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눅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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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n’s Leadership
22 김상근 신과대학 학장 겸 연합신학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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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대학 경제학 교수
언더우드 특훈교수

우리 대학은 지난 2007년부터 국제적으로 탁월한

Academia
18 말라리아 치료제 아테미시닌 연구 30년

22

장
용
성

선정하고, 3년의 임기 동안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 프론티어

올해는 장용성 교수(경제학), 이무원 교수(경영학),

26 오정우 교수팀, 초경량 ‘그래핀 에어로겔’ 개발 성공

임성일 교수(물리학), 신인재 교수(화학), 백융기

28 이인석 교수팀, 세계 최대 규모 실험용 흰쥐 유전자 네트워크 MouseNet 개발

교수(융합오믹스의생명과학), 함승주 교수(화공생

신촌 캠퍼스 소식
의료원 소식
원주 캠퍼스 소식

명공학), 안종현 교수(전기전자공학), 명재민 교수
(신소재공학)가 언더우드 특훈교수에 선정됐으며
허용민 교수(영상의학교실)는 에비슨 특훈교수로

국제 캠퍼스 소식

임명됐다.

인물 동정

특훈교수로 선정되면 임기동안 그 명칭에 상응하는

신간 안내

명예 및 금전적 인센티브와 책임강의 감면 및 3시간

기금 소식

연속강의 허용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단체 기부 안내

장용성 교수는 경제학 분야 최고 국제학술지 ‘아메리칸 이
코노믹 리뷰(American Economic Review) ’에 실은 4편
을 포함해 총 22편의 논문을 1등급 국제학술지에 출간했다.
장 교수는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경제 주체의 미시적 의사
결정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현상을 설명하려는 비동질적 경
제주체 일반 균형 모형(Heterogeneous-Agent General
Equilibrium Model) 개발 연구에 집중해 왔다.

특히 우리 대학 김선빈 교수와의 공동 연구 결과는 대학
원 교과서인 ‘Recursive Macroeconomics’에 한 챕터
로 수록되었고 시카고대, 프린스턴대 등 미국 유수 대학
의 박사과정에서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거시경제학 분야 최고 학술지인 ‘통화경제학저널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의 부편집인, 미
국 경제학회 공식 학술지인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리치몬드 연방은행 자문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그간 조락교 경제학상(2013년), 한미경제학회-매
경이코노미스트상(2013년), 한국계량경제학회 김태성
학술상(2006년)을 수상한 바 있다.

2015년 12월 16일 제 592호 ㅣ http://www.yonsei.ac.kr/ocx/news.jsp
발행인 정갑영 ㅣ 편집인 김상준 ㅣ 발행처 연세대학교 홍보팀
글 김희진 ㅣ 사진 유재윤 ㅣ 디자인 동호커뮤니케이션즈 Tel 02-2269-1265
연세대학교 대표 전화번호 1599-1885 Tel 02-2123-2071 ㅣ Fax 02-2123-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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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성
일

이과대학 물리학
언더우드 특훈교수

임성일 교수는 물리학·재료공학·전자소자공학을 융합하
는 응용물리학자로 각종 유기·무기반도체 박막 소자 및 나
노전자 소자의 제작과 측정 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유기
반도체와 무기반도체 박막을 하이브리드로 제작하는 투명
CMOS 소자를 2009년 세계 최초로 제작해 발표한 바 있으
며, 각종 반도체와 유전체 계면에 존재하는 계면결함을 전
광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결함농도를 정량화하는 연구
를 2010년 세계 최초로 수행해 저서를 발표하는 등 응용물
리학계와 디스플레이 산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임 교수는 현재까지 SCI급 논문 총 250여 편을 발표
했으며, 논문의 피인용 횟수는 7,000회 이상에 이른
다. 또한 표지 및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선정된 연구결
과가 7편, 임팩트 지수 10.0 이상의 주저자 논문 20여
편을 게재하는 등 뛰어난 연구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임 교수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 연
세학술상, 2014년 나노연구부문 미래부장관 표창,
2014년 삼성 휴먼테크 물리소자부문 금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후학 양성에도 깊
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까지 20명의 응용물리학 박사
를 배출해 왔다.

04

이
무
원

경영대학 경영학
언더우드 특훈교수

이무원 교수는 조직이론 내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는 조직학
습 이론과 조직지위 이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여
러 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최근 조직학습과 조직지위 간
의 구조적·행위적 관계를 새롭게 규명함으로써 세계 매니
지먼트 학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까지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에서 지정한 세계 최고 권위지에 9편을 포함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그 중 4편은 최우수논문상을 수상
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 경영학계 최고의 업적으로 평
가되고 있다.
현재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의
‘시니어에디터(Senior Editor)’와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경영대학 International Research Fellow로 활동 중
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09년에는 미국
Western Academy of Management가 주관하는 올
해의 ‘Rising Star’로 선정됐으며, 올해에는 한국 매니
지먼트 분야 최고 권위학회인 한국인사조직학회로부터
국제학술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연세대학교 부
임 전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석좌교수를 역임했으며,
2013년 연세대학교 부임시 경영대학 최초로 ‘석학교수
(YSB Research Chair Professor)직’을 부여받았다.

신
인
재

이과대학 화학
언더우드 특훈교수

신인재 교수는 다양한 유기분자를 합성해 단백질이나 탄수
화물의 세포 내 기능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고집적 탄수화물칩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탄수화물과 당
결합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속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현재 이 기술은 당 관련 연구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근육세포를 신
경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는 유기분자를 발굴해 전세계 과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신 교수는 현재까지 100여 편의 SCI 논문을 발표했으
며, 논문의 피인용 횟수는 3,000회에 이른다. 또한 초
청 총설 논문 및 표지 논문으로 선정된 연구결과가 10
여 편이 넘는 등 뛰어난 연구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2010년부터 교과부 창
의적 연구사업의 단장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
며,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현재 영국왕립화학회의
저명 학술지인 ‘케미컬 소사이어티 리뷰(Chemical
Society Reviews)’와 ‘분자 바이오시스템(Molecular
BioSystems)’, Wiley-VCH 출판사의 ‘캠바이오캠
(ChemBioChem)’, Bentham Science 출판사의
‘Current Chemical Biology’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
고 있으며, 2016년부터 Cell 출판사 Chem 논문의 편
집위원으로도 활동할 계획이다.

