난 의료지원 교직원에
감사패 전달 2

구상하게 된다.

●메르스 및 에볼라 감염 확산 방지에

성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했다.

했다.

유일하게 참석했다.

기여

치대병원 중국 진출 탄력

시립병원 환자가 세브란스에서 진료 및

의료원은 지난 8월 27일 의료원장 회의

●중국 산동성, 연세국제치과병원 설

치료를 원할 경우 세브란스에서 치료 받

실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에

을 수 있게 된다. 환자가 이동하기 힘들

볼라 감염의 확산 방지에 기여한 교직원

경우 세브란스 의료진은 시립병원을 방

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환자전원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40

2

3

이날 국립발레단은 ‘해설이 있는 발레

를 통해 후원금과 사용내역도 발표했다.
후원자들의 기부금은 지난해 267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9.3억 원)으로 지급됐

몽골과 파키스탄 등 해외 의료진들이
후원금을 통해 세브란스의 선진 의술을 배
웠으며, 국내외 의료선교활동으로 6,600여

이번 조인식으로 칭다오연세국제치과

이야기’를 주제로 발레를 쉽게 접하지 못

병원 설립 사업이 산동성 정부로부터 공

하는 환자와 가족, 교직원들이 발레에 대

정남식 의료원장은 “나눔 스토리 속 기

립 승인

식 승인 및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사업

해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 해설을 곁들인

부자는 도전가”라며 “보다 따뜻한 사회를

치과대학병원과 중국 칭다오국제경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한 공연을 선보였다.

만들기 위한 기부 행렬에 더 많이 동참하

제협력구는 지난 8월 26일 서울 신라호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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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폐암
환자를 위한 표
1

2

적 치료제 개발
3

신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소비자
웰빙지수 9년 연속 1위 1

한편, 2015 한국소비자웰빙지수(KSWCI) 1위 기업 인증수여식은 지난 8월 20

고·북중 개교 96주년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모교 방문의 날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전고인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 협

김혜련 교수

는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의 역사와 최근의 기초, 임상 연구의 동

약은 국내 의료

또 글로벌 기준의 문서 작성 시스템을 도

향 및 방향에 대해 강의했다. 오후 세션에

진이 신약개발

세브란스병원이 한국소비자웰빙지수

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렸다. 수여식에는

입하고, 수요자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운영

서는 CAR-T 등 세포치료제와 NGS 분석

연구를 먼저 제

(KS-WCI) 평가에서 9년 연속 종합병원 부

김기준 적정진료관리실장이 참석해 인증

해 국내 보건의료산업 제품의 해외진출을

을 통한 개인맞춤 면역항암치료법 개발을

안한 가운데 세

문 1위에 올랐다.

패를 받았다.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한 연구방법론이 다뤄졌다. 또 글로벌

계적인 제약 및

특히 고난이도 유효성평가 중심의 서비

제약회사 MSD와 의약품 연구 전문회사인

연구기관에서

스를 시행해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성

Celgene이 참여해 면역항암치료제 파이

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프라인과 임상시험 결과를 소개했다.

한국표준협회는 매년 국내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웰빙 정도를
건강성, 환경성, 안전성, 충족성, 사회성
등의 5개 평가 분야를 종합한 웰빙기능 만

정남식 의료원장, 명예
인문학 박사 취득 2

심혈관제품 유효성
평가센터, 70억 원 사업비
수주
의과대학 심혈

조병철 교수

이를 수용하고
33만 달러에 이

관제품 유효성 평

장양수 심혈관제품 유효성 평가센터장은

최근 CAR-T 세포 치료법의 선두 그룹

르는 대규모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

족도를 측정해 KS-WCI 순위를 발표한다.

정남식 의료원장이 지난 8월 27일 서초

가센터가 보건복

“심혈관 의료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해 글로

중 하나인 펜실베니아 대학의 스테판 그

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국 암 연

지난 2007년도 첫 선정 이후 지속적으

구 양재동 온누리교회 횃불선교센터 사

지부에서 선정한

벌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세계 수준의 유효

럽 교수는 anti-CD19 CAR를 활용한 최신

구 수준을 인정받은 계기를 마련한 것

로 종합병원 분야 1위로 선정된 세브란스

랑성전에서 열린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

‘T2B 기반구축 사

성 평가센터로 자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ALL 임상연구의 결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병철 교수팀은

병원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원대학교 졸업식에서 명예 인문학박사

업’의 수행 기관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ALK 유전자’ 돌연변이

받았으며, 특히 건강성 분야의 만족도가

(Doctor of Humanities) 학위를 받았다.

높게 나타났다.

장양수 평가센터장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는 2008

로 선정돼 정부로
부터 70억 원의 사

세브란스병원은 2007년 국내 최초로

년부터 사회의 각 분야에서 기독교인 리

국제의료기관평가(JCI) 인증을 획득하고

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수고와 업적을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구 성과의 제품화

2010년과 2013년 재인증에도 성공해 가장

가진 인사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고

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신약개발의 효율성

안전한 병원의 입지를 다졌다.

있다.

업비를 지원 받는다.

항암치료의 새 패러다임을
논하다 3
●제10회 에비슨 의생명 심포지엄

특히, 공식적인 심포지엄 시작 전 ‘Early

가 있는 폐암환자 중 기존 항암 약물 치

bird session’이 마련돼 면역항암치료에 대

료에 내성이 생긴 환자를 위한 차세대

한 대학원생들의 심포지엄 이해도를 높이

표적치료제 개발에 나서게 된다.

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병석 의과대학장은

‘크리조티닙(Crizotinib)’로 잘 알려진

제10회 에비슨 의생명 심포지엄이 ‘암 면

“연구를 위한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약물의

기존의 ALK유전자 돌연변이 폐암환자

을 높이기 위해 T2B(Technology To Busi-

역치료(Cancer Immunotherapy)’를 주제로

개발 및 임상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방향

에 쓰이는 표적 치료제는 초기 좋은 치

또 Hi-Five 캠페인, 교차 모니터링, 감염

정 의료원장은 기독교 해외 선교사역자

ness)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지난 8월 21일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1층

으로의 접목은 의생명 연구의 핵심이며, 심

료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10개월 후 쯤

관리주간행사 등 손씻기의 중요성을 인식

들과 파송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선교

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유효성 검증단

유일한 홀에서 열렸다.