백
융
기

대학원 융합오믹스의생명과학
언더우드 특훈교수

백융기 교수팀은 단백체 기술을 활용해 선충의 노화조절자
인 다우몬을 세계 최초로 발견해 2005년 네이처지에 게재
한 뒤 후속연구를 통해 다우몬의 생합성경로와 조절기전을
규명함으로써 노화페로몬의 생화학분야를 개척했다. 나아
가 의대연구진의 도움으로 간암의 신규 조기진단마커를 개
발함으로써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 이전했다. 또한,
염색체 기반 인간단백질지도 표준방법을 개발해 네이처
(바이오테크)저널에 게재했으며 그 방법에 따라 백 교수가
2012년 공동창설하고 현재 회장으로 봉사 중인 25개국 국
제 컨소시엄이 단백질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생화학분야에서는 콜레스테롤 생합성 후반경로를 확
립해 국제 생화학 교과서에 게재 및 인용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표한 180여 편의 SCI 논문 총 인용지수는
6,992회, H-index는 44에 달한다.
백 교수는 단백체학 태동기인 1999년 아시아 최초로
전문연구소 ‘연세프로테옴연구원’을 설립해 세계인간단
백체 사업 본부로 키워냈다. 아울러 국제학회(HUPO,
AOHUPO)와 KHUPO 회장을 역임하며 이 분야의 리
더로서 봉사하며 약 500여 명 이상의 단백체 연구자들
을 기술교육을 통해 육성해 왔다. 또한 기술지원서비스
를 병행해 전환기에 많은 국내 연구자들이 질 좋은 논문
을 낼 수 있도록 단백체분야 발전에 힘써 왔다. 백 교수
는 단백체 주요 국제 SCI저널들의 시니어 편집인 및 초
빙 편집인 등으로 특집 저널 발간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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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승
주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
언더우드 특훈교수

함승주 교수는 국내 나노바이오 융합연구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간 질병 극복을 위한 새로운 진단·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현대 나노의학 분야의 대표적인 선
도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능형 나노하이브리드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항암 표적 치료기
술 개발에 이어 현재는 첨단 바이러스 진단기술 개발을 통
해 조류독감 바이러스 조기 검출키트 상용화에도 그 연구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함 교수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5편을 상회하는 SCI
논문을 발표했으며, 논문의 피인용 횟수는 약 2,000회
에 이른다. 또한 표지 논문·하이라이트 및 초청 해설
논문으로 선정된 연구결과는 10여 편이 넘는 등 뛰어난
연구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
아 2011년 국가개발우수성과 100선, 2012년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 2014년 과학기술진흥 유공자(국무
총리 표창)에 선정되었다. 현재 화공생명공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장을 맡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 대형 연
구 사업단을 기획 및 유치, 운영함과 동시에 보유한 특
허기술을 약 1억2천 원 규모로 기술이전하는 등 산업계
와도 긴밀한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06

안
종
현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
언더우드 특훈교수

안종현 교수는 단원자층을 갖는 그래핀, 투명한 초박막 단
결정 실리콘 반도체 등 다양한 나노소재 개발과 이를 활용
한 플렉서블, 웨어러블 전자소자 응용기술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연구 수행을 통해 세계 과학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안 교수는 현재까지 총 120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했
으며, 논문의 피인용 횟수는 15,000회에 이른다. 최근
중앙일보가 선정한 ‘논문의 질(피인용)이 높은 공학분
야 연구자’ 3위로 선정되었으며, 50여 회의 국제학회
초청강연과 다양한 국제학회 조직 위원으로 왕성한 연
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11년 한국과학기
술한림원이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과 2015년 ICT
Innovation 대상 미래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네이처 자매지인 ‘NPG Asia Materials’의 부편집장,
영국 IOP 발간 ‘2D Materials’ 및 독일 Wiley 발간
‘Advanced Electronic Materials’지의 편집위원으
로도 활동 중이다.

명
재
민

공과대학 신소재공학
언더우드 특훈교수

허
용
민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에비슨 특훈교수

명재민 교수는 반도체 나노물질 합성과 독창적인 배열법을
이용해 다양한 전자소자들을 구현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
다. 특히, 전자적 특성이 불안정해 응용에 많은 제약이 있
었던 산화물 나노물질들을 이용해 투명하면서도 유연하며,
접을 수도 있는 트랜지스터, 센서, 발광소자 등을 구현했고
‘Nano Letters’, ‘Advanced Materials’, ‘ACS Nano’ 등
의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허용민 교수는 융합 연구 분야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부
터 영상의학, 종양생물학, 나노공학을 기반으로 한 다학제
간 융합연구를 도입해 국내 나노의학분야를 세계적인 수준
으로 끌어올린 선도적 연구자다. 특히 나노 조영제의 새로
운 전략을 제시했고, 테라노스틱 나노물질의 분류체계를
새롭게 제시하면서 임상 응용 가능한 나노의학분야의 선구

명 교수는 현재까지 SCI급 논문 총 267편을 발표했으
며, 논문의 피인용 횟수는 5,000회에 이를 정도로 우
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연구와 관련된 특허를 국
내외에 50여 건 출원 및 등록했고, 기술 이전을 통해
연구결과의 실용화 측면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보여주
고 있다.

허 교수는 현재까지 SCI급 논문 총 153편을 발표했으
며, 논문의 피인용 횟수는 5,000회 이상에 이른다. 허
교수의 연구는 국가정책 홍보용 보도자료로 수차례 활
용된 바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2013년 기초연구 우
수성과 50선에 선정됐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보건
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장관상 표창을 수상하는 등 국가
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허 교수의 연
구 성과가 각종 저널의 Hot paper, Editor’s Choice,
표지 논문 등으로 수차례 선정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3년도부터 산업통상부 전자정보디바이스 산업원
천기술개발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연구를 통해 개발
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인정받아 2015년 LG 연구개발 산학협
력상을 수상했다. 현재 여러 국내외 기업체들과 산학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활발히 활
동 중이다.

자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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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원로동문 초청 행사 개최
새로이 단장한 백양로에 감탄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

원로동문 초청 행사가 지난 11월 17일 오전 10시 백양누리

있다.”면서 “동문들의 성원에 힘입어 130년 전통에 걸맞

탁 연 택(상학 42학번)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총동문회와의 공동 주최로 열

은 대학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며 원로동문들

린 이날 행사에는 정갑영 총장과 박삼구 총동문회장을 비

을 환영했다.

학창시절에는 백양나무가 쭉 늘어섰고, 신촌역까지 자갈밭이었습니다. 날마다 발전하는 모교의 모습에 감개무
량합니다.

롯해 탁연택(상학 42학번)·허도웅(의학 43학번)·심치선
(사학 48학번)·정병학(정외 48학번) 동문과 오세응(정외

박삼구 회장은 “우리 연세 역사상 가장 많은 2만2천여 동

53학번) 15대 국회 부의장, 이종덕(사학 55학번) 중구문화

문의 기부로 이루어낸 백양로는 바로 동문 여러분의 것”

재단 충무아트홀 사장, 이동건(정외 57학번) 부방 회장 등

이라며 “앞으로도 모교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드는 데

1962년 이전에 입학한 3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했다.

원로동문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원로동문들은 재학생 홍보 도우미

원로동문들이 함께 만찬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의 설명을 들으며 백양로 투어에 나섰다. 새롭게 단장한

오세응 동문의 피아노 연주와 노래를 시작으로 원로동문

백양로를 돌아보며 여기저기서 탄성과 함께 “학교에 다

들은 무대에 올라 시낭송, 가곡 등을 선보이며 오랜만에

시 다니고 싶다”는 말이 터져 나왔다.

찾은 모교에서 흥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허 도 웅(의학 43학번)
오랜만에 학교에 오니까 참 경이롭게 발전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심 치 선(사학 48학번)

이날 정 총장은 “모교는 로이터가 뽑은 가장 혁신적인 대

원로동문 초청 행사는 동문들에게 발전된 모교의 모습을

학 중 36번째로 이름을 올렸으며 올해 사법시험 사상 처

알리고 동문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03년 10월 처음 개

음으로 합격자 1위를 기록하는 등 내외적으로 발전하고

최됐으며, 이후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비오는 날 푹푹 빠지면서 오던 옛날 모습이 생각납니다. 발전하는 연세의 모습이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정 병 학(정외 48학번)
많이 달라졌습니다. 역사가 있고, 앞으로의 원대한 기억을 가진 연세가 웅비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으로 기쁘고
여러 나라를 둘러봤지만 연세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연세. 세계로 이어나가는 역사적인 대
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정 숙(영문 49학번)
굉장하고 웅장합니다. 지하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니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연세라
는 이름만 들어도 소녀처럼 가슴이 뜁니다. 내년에도 다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 희(경제 53학번)
백양로 재창조로 연세대학이 새로운 활기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추진한 정갑영 총장님 노고에 감사하고 싶습
니다.

나 일 성(물리 53학번)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했었는데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변화를 얻는다고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습
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감회가 북받쳐 오를 정도로 견
디기 어려운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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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국제대학
국내 대학 최초 Common Application 가입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열려
연세인의 마음 담아 예수 탄생 축복해

클릭 한번으로 전 세계 600개 대학에 지원
정갑영 총장은 이날 "올해 연세는 작

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가 지난 12

년에 이어 세계 100대 명문대학 순위

언더우드국제대학이 국내 대학 최초로 Common Ap-

다. 현재 Common Application을 통해 연간 85만 명

월 1일 오후 5시 30분 언더우드동상

에 들었으며, 세계 36위의 가장 혁신

plication에 가입해 올해 처음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했

의 지원자가 350만 개의 지원서를 대학교에 제출하고

앞에서 진행됐다.

적인 대학 및 세계 23위의 가장 아름

다. Common Application은 미국지역 수험생들에게

있다.

간소화된 대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으

10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크리

다운 캠퍼스로 선정되었다."면서 "이
정갑영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재학

제 크리스마스트리의 밝은 불을 밝히

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유수의 대학교가 소속돼

2016년 언더우드국제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전체 외국

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

면서 혹시 우리 곁에 어둠에 갇혀 외

있다. 현재는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중

인 지원자 중 25%가 Common Application을 통해 지

든 연세인들의 소망을 담은 크리스마

로워하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다시

국, 싱가포르 등 전 세계 17개국 600개 이상의 대학교

원했으며, 3차 전형이 실시되는 3월까지 지원자 수는

스 트리에 불이 켜졌다. 성탄의 기쁨

한 번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 가입된 통합 대학지원 플랫폼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

과 축복을 노래하는 캐럴이 울려 퍼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시간이 되었으

사들도 Common Application을 통해 각 대학의 다양

진 캠퍼스에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면 한다."고 말했다.

언더우드국제대학은 Common Application 가입으로

한 입학전형 정보를 습득하고, 입시에 필요한 서류를 직

분위기가 넘쳐흘렀다.

다양한 우수 외국인 학생들이 보다 쉽게 대학에 지원할

접 등록하고 있다. 언더우드국제대학의 Common Ap-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Common Application에서

plication 가입은 우리 대학 홍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공통 지원서를 작성하면 지원자는 클릭 한 번으로 가입

교사 및 학생들의 접근이 수월한 효과적인 플랫폼을 확

된 모든 대학교에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

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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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첫눈 내린 캠퍼스

지난 12월 3일 신촌 캠퍼스에도 첫눈이 내렸다. 언더우드 동상마저 온통 하얀 옷으로 갈아입은 설레던 그날의 전경을 사진으로 느껴보자.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정호승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어머니가 싸리 빗자루로