포지엄은 기초의과학과 임상의학이 연계되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내성이 생기는 큰

하고 감염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사와 그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지

계에서 제품화에 실패하는 현상을 개선하

는 내실 있는 중개적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한계가 있었다.

해 최근 발생한 메르스 확산에도 적극적으

원 프로그램 확대에 노력해 왔다. 또, 성폭

고 실용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력 피해 아동지원기관인 서울해바라기센

4년 연속 의료기기 안정성 정보 모니터링
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윤도흠 세브란스병원장은 “안전한 병원
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9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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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선다.

올해 제중원 130주년과 연세암병원 개원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심포지엄은 최근 주

현재 조병철 교수팀은 우리 대학 생

복지부는 사업을 수행할 질환별 T2B 기

목받고 있는 면역항암제에 대한 기초연구

화학과 이한웅 교수와 함께 국내 최초

터의 센터장을 지내고, 미혼모와 가정해체

반구축센터 6곳을 선정하고, 센터 당 향후 5

와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약 500명의 국

로 버려진 아이들의 공동체인 ‘연세사회복

년 동안 총 70억 원을 지원한다. 세브란스병

내외 관련 분야 의학자들이 참석했다.

지재단 에델마을’ 대표이사로서 기독교 문

원은 심혈관질환 분야에 선정됐다.

화 발전과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오전 세션에서는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

암병원-노바티스, 폐암
표적 치료제 개발 나서
●ALK유전자 돌연변이 폐암 환자

로 ALK 유전자 돌연변이를 지닌 실험
용 쥐를 개발했다. 이 실험용 쥐를 통해
기존 항암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내성원

심혈관제품 유효성 평가센터는 T2B기반

제의 근간이 되는 PD-1, PD-L1 최초 발

위한 연구 협약

인을 규명 후 이를 극복하는 표적치료
약물을 개발할 예정이다.

속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환자와 국

한편, 정 의료원장은 지난 8월 29일 전

구축 센터를 확립하고 유효성평가 서비스

견의 주역 중 한명인 교토대학의 나가히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조병철·김혜

가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세브란스 정

주시 전주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전주

플랫폼을 완성해 국제 수준의 신뢰할 수 있

로 미나토 교수가 체크포인트 치료제 개

련 교수팀이 글로벌 제약회사 노바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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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브란스-A2컨설팅연
구소, 신약개발 연구협력

종양학)과 박사과정 김혜련 원생(내과학)

치료에 대한 지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

에게 최우수상을 시상했다. 김경환 원생은

됐다.

1

2

cation in Medicine) 위원회가 공동 주최

표준인 DICOM 및 의료영상 저장 및 전

하고 대한의학영상정보학회 및 (재)원주

달 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

의료기기테크노밸리, 한국표준과학연구

munication System)의 최신 동향이 소

원, 인피니트 테크놀로지, GE Health-

개됐다.

Liver Int 외 2편의 논문을, 김혜련 원생은

이날 행사에는 강성웅 강남세브란스 부

J Clin Oncol 외 10편의 우수한 논문을 발

원장, 김근수 척추병원장을 비롯한 원내

2015년 8월 원주캠퍼스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는 최근 비

표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석사과정 우

보직자 및 초대 척추센터 소장을 역임한

학위수여식

임상시험분야 전문 컨설팅 연구소 A2컨설

수상은 온혜랑(피부과학) 원생이, 박사과

김영수 명예교수, 중국 베이징대학 난리

원주캠퍼스(원주부총장 정건섭) 학위수

팅연구소(소장 이영현)와 신약개발 연구

정 우수상은 박영진(영상의학)·박창욱

(Nan Li) 교수, 협력병원 의료진 등 200여

여식이 지난 8월 28일 원주캠퍼스 대강당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피부과학) 원생에게 돌아갔다. 이에 앞

명이 참석했다.

서 개최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의료영상표준

MOU

1

1

care, 코스텍 등이 후원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글로벌 임상시

서 지난 1일 종합관 337호에서는 의과학과

김영수 명예교수는 척추병원 개원 10주

452명, 석사 74명 등 모두 526명이 학위를 받

전문가들과 함께 전 세계 동향에 대한 정

2015년 8월 원주캠퍼스

험 활성화와 신약후보 물질에 대한 비임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통합과정 김원규 원생

년을 맞이한 데 남다른 감회를 밝히면서

았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박정진 원주교목

보 공유와 특성화분야 의료기기 관련 기

교원퇴임식

연구분야 자문 및 국내외 비임상 분야의

(병리학)이 최우수상을, 석사과정 강찬우

“개원 당시에는 국내 척추 치료 분야가 황

실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하은호 원주교

업과의 산학협력 및 가족회사와 글로벌

원주캠퍼스(원주부총장 정건섭)는 지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내과학) 원생과 박사과정 김현정(신경과

무지 같았던 만큼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척

무처장의 학사보고와 정건섭 원주부총장의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목적으로 마련

8월 28일 대학교회 대예배실에서 교원퇴임

세브란스 임상시험센터는 강남세브란

학), 이현재(이비인후과학) 원생이 우수상

추 치료 발전에 선구자가 될 수 있어 긍지

졸업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건섭 원주부

됐다. 2003년 미국 볼티모어를 시작으로

식을 진행했다. 본 행사는 정건섭 원주부총

스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인

을 받았다. 김원규 원생은 Clinical Cancer

와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사회로 나가 큰 꿈

헝가리 부다페스트, 중국 청도, 브라질

장을 비롯해 교내 많은 교직원이 참석한 가

하대병원 임상시험센터로 구성된 컨소시

Research 외 3편의 우수한 논문을 발표해

강남세브란스병원은 1984년 요통클리

을 실현하기를 바라고 연세정신에 입각해

리오데자네이루, 인도 방갈로르 등에서

운데 진행됐다.

엄(SCI-Consortium)으로, 2013년 보건복

최우수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닉을 개설하고, 1990년 11월 13일 국내 최

믿음과 용기를 갖고 끊임없이 도전하기를

개최됐으며 올해로 7번째를 맞이했다.