첫눈을 기다린다

쓸어 놓은 눈길을 걸어

첫눈을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누구의 발자국 하나 찍히지 않은

첫눈 같은 세상이 오기를 기다린다

순백의 골목을 지나

아직도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새들의 발자국 같은

약속하는 사람들 때문에

흰 발자국을 남기며

첫눈은 내린다

첫눈 오는 날 만나기로 한
사람을 만나러 가자

세상에 눈이 내린다는 것과
눈 내리는 거리를

팔짱을 끼고 더러 눈길에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그 얼마나 큰 축복인가

가난한 아저씨가
연탄 화덕 앞에 쭈그리고 앉아

첫눈 오는 날 만나자

목 장갑 낀 손으로 구워 놓은 군밤을

첫눈 오는 날 만나기로 한

더러 사먹기도 하면서

사람을 만나

첫눈 오는 날 만나기로 한

커피를 마시고 눈 내리는

사람을 만나

기차역 부근을 서성거리자

눈물이 나도록 웃으며
눈길을 걸어가자

첫눈 내리던 날 2015년 마지막 교무위원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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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제1차 아시아 이과대학장 협의회 개최

특별기고

연세대학교의 상징
‛백양로’를 산책하며

아시아 지역 내 자연과학 연구 협력체계 구축
간호대학 동창회 가을모임
이과대학(학장 박승한)은 이과대학 100주년 기념행

연과학 관련 대학들의 연구 및 교육 간 체계적인 협력체

사의 일환으로 제1차 아시아 이과대학장 협의회(Asia

계를 갖추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제2차 회의는 내년도

Science Deans’ Summit, 이하 ASDS)를 지난 11월 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매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계절이면 간호대학 동창

을 드높이고 있었다. 활짝 편 두 날개는 커다란 꿈을 품

회는 가을모임을 열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리운

고 세계를 향해 마음껏 날아보자는 듯 멋진 모습으로

선후배들을 만나 정다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등 아시아 지역 내 상위랭킹에 속해있는 15개 대학교

2015년 가을모임은 새롭게 단장한 신촌캠퍼스의 새 백

선배와 후배가 손에 손을 잡고 사랑스런 눈빛을 주고받

에서 방문한 이과대학장들이 참석했다. 또한 국내 자연

양로에서 이뤄졌다. 신입생 시절 수많은 시간을 오가던

으며 걸었던 백양로에서의 가

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 및 관련 대학장들이 자리를 빛

백양로는 자동차가 통행하지 않는 자연친화적이고 생

을모임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냈다.

명친화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다. 아름답게 단장

지금 이 순간, 또 하나의 값진

한 캠퍼스를 산책하며 마음만은 옛날 그 시절로 타임캡

추억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

슐을 타고 다녀오는 것만 같았다.

줄 것이다.

일 장기원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갑영 총장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정 총장은 “이과대학의 100주년을 기념해 ASDS를 우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며 축사했다. ASDS는 이날 회의에서 아시아 지역 내 자

14

푸르른 가을 하늘과 어우러진 백양로는 한 폭의 아름다

2015년 가을

운 그림이었다. 백양로의 독수리상은 더 높게 그 위용

간호대학 동창회장 이 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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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주요소식
연세인

한국교회를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다

다음, 한세대학교에서 순복음 교단의 신학을, 미국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단체이지만 이 목

웨스트민스트 신학대학원에서 보수적인 신학을, 그

사는 이 두 기관의 수장의 역임함으로써 분열된 한

리고 템플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철학 석사 및 박사

국 교회를 향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잘 증거

(Ph.D.)를 마친 특이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목회자

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다. 놀라운 것은 진보와 보수, 순복음과 종교철학

여의도순복음교회

이 한 사람의 신앙과 삶에 모두 녹아 있다는 점이다.

이 목사의 놀라운 행보는 2008년 여의도 순복음교

그가 지나온 다양한 학문적 수련은 여의도순복음 교

회의 2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이래 더욱 두드러지게

회라는 거대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를 온

나타났다. 그는 취임 이후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전

축하기 위한 절차였던 것 같다.

재산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재단으
로 등록시켰고, 교회예산의 3분의 1을 사회봉사, 구

이영훈 목사
(신학73학번
연합신학대학원 80학번)

이영훈 목사가 가진 광폭(廣幅)의 신앙 스펙트럼은

제, 선교활동에 사용하겠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으며

미국 베데스다 대학 총장, 일본 순복음 신학대학 총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 목사는 교회의

장의 국제적인 감각과 행정능력으로 겹쳐지면서 한

전체 예산을 외부에 전면 공개함으로써 교회 재정의

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과 한국 기독교교회협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섬기기

회(KNCC) 회장을 각각 따로 섬기는 특이한 경력까

위해 존재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목회 방향을 설

지 더해졌다. 한기총과 KNCC는 사실상 한국교회의

정함으로써 한국 목회자들의 큰 모범이 되고 있다.
이영훈 목사의 모교사랑은 늘 연세 신학 동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올해에도 송도 국제 캠퍼스에 설

일전에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세 가지

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면 그 스트레스 레벨은

립된 연합신학대학원 산하의 GIT(Global Insti-

가 발표된 적이 있다. 종합대학 총장, 종합병원 원장,

어느 정도일까? 게다가 그 교회의 첫 설립자가 조용기

tute of Theology)에 1억 원의 장학금을 쾌척하는

그리고 대형교회 담임목사였다. 대학총장과 병원장이

목사라는 카리스마적인 인물인데, 그의 후임자라면?

등 변함없는 모교사랑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제
2, 제3의 언더우드를 배출하기 위해 설립된 GIT에

겪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구성원들의 전문성에 있다고
한다. 교수와 의사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

여기 자랑스러운 연세동문이 있다. 바로 세계 최대 교

는 현재 18명의 아시아, 아프리카 학생들이 전액 장

에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속성

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영훈 목사

학금과 생활비 지원을 받으며 신학 수련을 밟고 있

을 가졌다. 그래서 대학총장과 병원장은 극심한 스트

(신학과 73학번, 연합신학대학원 80학번)다. 극심한

다. 이영훈 목사는 이들 신학 장학생들에게 매년 여

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의도순복음교회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잊지 않고 보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는 사람, 늘 신앙의 힘에서 우

내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넉넉한 웃음을 함께 보내

반면 대형교회의 담임목사가 겪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러나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삶의 지침으로 삼

주었다. 이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선교 선물을

구성원의 자발적 구성 때문이다. 교회에서 나가겠다

고 살아가며 대한민국 기독교의 상징적인 인물로 활

받은 GIT 학생들 중 장차 본국의 이영훈 목사가 탄

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오겠다는 사람을

동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동문이다.

생할 것이라는 큰 희망을 품게 된다.

막을 수단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발적

16

구성원들 가운데서 영적인 리더십을 유지해야 하는

그의 경력은 화려하다. 우리 대학교 신과대학과 연

것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몫이다. 그런데 그 대형교

합신학대학원에서 에큐메니칼 신학의 수련을 쌓은

글 김상근 신과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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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치료제
아테미시닌 연구 30년

똥쑥을 실험 재배했는데, 여기에서 아테미시닌
을 추출해 WHO에 계약 공급하고 있었다. 이 쑥
은 노란 꽃이 피며 우리나라에도 자생하나 예부
터 불쾌한 냄새 탓에 식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았
다. 또한 미국 우주선에 실려 우주정거장 내 무
중력 상태에서의 대사변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정만길 교수(화학과)

된 식물 중 하나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은 개똥쑥(黃花蒿 : 황화호)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
인 아테미시닌(Artemisinin)을 발견한 투유유(Tu, Youyou) 교수와 기생충
치료제 애버멕틴 발견자 일본 사토시 오무라 교수, 이의 추가 개발자인 미국

1980년대 말 필자의 초기 연구는 개똥쑥에서 대

윌리엄 켐벨 교수 등 3인에게 공동으로 돌아갔다. 특히 투유유 교수의 노벨

량 추출되나 약효가 전혀 없는 생전구체 ‘아테미

상 수상은 여전히 말라리아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그에 대한 관

시닉산(Artemisinic acid)’을 원료로 한 아테미

심과 치료제 연구가 미비한 오늘날 우리에게 말라리아에 대한 관심을 촉구

시닌 전환 합성 연구였다. 1990년 2개의 아테미

하고 있다.

말라리아의 역사

WHO가 2014년 발표한 말라리아 감염지역. 색깔이 있는 국가는 말라리아 감역
지역으로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다. 특히 빨간색 표시 국가가 열대성 악성 말라
리아 감염지역으로 아테미시닌으로 치료 가능하다.

저널(J. Org. Chem. & J. Med. Chem.)에 발
표했다. 이후 아테미시닌 관련 국제 SCI 논문을
20편 이상 발표했다.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말라리아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갔다. 알렉산더 대왕, 링컨 대통령의 아들 윌리엄이 그 중 하나이며, 세종

힘쓰고 있지만 백신의 개발은 어려울 뿐 아니라 매우 더

의 모후인 원경왕후도 이 병으로 희생됐다고 한다. 말라리아는 남북전쟁

디게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현재 열대성 악성 말라

국내에서도 삼일열(Plasmodium vivax라는 원충이

이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참전 군인들을 괴롭혀 맥아더 장군은 “일본

리아 퇴치를 위한 유일한 치료제는 아테미시닌이다. 그

발병시킴)이라는 말라리아는 현재 경기 강원 북부지역

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라리아” 라고 말했다. 월남전에서는 약 80만 명

러나 이마저도 약값이 매우 비싸 UN과 선진국들의 도

에 매년 2,000명 이상 자연 발생하고 있다. WHO 발표

의 미군들이 말라리아로 고통 받았다.

움 없이는 아테미시닌 공급을 통한 저개발국 환자들의

에 따르면 2013년 북한 지역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매

치료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년 15,000명가량 자연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서는 환자 수가 매우 적어 비교적 관심이 없는 질병인

오늘날에도 말라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이

18

시닌 관련 미국물질특허를 등록하고 이를 미국

며, 앞으로도 퇴치가 가장 어려운 질병이 될 수 있다. 1970년대

아테미시닌 연구 30년

초까지만 해도 말라리아 치료제 키니네(Quinine)가 있었기에

1971년 중국 중의학연구원 투유유 교수는 개똥쑥으로

퇴치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의 아열대성 악성 말라리아는

부터 추출해 발견된 아테미시닌을 발표했으나 중국어

기존 치료제에 대한 내성이 커져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우리

로 되어 있어 서방에 알려지지 않았다. 투 교수는 지금

나라를 비롯해 선진국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까지 발표한 아테미시닌 관련 논문 33편 중 2편을 제외

도 100여 개 이상 나라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 31편을 중국어 저널에 발표했다. SCI논문은 단 한편

전 세계 인구의 40%가 말라리아 감염지역에 살고 있다.

도 발표하지 않았다.

매년 3억~5억 명 이상이 말라리아에 새로이 감염되고 있고, 그

서방에서는 1984년 필자가 미시시피대학교 의약화학

중 150만 내지 27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

과에 부임하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아테미시닌 연구

(WHO)를 비롯해 빌 게이츠 등 많은 이들이 말라리아 백신 개발에

가 시작됐다. 당시 학교 약초원에서는 서양 최초로 개

황화호(개똥쑥)

아테미시닌의 화학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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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에 정부의 연구지원도

치료약도 시간이 지나면

1,600년 전 기술된 동진시대 고문헌인 주후비급방(肘

향후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인기 있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내성이 생기므로 다른 분

後備急方)에서 보물지도에 해당하는 열병 치료제 기록

연구 분야보다는 희귀약 분야 혹은 궁극적으로 인류

자구조의 신약후보분자가

을 찾아 현대 화학기술인 분석법과 분자구조 결정을 통

복지에 크게 기여할 최초의 원천 연구 분야에 선택 집

20년 전 미시시피대학교

다시 필요하게 되는데, 내

해 아테미시닌을 발견하면서 금년도 노벨의학상을 받

중할 필요가 있다. 과학 기술선진국들의 엄청난 연구

에서 연세대로 이전한 필

성을 피할 분자의 새로운

게 된 것이다.