지부 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로 지정돼

초로 척추 진료 분야를 특화한 척추센터를

바란다”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

워크숍에는 DICOM위원 및 우리 캠퍼

학 경제학전공), 배홍식(정경대학 경제학전

해외 임상시험을 유치하고 국내 임상시

개설했다. 이를 시초로 2005년 9월 국내 유

세 역사의 주인공”이라며 새로운 출발을 격

스 재학생, 교직원, 관련기업 관계자 등

공), 한기수(정경대학 경영학부), 강성준(원

일의 대학병원 부속 척추질환 병원을 설립

려했다. 한편, 이번 졸업생 중 5명에게 최우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제 의료영상

주의과대학 외과학교실)교수 이상 4명이다.

해 오늘날 국내 척추 분야의 표준적 치료

등 졸업생, 9명에게 우등 졸업생의 영예가

개발과 난치성 척추질환 치료 분야를 선도

돌아갔다.

험의 해외진출을 위한 ‘신약개발전략자문
(SAL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5월에 설립된 A2컨설팅연구소는
제약회사와 벤처, 학교를 대상으로 한 비

강남 척추병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3
●국내외 척추 전문가 한자리에
강남세브란스 척추병원은 지난달 29

임상연구분야의 의약연구 개발 컨설팅 전

일 병원 3층 대강당

문 연구소다.

및 중강당에서 개원
10주년 기념 심포지

대학원 의학과·의과학과
우수학술상 시상 2

44

2

엄을 개최했다.

3

3

이번에 퇴임하는 교원은 안경식(정경대

3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2015 국제 의료영상표준
워크숍(DICOM) 개최 2
원주LINC사업단(단장 김희중)은 지

심포지엄은 강남

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원

세브란스 척추병원

주캠퍼스 미래관에서 ‘2015년 국제 의

의학과는 지난 9월 5일 의과대학 243호

의 발자취를 돌아보

료영상표준 워크숍(DICOM)’을 개최

강의실에서 2015년 1학기 우수학술상 시

고 국내외 척추 질

했다. 이번 행사는 원주LINC사업단과

상식을 갖고 석사과정 김경환 원생(방사선

환 전문가들과 최신

DICOM(Digital Imaging & Comm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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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구, 산업체 전문가 강좌, 현장실습

에 함께 합숙하며 활동하는 ‘밀착 멘토링’,

등 산학연계 프로그램이 오는 2018년 8월

수업 내용을 함께 구상하고 문제를 해결해

까지 진행된다.

가는 ‘참여형 멘토링’을 중심으로 단순 지식
습득만이 아닌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

사업 수행책임자인 구자건 교수(환경

는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공학부)는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환경
1

첫날 입소식에서 최강식 학부대학장은

지식 산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
1

다”며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환경컨

2015년 8월 글로벌
엘리트 인증서 수여식

스 특성화대학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

설팅 분야 대학원 교육 체제 기반 구축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정됐다.

통해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융합형

있는 기회로, 멘토들에게는 동생들과의 멘

1

사업은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015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수상 1

IFEZ 과학멘토링 캠프
성공적 개최 2

토링 활동을 통해 보람과 책임감을 새길

인재개발원(원장 박영철)은 지난 8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산업의 특성을

월 28일 원주캠퍼스 청파회의실에서 정

반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영분석기법

우리 대학교 국제캠퍼스가 ‘2015 대

학부대학(학장 최강식)은 인천경제자유

건섭 원주부총장 및 박정진 원주교목실

교육을 통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을

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리더십 경영

구역청(이하 IFEZ)과 체결한 ‘멘토링 교육

멘토 학생들은 학부대학이 지난여름 계

장, 박영철 원주학생복지처장과 글로벌

목적으로 ▶환경컨설팅 ▶환경기술경영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매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5 연세대학교–

절학기에 HE1(사회기여교과) 영역으로

엘리트 인증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

▶환경국제무역 분야에서 공고됐으며,

경닷컴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과

IFEZ 과학멘토링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

도입한 ‘HE1:중학생 과학멘토링 캠프’ 과

운데 ‘글로벌엘리트 인증서 수여식’을

원주 캠퍼스는 환경컨설팅 분야에서 우

MBN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프는 과학에 대한 관심 증대를 통해 미래 세

목 수강을 통해 이 캠프에 참여했다. 국제

개최했다.

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원주LINC사업단(단장 김희중)은 지난

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

대를 교육하고 인천 내 교육소외 지역을 지

캠퍼스에서는 처음 개최된 멘토링 캠프

말했다.

원주LINC사업단, 강원권
기업성장지원센터와 산학
협력 MOU 체결 2

수 있는 장으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엘리트 인증서는 학생경력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원주 캠퍼스는

9월 2일 산학관 메디치회의실에서 한국

상’은 국내 최고의 경영철학을 가진 기

원하며, 멘토링 활동으로 본교 재학생들의

였지만 설문조사 결과 참여 학생의 97%

발관리시스템(Y-GEMs)를 통해 섬김의

대학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인턴십 또는

산업단지공단 강원권기업성장지원센터

업과 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이

전인교육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본 행사

가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매우 높은 만

리더십, 탁월한 능력, 창조적 도전 등 세

선정 분야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등 산학

(센터장 전태웅)와 ‘산학협력 MOU’를 체

번 시상식에서는 우리 대학 국제캠퍼

는 국제캠퍼스에서 지난 7월 27일에서 29일

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멘티 학생들이 조

영역에서 150점 이상, 총 600점 이상을

연계형 특성화대학원 구성·운영 지원을

결하고 지역 산학협력 확산 및 생태계 구

스를 비롯해 민간기업, 공기업, 기관 등

까지 2박 3일간 국제캠퍼스에서 진행됐다.

별 멘토링 활동에 가장 높은 점수를 매긴

취득한 학생에게 수여된다. 올해는 8명

받게 된다. 더불어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

축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32개 단체가 선정됐다.

의 학생들이 선정됐다.

한 학제 간(환경, 경영, 법학 등) 융합 교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업교육

육과정을 개발해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
성을 하는 데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2015년도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
사업단 선정
●‘환경서비스분야 전문인력양성 발판
마련’

구자건 교수

사업은 에코센스, 자연과 사람 등 8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9월부터 시작돼 기
2

이번 캠프에는 인천 서구·강화지역의

것으로 나타나 ‘멘토-멘티간 밀착 멘토링’

지난 8월 27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

아동센터 소속 중학생 멘티 76명과 우리 대

이 큰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으

과 기업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오세조 국제

학교 학생 멘토 42명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로도 국제캠퍼스에서는 연세대학교와 지

했다. 또한 정기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고

캠퍼스 부총장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참여했다. 실험을 통한 체험 수업, 체육·

역사회, 멘토-멘티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LINC사업단의 우수 교수인력풀을 공유

는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는 학문 수양

문화 활동, 과학관 탐방 등의 ‘학습 및 정서

이끌어내는 다양한 주제의 멘토링 활동과

하기로 합의했다.