지원과 우수한 연구 인력이 수반되는 기존 인기 연구

자는 기존 항말라리아 연

구조를 발견하는 데는 무

구와 더불어 정부로 부터

한한 구조적 다양성을 품

노벨상 전략

연구비 지원을 받기 위해

고 있는 자연만한 금광이

박대통령은 지난 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을 꿈꾸며

아테미시닌을 원료로 한

없다. 이를 통해 신약 발견

2025년까지 노벨상 후보가 될 수 있는 톱클래스 과학

필자는 지난 30년간 연구한 아테미시닌 분야에서 최

에 드는 엄청난 비용과 10

자들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과학자의 연구 목

초 발견자인 투유유 교수에게 노벨의학상이 주어진 것

년 이상의 개발 시간을 획

표가 상을 받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연구에 한없는 기

에 큰 만족과 보람을 느낀다. 아울러 향후 한국에서도

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쁨과 보람을 느끼며 일생 동안 천직으로 삼고 노력하면

노벨과학상이 나올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이에 대한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연구 결과가 많은 인류

희망을 걸어본다.

새로운 항암제 발견과 개
발에 몰두했다. 이는 정

버드나무

주목나무

부 연구지원 정책 방향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

분야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 아테미시닌을 원료로

현재 정부의 연구비 지원

의 삶을 가난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때 비

글리코당과 결합된 하이

규모나 국내 제약사들의

로소 노벨상이 주어질 수 있다.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해

현재 말라리아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북반구로 이동하

빈약한 매출력 및 연구투

서는 심오한 자연현상의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는 것에

고 있다. 악성 말라리아의 한반도 유입 가능성에 대한

적으로 치료제가 없는 구

자력 등 국내 사정으로 볼

서 나아가 그 연구 결과가 인간의 평화, 복리 증진에 크

향후 의료 및 연구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미국이 지

강암 치료후보분자로 특허등록했다.

때 명실상부한 글로벌 신

게 기여해야 한다. 투유유 교수의 노벨상 수상은 아테미

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말라리아 치료제 연구를 계속

약개발은 매우 어렵다. 따

시닌 발견 자체보다는 이 천연 약물이 매년 수백만 명에

하는 까닭은 말라리아 지역의 해외 파병과 지구온난

천연물로부터 신약 개발하기

라서 지금으로서는 천연

달하는 저개발국 어린이의 생명을 악성 말라리아로부

화에 따른 말라리아의 미국 내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현재 1,200종류에 달하는 세계 임상약의 92%는 분자

물을 기원으로 한 신약후

터 구하는 인류 구제의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둔 것이다. 이밖에도 저개발국 내 빈곤한 환자들의 치

량 1,000 미만의 작은 분자로서 그 기원은 천연물인 약

보분자의 발견 혹은 유도

료를 위해 아테미시닌보

체합성 후 임상 1상을 거

다 경제적인 저가의 말라

브리드를 합성해 전 세계

아스피린

용식물, 미생물로부터 발견해 유도체화하거나 합성해

택솔

개발됐다. 천연물은 수천 년간 이미 임상적으로 안전

친 신약후보분자를 해외

과 약효가 입증되었기에 현대 과학적 연구를 도입해 유

글로벌 제약회사에 기술이전(라이센싱 아웃)함으로써

효성분을 분리하고 구조 확인, 작용기작과 임상을 통한

추후 기술료 수입을 얻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

독성 및 효능을 확인해 상품화한 것이다. 독일 바이엘

가능한 신약 개발 전략이 될 수 있다.

2015 - 노벨의학상

요구된다.
오늘날에도 “과학을 통해

사가 버드나무껍질에서 진통성분을 분리해 유도체 합
성으로 110년 전에 개발한 것이 아스피린이다.

20

리아 치료법 개발이 향후

인류의 4대악 - 질병, 가
국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의학과 의약학 간의 상호

난, 전쟁, 무지를 제거해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

야 한다.”는 마담큐리의

20세기 원더 드럭(wonder drug)중 하나인 페니실린을

다. 두 분야가 협조할 때 신약 발견 및 개발에 대한 시

말은 모든 과학기술자,

비롯해 주목나무에서 처음 추출한 여성암 항암제인 택

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서양에서는 이러한 공동연구

의학자, 약학자들의 숭

솔 등 그 기원이 자연이 아닌 의약품이 거의 없다. 신약

가 불가능하므로 우리로서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개발의 지름길은 천연물인 셈이다. 현재 아무리 뛰어난

투 교수의 아테미시닌이 좋은 본보기 중 하나다. 그가

아테미시닌 발견자
투유유(屠呦呦)교수

고한 의무를 일깨워 주고
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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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소통하며
최고의 신학자를
양성하는
연합신학대학원

김상근 신과대학 학장 겸 연합신학대학원장

신학자 중 약 25% 이상이 연합신학대학원 출신이었습

는 종합대학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

니다.

학교들이 신학대학(Seminary)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학 외 학문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연합신학대학원은 ‘에큐메니칼
신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연합신학대학원은 연세대학교 내에서 일반 학문
분야와 함께 학문적 자극과 도전을 주고받으면서 성장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신학대학원이 위치한 신학관
건물은 문과대학과 법과대학 사이에 있습니다. 문사철

신학계에서 ‘에큐메니칼(Ecumenical)’이란 말은 ‘초교

(文史哲)을 연구하는 문과대학과 법전의 텍스트를 해

파’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하고 적용하는 법과대학 사이에 놓여 있는 연합신학

은 한 개의 교파나 교리를 따르지 않고, 기독교 복음의

대학원은 이들 일반 학문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시도

본질적인 특징과 모든 교단이 함께 지향하는 복음의 초

해야 합니다.

월성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합신학

연합신학대학원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은 다양한 교단적 배

우리 연합신학대학원의 인재상은 물론 탁월한 신학 연

경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의 구성도 다양합니다. ‘에큐

구자입니다. 그러나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연구하는 신

연합신학대학원(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메니칼 신학’이란 뜻은 ‘진보적인 신학’이라는 의미도

학은 일반 학문으로부터 고립되거나 대화가 단절된 학

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신학 전문대학

포함됩니다. 주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진영을 ‘복음

문이 아닙니다. 넓은 세상 학문과 교류할 수 있는 열린

원입니다. 1964년에 설립된 연합신학대학원은 세계교

주의 신학’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마음을 가진 신학 전문 연구자를 배출하는 것이 연합

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가 한국의 신

한국에서는 보수적인 신앙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

신학대학원의 목표입니다.