기관은 물론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으

멘토링’, 멘토와 멘티가 국제캠퍼스 기숙사

캠프가 지속될 예정이다.

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창
조융합적 혁신지향 교육과 연구를 통해

2

아시아 최고의 교육 및 연구 허브로 발
원주 캠퍼스(원

46

“이번 멘토링 캠프가 멘티들에게는 보다

전하고자 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주부총장 정건섭)

국제캠퍼스는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기

가 한국환경산업

숙형 대학 시스템으로 교수와 학생의

기술원(원장 김

긴밀한 소통을 독려하는 프리미엄 교육

용주)이 주관하

을 제공하고, 인문학과 예체능을 넘나

는 ‘2015년도 지

드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전인 교육을

식기반 환경서비

실시하는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47

YONSEI NEWSLETTER

Vol.586

국제 캠퍼스
소식

1

것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있었다. 이밖에도 화재대비 교육과 성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를 독

평등 교육, 상담 교육, 심폐소생술 실습

려하는 것이었다. RC 교육원은 진급을

등 응급상황이나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

앞둔 1학년 학생들을 위해 학업 능력의

교육도 병행됐다.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RA 리더십 개발론의 마지막 날, RA

들을 기획했으며, 특히 학생 주도적으

들은 지난 4박 5일간의 참여 후기를 나
2

로 구성될 Learning Community와 튜

누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학생들이 RC
제도에 대한 기대와 RA로서의 책임감

터링을 강화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2015년 9월 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1
●특색

넘치는 하우스 오리엔테이션으로
기대감 높여
우리 대학교는 9월 입학제를 실시하

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강다혜 특임

연세의 비전을 구현하고 윤리의식을

성을 증진시키는 것, 4) RC 제도의 교

RA(행정학과 14)는 “작년에 비해 하우

그램 등 자신의 관심사를 알아가고 타

갖춘 지도자 배양을 목표로 하는 RA 리

육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스나 전체 프로그램들이 강화된 모습이

은 각기 배정된 하우스에서 한 학기 앞

인의 관심사를 이해하도록 돕는 전체

더십 개발론은 세부적으로 네 가지 측

들을 기획하는 것이다.

눈에 띄며, 학생들의 참여율도 높아졌

서 입학한 동기들과 함께 RC 교육을 받

프로그램 역시 알차게 준비돼 있다.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 RC 교육

이론 교육은 김은정, 이원경, 홍혜

의 역사와 여러 교육 모델을 통해 연세

경 RM(Residential Master)의 지도하

RC 교육 모델과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

에 이루어졌다. RA들은 강의와 토론,

가을과 더불어 시작되는 RA들의 새

는 것, 2) 대학교 1학년 학생의 특성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수업들을 통해

학기는 담당 학생들을 향한 노력과 열

발달과업을 이해하는 것, 3) 글로벌 리

서 RC 교육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

정을 자양분 삼아 더욱 다채롭게 물들

더의 역량인 크리스천 리더십, 의사소

고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어갈 예정이다.

기대감을 높였다. 더불어 매학기 인기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전체

가 많았던 명사 초청 특강과 음악 프로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소화한 신입생들

양했다.

게 될 예정이다.

는 몇 안 되는 국내 대학 중 하나로 해

하우스 오리엔테이션은 지난 8월 31

외 국적이거나 초·중·고 전 학년 동

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 12개의 하

안 외국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우스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됐다. 이원

RC 교육의 리더
‘신임 RA’ 교육 현장

대상으로 2011년도부터 9월 학기 신입

철 하우스는 하우스 프로그램을 소개하

●4박
 5일에 걸쳐 ‘RA 리더십 개발론’ 진행

생을 선발해 왔다. 신입생 수는 해마다

면서 에너지 넘치는 노래로 공연을 방

가을학기를 맞아 RC 프로그램을 이

늘어 이번 학기에는 300명이 넘는 학생

불케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줘 환호성을

끌어갈 신임 RA(Residential Assis-

들이 새로이 입학했다.

받았다. 치원 하우스는 RA들이 사진을

tant)들이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9월 학기 외국인 신입생을 위한 RC

곁들인 재미있는 자기소개를 선보여 좋

4박 5일에 걸쳐 ‘RA 리더십 개발론’을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8월 31일 국제캠

은 반응을 얻었으며, 에비슨 하우스는

이수했다. 1학년 학생 멘토링, RC 교육

퍼스에서는 진행됐다. 280여 명의 학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해 친

프로그램 기획 등 RC 교육에 필요한 역

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직 한국어에

목을 도모했다. 무악 하우스는 RC 자

량 개발에 중점을 둔 이 수업은 RA가

서툰 학생들을 위해 외국어에 능한 선

기주도활동 계획을 미리 세워보고 지난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배 RA(Residential Assistant)들이 동

학기 참여도가 우수했던 학생을 시상해

교과목이다.

시통역을 지원했다. RC 교육원 주최

학생들의 참여 의지를 자극했다.

2

신임 RA들은 RC 교육의 경험이 없

다”며 발전하는 RC 프로그램을 긍정적
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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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동정
정갑영 총장 / EBS <인문학 특강> 출연
정갑영 총장이 EBS <인문학 특강>에 출연해 ‘경제 이야기, 열보다 더 큰 아홉’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강연을 펼
쳤다. 정 총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이 경제를 알면 알수록 개인도 나라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새로운

로 진행된 전체 오리엔테이션은 연세

이 외에도 언더우드, 알렌, 아리스토

는 09학번부터 작년 RC 프로그램의 대

대학교의 역사와 RC 교육의 핵심 가치

텔레스, 용재, 백양, 청송 하우스 역시

상이었던 14학번까지 다양했다. RA 지

인 5C(Christian Leadership, Com-

하우스의 정체성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

원 이유에 대해서 “작년 국제캠퍼스에

munication, Convergence, Cultural

그램으로 학생들을 맞이했다. 한결, 윤

서 RC 생활을 하며 쌓았던 추억들이 그

Diversity, Creativity), RC 자기주도활

동주 하우스는 하우스 생활에서 꼭 알

리워 다시 송도를 찾았다”는 이지수(신

동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연세인으

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락

학 14학번, 한결 하우스 RA) 학생의 말

로서 자부심과 애교심을 함양할 수 있

망을 단단히 하는 등 새로운 신입생들

은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밖

술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에게 주는 상으로 한국진공학회의 초대 부회장인 김중조 회원의 기부금에 의해

게 했다. 또한, 보다 즐겁고 보람찬 국

을 위한 배려를 보여주기도 했다.

에 신입생과의 교류, 개인의 역량 개발,

마련된 학술상이다.

제캠퍼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캠

48

통능력, 융합능력, 문화적 다양성, 창의

퍼스 생활 안내 및 안전한 공동생활을

한편 모든 하우스가 염두에 두었던

시선으로 경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시도했다. 지난 8월 31일부터 방영이 시작된 정 총장의 강의는 오는 9월 22
일까지 매주 월·화요일 밤 12시 10분 EBS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여종석 교수 / 한국진공학회 선정 ‘성원에드워드학술상’ 수상
국제캠퍼스 글로벌융합기술원 여종석 교수가 지난 8월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진공학회 국내정기
학술대회에서 ‘제8회 성원에드워드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창의적인 연구 활동으로 국내 진공과학기술의 학

RC 생활의 경험 등 RA 지원 이유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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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 ‘푸른 지성’을 꽃피울
2015학년도 2학기 신임 교원
Theodore Jun Yoo

Youjin Hahn

신촌캠퍼스

Bennett Holman

국제캠퍼스

Michael Hope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상경대학
경제학부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한국문학/문화/역사

경제학 전 분야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Asian History

김병규

신촌캠퍼스

이재훈

신촌캠퍼스

Jeffrey Robertson

국제캠퍼스

김지원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

언더우드국제대학
융합과학공학부

마케팅

재무

Research Methodology

나노과학공학(NSE)

지명국

신촌캠퍼스

박성찬

신촌캠퍼스

Milan Balaz

국제캠퍼스

정석란

이과대학
천문우주학과

이과대학
물리학과

언더우드국제대학
융합과학공학부

언더우드국제대학
융합과학공학부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입자물리학

화학

생물

Aron Walsh

신촌캠퍼스

황승원

신촌캠퍼스

Edward Ko Ling Chan

신촌캠퍼스

지헌영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공과대학
컴퓨터과학과

사회복지대학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재료전산

컴퓨터과학

사회복지학

약리학

정명수

국제캠퍼스

양성욱

신촌캠퍼스

한상선

의료원

Bonnie Ruth Tilland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생명시스템대학
시스템생물학과

치과대학
구강악안면방사선학

동아시아국제학부

컴퓨터과학 전 분야

식물학

구강악안면방사선학

동아시아 문학과 철학/정치와 사회

Michelle Min Se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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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캠퍼스

국제캠퍼스

Jason Christopher Chan

학부대학

학부대학

영어

영어

국제캠퍼스

국제캠퍼스

국제캠퍼스

의료원

원주캠퍼스

국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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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직발령

태정훈

15.8.17

한승훈

15.8.17

오지현

15.8.17

국제캠퍼스
총괄본부 종합행정센터
기숙사운영팀

국제캠퍼스 총괄본부
종합행정센터
시설지원팀

학술정보원
이용자통합서비스팀

운영직원

운영직원

운영직원

백성필

15.8.19

학술정보원 학사정보팀

운영직원

서규원

15.8.19

보직명

성명

전공(소속)

임기시작

임기만료

비고

공학교육혁신센터장

한승재

컴퓨터과학

15.09.01.

17.02.28.

잔여임기

이승만연구원장

김명섭

정치외교학

15.09.01.

17.08.31.

엄태호

행정학과

15.09.01.

16.02.29.

잔여임기

한영균

국어국문학

15.09.01.

16.02.29.

잔여임기

세브란스아카데미소장

김승민

신경과학교실

15.09.01.

17.08.31.

유임

세브란스아카데미부소장

방승민

내과학교실

15.09.01.

17.08.31.

유임

의료법윤리학과장

김소윤

의료법윤리학과

15.09.01.

17.08.31.

유임

여성생명의과학연구소장

김영태

산부인과학교실

15.09.01.

17.08.31.

유임

최성호

치주과학교실

15.09.01.

16.08.31.

신임

임상시험센터
의료기기임상시험부장

최영득

비뇨기과학교실

15.09.01.

17.08.31.

유임

뇌심혈관질환융합연구사업단장

허지회

신경과학교실

15.09.01.

18.11.30.

신임
(사업단 종료일까지)

소화기내과장

박효진

내과학교실

15.09.01.

17.08.31.

유임

심장내과장

홍범기

내과학교실

15.09.01.

17.08.31.

신임

내분비내과장

안철우

내과학교실

15.09.01.

17.08.31.

유임

신장내과장

박형천

내과학교실

15.09.01.

17.08.31.

유임

신촌·국제캠퍼스
대학교부설(급)연구기구

박주호

15.9.1

학술정보원 UML
학술정보서비스팀

경영대학/
경영전문대학원 행정1팀

운영직원

운영직원

산학협력단
연구정책부단장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장

의료원
남승현

15.9.1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행정팀

학부대학 행정1팀

운영직원

운영직원

이수영

15.9.1

창업지원단

운영직원

이충은

15.9.1

이윤지

15.9.1

박소영
창업지원단

15.9.1

정지혜
경영대학/
경영전문대학원
행정1팀

운영직원

운영직원

15.9.1

김택수

15.9.1

세브란스병원

15.9.1

연구처 공동기기원

운영직원

운영직원

운영직원

이경도

15.9.1

시설처 관재팀

시설처 설비안전팀

운영직원

운영직원

장승은

15.9.1

최문경

정옥주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지원팀

치과대학
구강악안면방사선과학교실
주임교수

학술정보원
정보통신운영팀

15.9.1

의료원

의과대학

운영직원

언어연구교육원
외국어학당 행정팀

권아영

15.9.1

기획실 평가팀

배자완

52

김현수

강남세브란스병원

15.9.1

보철과장

김선재

보철과학교실

15.09.01.

17.08.31.