학 고등교육을 위한 기금을 출연함으로써 출발하게 되

문에 가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신학이 진보

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각 신학대학에서는 학부생들에

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

게만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교수요원으로 양성할 전

다. 연합신학대학원의 교수진이나 학생들의 신학적 방

문 신학대학원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향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있으며, 그 점에서 다른

한국 기독교의 위기와 함께 연합신학대학원도 큰 도전

세계교회협의회는 신학석사(Master of Theology)와

신학교육 기관과 차별화됩니다. 다양한 신학적 입장이

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의 지속적

신학박사(Doctor of Theology) 과정을 한국에 신설하

함께 공존하며 학문적 대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진보적’

인 탈(脫)교회 현상과 맞물려 신학 교육은 장차 큰 어

기 위해 우리 대학교 신과대학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이라는 획일적인 평가는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습

려움에 직면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신학의 지나친 전

한국 신학계를 주도하던 우리 대학교 신과대학 교수들

니다. 최근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에서는 교파적인 특

문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학문으로 출발

을 중심으로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신학교에서 파견

징이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고, 신학은 새로운 도전에

했던 신학이 전문 학술지 위주로 평가되는 교수 평가

된 교수들이 함께 연합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직면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은 이처

시스템 때문에 신학의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 ‘연합신학대학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으로

럼 변화하는 교회와 신학의 변화를 선도해야 하는 책임

교회와 단절된 신학 연구가 계속 심화되면서 기존의

신학 석·박사 과정이 개설되자 각 교단 신학교에 소속

을 지고 있습니다.

교회나 목회자들이 공공연하게 신학 교육의 무용론에

되어 있던 우수한 학생들이 연세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련받게 되었고, 이 학생들은 지금 각 교단 신
학교에서 중견 교수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22

연합신학대학원이 직면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빠져 들고 있습니다.

연합신학대학원의 인재상은
무엇입니까?
연합신학대학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연세대학교라

연합신학대학원은 최고 수준의 학문적 연구를 지향하
면서도 교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제공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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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교목실

연합신학대학원은 5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신과대학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설

니다. 특히 서양의 인문학적 전통

목사님들이 연합신학대학원에 소속되어 있어 교수 요

은 올해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연

교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은 플라톤과 기독교 신학의 결합

원이 충족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세 신학 공동체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본부의 특별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순수한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

지원을 받아 송도 국제 캠퍼스에 ‘Global Institute

게 복음의 가치를 전하겠다고 결심

학원 교수진은 11명에 불과합니다. 향후 5년부터 70

of Theology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제2, 제3의

했습니다.

년대 학번 교수님들 몇 분이 연달아 정년 은퇴를 하시

언더우드를 우리 손으로 배출해 외국에서 온 학생들

게 됩니다. 신학 학문 분야별로 탁월한 학자를 순차적

을 그들의 모국으로 돌려보내자는 야심찬 프로젝트입

지금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

으로 선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니다. 2015년 개설된 GIT에는 현재 제3세계 출신 외

기는 기독교 언어의 고립화 현상 때

국인 학생 18명이 첫 해 공부를 마쳤고, 이 학생들에

문입니다. 교회의 언어를 세상 사람

연합신학대학원의 비전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궁금합니다.

게는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와 식비가 지원되고 있습

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와 신

니다.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학이 세상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라

인 소통을 위해서 EBS 인문학 특

130년 전에 품었던 꿈을 다시 연합신학대학원이 꾸고

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강이나 KBS나 SBS와 같은 공중

연합신학대학원은 7~80년대에 황금기를 보냈습니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연합신학대학원은 GIT를

래서 교회 밖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

파를 적극 활용하고, 다수의 단행

다. 당시 연합신학대학원을 이끌어 가셨던 선배 교수

통해 우리 학교 설립자의 그 원대했던 꿈을 세계로 돌

를 위해서 인문학(Studia Humanitatis)을 선택했습

님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성서신학, 조직신학, 교

려 드릴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130년 전에 품었던 꿈을 다시
연합신학대학원이
꾸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연합신학대학원은
GIT를 통해
우리 학교 설립자의
그 원대했던 꿈을 세계로
돌려 드릴 것입니다.

을 통해 보편적 가치(Idea)를 추
구해 왔습니다. 저는 인문학이 기
독교와 세상의 접촉점(Point of
Contact)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
습니다. 인문학 강의는 세상을 향
한 저의 설교입니다. 세상과 소통
하겠다는 저의 간절한 신학적 작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

본을 발간하며 세상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 실천신학의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연합신학대학원에 기라성처럼 포진해 있
었습니다. 이 분들이 한국의 신학계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그 영향력은 쇠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신학대학원의 비전은 그 황금기의 영광과 신학
연구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대학원장님은 인문학 강연과
저술로 한국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전공하신 신학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은 교회의 학문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도 저의 신

일은 저를 포함한 소속 교수님들이 분발해서

학 연구가 교회와 목회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

탁월한 연구 결과는 내는 것이고, 또 최고의

니다. 연세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된 후 저는 미력이

신학자를 연합신학대학원에 모시는 일입니

나마 최선을 다해 교회를 위한 신학을 연구하고

다. 대학은 학문 공동체이고, 학문은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

최고의 연구 능력을 가진 석학에 의해

의 신학 연구 논문이나 저술에 대해서 한

발전하게 됩니다. 뛰어난 스승이 있
는 곳에 뛰어난 학생들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국 교회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신학자들만 돌려 보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
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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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우 교수팀,
초경량 ‘그래핀
에어로겔’ 개발 성공

글로벌융합공학부 오정우 교수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히, 탁월한 전기 전도도를 가진 초경량 그래핀 에어로겔

본 연구 성과는 재료과학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어드밴스

문인규 연구원 팀이 공기만큼 가벼우면서 높은 전기 전도

은 기존의 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바인더 재료로 제

드 펑셔널 머티리어스(Advanced Functional Materi-

도와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그래핀 에어로겔(Graphene

조된 탄소 기반의 슈퍼커패시터 혹은 리튬 배터리 전극들

als)’ 12월 2일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aerogel)을 개발했다.