유임

구강악안면외과장

허종기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15.09.01.

17.08.31.

유임

교정과장

김경호

교정과학교실

15.09.01.

17.08.31.

유임

치주과장

이동원

치주과학교실

15.09.01.

17.08.31.

신임

암병원 폐암클리닉팀장

이성수

흉부외과학교실

15.09.01.

17.08.31.

유임

뇌혈관센터소장

주진양

신경외과학교실

15.09.01.

17.08.31.

유임

임상시험센터소장

최영철

신경과학교실

15.09.01.

17.08.31.

신임

한상선

구강악안면방사선과학교실

15.09.01.

16.08.31.

신임

운영직원

15.9.9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지원팀

국제캠퍼스
총괄본부 종합행정센터
기숙사운영팀

운영직원

운영직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방사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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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로 재창조에 힘이 되어주셔서
신간 안내

기금 소식

다시 읽는 막스 베버
탄생 150주년 기념, 베버의 삶과 학문 연구

백양로 재창조 사업 기부자
참여 기간 : 2015.8.22~2015.9.7

저자 : 한국사회이론학회·한국인문사회과학회 엮음
출판 : 문예출판사
1억 원 이상

막스 베버(Max Weber) 탄생 150주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의 석학 11명이 베버의 삶과 학문을 연구한 논

학부모

(주)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이사: 이석구(경영69)

동문

백정호(사회77) 동성그룹 회장
1천만 원 이상

교 백주년기념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결과물이다.

정우인(금속80) 한국램리서치 CTO 부사장

교원

천진우(화학81)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화학과 교수

한규택(경제원01) (주)삼주SMC 대표이사

막스 베버는 때로는 사회학자로, 때로는 역사학자와 경제학자, 혹은 정치학자와 종교학자 등으로 불릴 정도로 각 학문 영역에서 존재감

단체

전기공학과 73학번 동기회

동문

박은희(교육원14)

허영숙(보건원90)

김수용

김봉숙(간호83) 세브란스병원 보험심사팀 간호사

박순배(경영원91) 세연약국 대표약사

김석현(치의88) 연세해맑은치과 원장

문을 엮은《다시 읽는 막스 베버》가 출간됐다. 올해로 각기 32년과 3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사
회이론학회와 한국인문사회과학회가 베버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대회를 2014년 감리교신학대학

과 영향력이 혁혁한 사회과학자다. 베버의 탄생을 기념하며 각별하게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한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
는 일이 아니기에 두 학회가 개최한 학술 대회는 무척 의미 깊은 학술사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반인

이 도서는 학회의 원로이자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박영신 연세대 명예교수와 세계적인 베버 사회학의 대가인 스테판 칼버그(Ste-

박인철(교육학67) (주)리한 회장

phen Kalberg) 보스턴대 교수의 참여가 특히 눈길을 끈다.

방우영(상과46) 조선일보 명예회장
동문

배중호(생화학71) (주)국순당 사장
서영범(경영84) 세아홀딩스 대표이사
안종현(경영75) (주)청문미디어 사장

동문

학부모
동문
학부모

행운의 여인 록새너
저자: 김성균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출판: 지식을만드는지식

교원

장기훈(도서관57)
조동숙(간호72)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간호학과 교수
동문

성을 주인공으로 삼은 파격적인 소설이다.
흔히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로만 알려진 디포의 작품 세계와 그가 살았던 17~18세기 영국의 사회상을 매

작품이다. 또한 사회, 문화, 경제적인 여러 문제들에 관해 배울 수도 있는 매력적인 소설이다.

학부모
동문
학부모

이상훈(경영83) 멘토스경영컨설팅그룹 대표이사

김동호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화학과 교수

이응훈(경영원93) (주)POC코리아 대표이사

기 영국소설과 산문을 가르쳤으며 이 분야의 여러 작품들을 번역했다. 대표 역서로는 2012년에 출판한 새뮤얼 리차드슨의 장편소설 「클
러리사 할로」와 2014년에 출판한 헨리 필딩의 「조지프 앤드루스/섀멀라」가 있으며, 「클러리사 할로」 번역으로 유영번역상을 수상했다.

동문
학부모

좌윤성/좌민구(컴퓨터과학11) 제주시청 건설과 도로보수담당
최성욱 용인세브란스병원 총무팀 원무파트 과장

교원

교원

이태갑/이연진(간호14)
장동철(의학92) 제주삼성의원 원장
진희선(건축81)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과장

서상복(경제69) 상영산업기계(주) 사장

일반인

이광우(경영70) 영등포유통 전무

직원

동문

옮긴이는 친절한 각주와 상세한 해설을 통해 작품을 수월하고도 진지하게 읽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김성균 교수는 재직시절 18세

양성숙/조아영(경제13)

동문

1백만 원 이상

동문

신형주(정외81) S&P Int'l LLC 재직

한승룡(정경원90) (재)청파장학회 이사장

동문

권언수(교회음악65)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오르간과 前 교수

우 사실적으로 묘사한 「행운의 여인 록새너」는 당대 독자뿐 아니라 현대 독자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나준호(전기76)

차상석(법학82) (주)한일사료 부회장

새너」(Roxana, The Fortunate Mistress, 1724)가 출판됐다.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로 유명한 대니얼 디
포의 마지막 소설인 「행운의 여인 록새너」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다 간 고급 화류계 여

김성수/김상희(화공04) 성수치과 원장

이승진(법학05)

호창원(경제57)

김성균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가 번역한 대니얼 디포(Daniel Defoe 1660-1731)의 소설 「행운의 여인 록

허문호(건축86) 안소니아프로퍼티 대표

이건형(경제59) (주)메트로호텔 그린파크 회장
동문

이진사(행정원97) (주)동붕화학공업 대표이사
이철웅(기악85)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

윤문구/윤병환(의학15) 이안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인모(의학84) 연세정형외과의원 원장

손성환(공학원10) (주)정진뉴어반 대표이사

54

유은광(대학원78)/윤순(법학07)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기업

강창선(건축95) (주)에이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강훈(전자76) 에트리홀딩스 신기술사업실 실장/부사장

학부모
동문
학부모

구본춘/구법모(역사문화13)
권오인(도시94)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센터 과장
권현진(식생활83)/최이선(UIC 생명공학11)

윤호철(기계65) 현대중공업 재직

김광하(경영71) 도이상사(주) 대표이사

이호성(철학79)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사회정책본부 상무

김기용(교육원83) 포항제철고등학교 교장

조용진 가수 알리
하은호(응통80) 연세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정보통계학과 교수

김낙필(상학53)
동문

김명한(영문56)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김주한(경영89) 인덕회계법인 감사3부 이사

김묘령(신학78)

심형석(경제04)

김병수(법학76) 김병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우미연/이재원(경영12)

김보성(경제94) 금융감독원 인재개발원 선임조사역

55

YONSEI NEWSLETTER

Vol.586

기금 소식

신덕순(물리88) 리&목합동특허법률사무소 기술총괄3부 변리사
동문

신상식(상학58) 前 국회의원
신원길(경영원97) (주)세보 회장

동문
학부모

김승범(경영67) (주)신영실리메탈 대표이사
김승수(사학64) (주)프로그월드 대표
김시아/박시은(산업디자인12)
김연봉(경영88) 우리회계법인 이사

동문

김영신(상학62) 조안상사(주) 대표
김용원(경영81) 김용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김운수(법학57) 검산(주) 회장

직원
동문
교원

김은수(도서관82)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이용자통합서비스 팀장
김재욱(전기전자00) 이화여자대학교 재무처 시설팀 대리
김정선(법학80)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중앙지부 변호사

학부모

김종철(공학원90) (주)삼성SDS 공공IE 1그룹 수석

교원

동문
학부모
동문
학부모
동문

원상희(토목73)/원종민(의전원11)
원희권(도시06)
유경문(경제71)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병탁(경제04)
윤여권(기계90) 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 서비스기술팀 과장

김한근(정외67)

일반인

윤영자

김한솔(기계07)

학부모

이강우(경영85)/이현재(건축14) 하이트진로(주) 마케팅실장

정순낙(생활원01)

김경태(법학90) 농협중앙회 여신정책부 차장

정승교(경영원73) 두림무역 대표이사

김균태(의학84) 닙스성형외과 진료 원장

정승균(식품72) 하나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김무웅(건축63) (주)한강하우스 대표이사

정원양(화학69)/정혜원(화학01),정운섭(신방04)

김민수(경영82)

강원대학교 화학과 교수

김봉섭(전자88) 김앤장법률사무소 특허3부 변리사

정준근(의학82) 정준근내과의원 원장

김상범(불문75) (주)신영와코루 마케팅실 상무
김성훈(건축01) 대림산업(주) e편한세상 두정2차현장 공무
김영권(응통77) 대한제당(주) 재경담당 대표이사

조성문/조준희(경제15)
조태경(치의73) 조치과 원장
조혜정(아동81)/김민수(경제11)

동문

김영래(정외64)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김인수(교육69) 유니코상사 대표

한국선물포장연구협회 이사

김자영(수학02) (주)ACE생명보험 리스크관리 과장

조희창(체육78) 서울YMCA 송파지회 관장

김장권(법학85)

지경숙(간호96) 우리들병원 보험심사팀 부장

김정치(법학59) 인천상공회의소 전 회장

단체

지질학과 65학번 동기회 회장 조남찬(지질65)

김정현(의학74) 제주대항외과 원장

교원

차호정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과학과 교수

김종대(토목83) 기술신용보증기금 인천지점 과장

동문

천근아(의학8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

김종민(식품78) 주식회사 제이엠인터내셔널 대표

일반인

최광현 (주)동화 대표이사

김창은(공업화학52) 연세대학교 세라믹공학과 명예교수

학부모

최만식/최누림(철학08), 최기림(경영07)

김태균(경영79) 황재산업(주) 대표이사

동문

최민수(신학61) 천성교회 사모

김태범(사학96) 이스트레이드 섬유원사사업부 사원

일반인

최민준 최봉삼(법학56) 동문 자녀

동문

(주)수성엔지니어링 상하수도사업본부 대표이사 사장

윤병상(연신원65) 연세대학교 교목실 명예교수

동문

재학생

김현아(경영13)

최성호(치의79)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교수

김혜순(작곡79)

최윤희(체교86)

노일숙(행정7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경영관리본부 상임이사

김훈(경영84) 부국증권 IB사업본부 상무

동문

이귀복(법무원96) (주)명우전자 대표이사

최재정(교육81) 차의과학대학교 의학교육학과 교수

류창훈(의학91) 밝은연세안과 원장

김희호(사회75) 대교회계법인 대표

교원

이기학(심리84)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교수

최창림(법학80) 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맹광영(불문78) 에이스영무역 대표

노정호/노재원(식품영양10)
도현철(사학81)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민병준(전기55) (주)인트렉트 회장

박병학(국문58)/박호준(재활90) (주)그린랜드환경 대표이사
박영빈(법학73) 동성그룹 부회장
박영암(경영80) 조이렌트카 대표이사
박유진(경영98) KT 경제경영연구소 IT융합 매니저

동문

이동원(경영90) (주)오스테오닉 대표이사

교원

이병립(치의79) 연세치과의원 원장

동문

문영창(금속80) 신원데이터넷 CEO
민경의(행정83) 서울보증보험 춘천지점 지점장

하대식(법학74)/하요한(경영11) (주)신화상역 대표이사

민인근(수학70) 후지쯔코리아 솔루션서비스(주) 前대표이사

이순희/박민준(중문03)

한문성(경영68) 삼한산업주식회사

민홍기(법학88) 하나은행 기업개선부 RM부장

동문

이승영(법학8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창규(공업화학50) 경지사 회장

박경도(기계80) GS칼텍스(주) 안전환경기획 상무

교원

이유미(의학9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학부모

이상춘/이설희(디자인예술15) 건웅토건(주) 재직

이윤주(간호90)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동문
교원
학부모
교원

황기연(행정원77)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종우(수학79)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과학기술대학 수학과 교수

황영철(경제88)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경영지원실 이사
1백만 원 미만

이종환/이규열(경영15)

John Corrigan(국제원11)

이지현(의생활87)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이현문 연세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협력2팀 시설기술과장
장영순(의학80) 연세열린의원 원장

동문
학부모

전규태(기계70) 케이티코퍼레이션 대표
정기호(경영79) (주)나스미디어 대표이사

동문

박경현/박창용(생화학08)
박낙원(정외49)

동문

박병진(의학96)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 임상조교수
박봉래(신학53)

학부모
동문
재학생

박성훈/박상현(화학13)
박성희(식생활73)
박수경(간호15)

강두철(의학87) 거제아동병원 원장

박윤백(경제원03) 우림이앤씨 대표이사

강상엽(응통03) 신한카드 개인신용관리팀 대리

박준호(치의86) 연세베스트덴치과 원장

강승미/강남혁(독문15) 제주감귤농협 차장
고재용(치의84) 연세미소치과 원장

장원동(교육원72) 중원대학교 인문대학 교양학부 초빙교수

학부모

허훈(생화학74) (주)알파베타 대표이사

이종경(정외87) (주)엑스퍼넷 제1사업본부 EMS팀 대표이사

직원

동문

함옥경(간호84)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동문

홍경섭(보건원77) 의춘당한의원 원장

박화미(산업보건89) 한양대학교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 교수
방상용 방상용치과의원 원장

학부모

이전갑(경영66)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이진희(생화학85) 차의과학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송일수(치의82) 아름다운 송치과 원장

최현기(연신원97) 주사랑교회 목사

동문

민봉기(경제87)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 수석조사역

동문

손광훈(전자79)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최향희 연세대학교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연구교수
최현진(정외60) (주)서울포리케미 대표이사

이사무열(정외55) 신화물산 대표

박철우(기계8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백종열(의학65) 백내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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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오태환(경영원69)

교원

박승균(토목65)

동문

동문

오지연(불문84)/홍정민(경영15)

기호성(토목68) (주)건화 부회장

학부모/동문 제영미(아동83)/허자윤(도시10) (주)렉스런 경영관리 이사

오기호(경영83) 아시아시멘트 전무이사

김창곤/김종빈(화공생명13)

박경남(행정83) 서연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일반인

동문
학부모

유영미(독문86)

동문

학부모

양철권(화학81) 에보닉코리아 CSO 전무

동문

민병진(치의86) 연세이튼치과 원장

동문

안종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김준인(생활원00) (주)초이스식품 대표이사

맹형규(정외65)

학부모

안명원(신학59) 장수기업 대표
안태준(경제01) (주)SK건설 재무기획팀 대리

류제준(경제87) 모건스탠리증권 재직
동문

안광원(경영원84) 삼정Techno Glass(주) 부사장

유문선(독문10)

김태훈(법학55) 유한재단 이사장

학부모

교원

신현호/신정욱(영문11)

재학생

김천수(경제83) 다이와증권코리아 리스크관리부 부문장

동문

동문

김정호(의학7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교수
김종욱(의학71) 관동대학교명지병원 산부인과 교수

동문

학부모

동문

정부영(경영60) 우진전장(주) 대표이사

동문

박창언(경영75) 부산은행 임원실 상임감사
박천환(상학56) (주)신대한관리 대표이사

권오호(기계80) 아시아나항공 팀장

배준현(컴퓨터ㆍ산업04)

권혁환(경영원96) (주)태성건영 대표이사

백치옥(화공76)

57

YONSEI NEWSLETTER

Vol.586

기금 소식

동문

장주성(경영09)

재학생

장지수(생명11)
장한규(경제56) 동아렌탈(주) 회장

백양로 재창조 사업

전옥식(경영원66)
성기웅(건축96) 쌍용건설(주) 차장

동문

정경태(건축74) 대성산업 건설부문 대표

신상진(화학57)

정달영(경영원81) (주)삼덕회계법인 감사부 공인회계사

안영신(보건과학00) 강릉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사
안정삼(전기73)

교원
재학생

정호진(요업73) (주)넬슨스포츠 대표이사
제일용(경제55) KB손해보험(주) 前 상임고문

어주경(아동83)

조기수(치의83) 미치과의원 원장

윤기연(경영86) 에듀모스트 원장

동문

조성현(화공생명10)
조정훈(기계04)
주국종(산업원89) (주)신구 대표이사

이봉수(법학92)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 판사

지성철(건축74) 구조기술사사무소 지성 대표

이석희(법학92)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채형기(연신원98) 사랑의마을교회 목사
재학생

천유준(정외11)

이승복(교육원10) 대명홀딩스 소통기획팀 파트장

최정용(수학65) 덕원중학교 교사

이양재(생물56)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임상교수

최종대(국문54)

이완수(전기74) 주공빌딩 분양사무실 대표이사

최진욱(행정06)

이은영(교회음악86) 목원대학교 교수

최평곤(언홍원10)

이은지(아동ㆍ가족08)

추성혜(간호08)

이인원(정외59) 한국대학신문사 회장

동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슈퍼컴연구소 센터장

이강현(불문81) KBS 드라마국 프로듀서

이정근(경영94) 메리츠종금증권 전략금융팀 팀장
이진섭(법학98)

허윤(산업원91) (주)한성하나론 회장

이태현(경제67) 탑손해사정 前 회장

허재영(일반원11)

임소정(UIC 아시아12)

홍연탁(보건원85) 보건복지부 前 약정국장

임중규(경영83) 대한유화(주) 경영지원팀 팀장

홍해성(경영97)

임창수(물리59)

황보환(사회84)

장은회(신학69) 문일고등학교 영어 교사

직원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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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한기(정외51)

전화_ 02-2123-2249/2248 팩스_ 02-2123-8633 이메일_ greenum@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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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자께는

단체석, 가족석,

최희영(간호98)

연세대학교 발전기금 |

기부계좌: 우리은행 126-150447-01-115 (학)연세대학교

기부 혜택

황상묵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행정팀 차장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 2구좌 100만 원씩 참여합시다.
주소_ 0
 3722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본관 101호 대외협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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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균(경영79) 한창균회계사무소 대표
한호철(정보원00) 유엔젤 플랫폼사업팀 팀장

장석진(교육92)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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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홍(신학62)
동문

이종찬(화학5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임창혁(식품74)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는 개인기부와는 별도로

조민수(천문기상83)

윤호연(사회복지11)

이성배(법무원04) 셀트리온 수원지점 부장

재학생

정지명(의학13)

양영욱(정보산업98)

우문식(법학67) Colors 대표

단체기부, 가족기부, 부부동문 기부 안내

정미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양석준(경영85)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부장

여승억(경제62) (주)이래CS 회장

동문

전하경(UIC 생명과학09)

신문영(상학67) 학교법인 호서학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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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