과 비교했을 때 그래핀의 넓은 표면적과 3차원으로 연결
된 다공성 채널로 인해 우수한 에너지 저장 소재로의 활용

한편 오 교수팀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다공성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은 세상에서 가장 얇은 2차

및 높은 다공성으로 인하여 단열 특성뿐만 아니라 높은 전

비표면 조절과 전기 전도도 상관관계 및 도핑 물질 제어를

공기만큼 가볍고 전기 전도도와
신축성 뛰어나

원 탄소 원자 두께를 갖는 나노 구조체로 전도성이 뛰어나

기 전도도로 인하여 전자파 차폐로도 가능성이 있다.

통한 에너지 저장 전극 소재를 후속으로 연구하고 있어 앞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어스’ 표지		
논문으로 게재

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소재다.

차세대 전자·광학·바이오 유연소자 개발에 핵심 역할

으로의 연구 성과가 기대된다.
오 교수는 “그래핀 에어로겔은 다양한 원자 도핑 가능성
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독특한 전기적-기계적 특성과 열

오 교수팀은 기존 공정에 간단한 환원제를 이용해 평방 센

적-화학적으로 안정함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다차원

티미터당 밀도가 2.32mg으로 매우 가벼운 3차원 다공

연료전지 혹은 에너지 저장용 전극 소재로의 획기적인 소

성 그래핀 에어로겔을 합성했다(참조 : 공기밀도는 1.22

재 설계 및 합성 방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mg·cm3). 나아가 그래핀 에어로겔이 높은 표면적, 우수

“해상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 시 재활용이

한 전기 전도성, 화학적·기계적 안전성 때문에 다양한 분

가능한 유류 제거용으로도 이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야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오정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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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석 교수팀,
세계 최대 규모
실험용 흰쥐
유전자 네트워크
MouseNet 개발

이인석 생명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바이오 빅데이터 분

준의 실험용 흰쥐 유전자 네트워크(MouseNet, 그

유전자 네트워크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학 빅데이터를

석 기술을 이용해 실험용 흰쥐의 시스템생물학 연구

림)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또한 이번에 새로 개발된

통계와 정보처리 기술로 분석 통합해 유전자들 간 기

에 유용한 대규모 유전자 네트워크를 개발했다. 실험

MouseNet을 이용해 흰쥐 유전자들에 대한 예측이

능적인 상호관계를 유추하고 이들을 SNS와 유사한

용 흰쥐는 인간과 유사한 생리현상과 유전체를 지니고

90% 이상 가능하며 기 발표된 흰쥐의 유전자 네트워

네트워크로 표현한 시스템생물학 모델이다. 시스템생

있어 인간 질환 연구의 실험용 동물로 가장 많이 사용

크들보다 질환연구에 월등히 향상된 예측력을 보임을

물학의 발전으로 다양한 생물 종들의 유전학 연구뿐

되고 있으며 질환의 원인 유전자 기능 연구에도 크게

규명했다.

만 아니라 인간의 질병 연구에서도 이런 네트워크를

기여하고 있다.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시스템생물학 연

MouseNet

28

사용하면 기존의 방법으로 찾지 못한 중요한 기능 발

구를 흰쥐 모델동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흰쥐

연구팀은 이러한 예측 기반의 생물학 연구 시스템을

견이 가능하다. 이인석 교수 연구팀은 이전에도 인간

유전자 네트워크의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인터넷 기반의 웹서비스로 개발해 우리 대학 내에 위

의 유전자 네트워크인 HumanNet을 개발해 발표한

치한 서버(http://www.inetbio.org/mousenet)를

바 있다.

이인석 교수와 주저자 김이루 박사과정 학생은 공공

통해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7만여 개의 DNA Chip 빅데

이번에 개발된 실험용 흰쥐의 시스템생물학 모델로 인

한편, 본 연구 결과는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뉴클레

이터와 2,000여 생물 종의 게놈 정보, 일만여 개의 단

해 많은 연구자들이 질환연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

익 액시드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 온라인

백질 상호작용 빅데이터를 분석 통합해 세계 최고수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판에 최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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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캠퍼스
소식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표창원 범죄과
학연구소 소장의 특강을 열었다. 건강
하고 좋은 사회’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
는 표 소장은 현재 표창원범죄과학연구
소를 운영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범죄심
리학 프로파일러로 활동 중이다.

홍용표 장관

이날 표창원 소장은 ‘인간 심리와 범
죄‘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설

우리나라를 들썩였던 범죄사건과 범죄

홍용표 통일부 장관 특강

명하며 “상대가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

자들을 소개하며 프로파일러로서의 삶,

●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를

라는 믿음에서 신뢰가 시작될 수 있다.”

공감능력과 자기 컨트롤의 중요성 등을

고 말했다. 그는 “그냥 넘어가고 덮는 것

설명했다. 나아가 일탈, 범죄 등에 빠지

동서문제연구원 리더십센터(소장 이

으로는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힘들

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충분한

정훈)는 지난 12월 3일 오후 2시 과학관

다.”면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신뢰를

기쁨을 느끼고 만족감을 공급할 수 있

111호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쌓는 것을 강조했다.

는 능력, ‘감수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로

그는 또한 단지 통일만을 바라볼 것이

질의응답 시간에는 프로파일러로서

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국제학 대학원

아니라 통일 이후를 꿈꿔야 한다고 말했

의 삶, 범죄에 관련 된 법 등에 대한 질

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홍 장관

다. 통일을 ‘비용’과만 연결 짓는 세태를

문이 쏟아졌다. 표 소장 인생의 목표,

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국

안타까워하며 ”비용 문제는 정부에 맡기

가치관을 묻는 질문에 “삶의 제 1막은

위한 맞춤형 취업 특강을 제공했다. 송

18일에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모의

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고 젊은이들이 통일을 더욱 꿈꿨으면 좋

정신없이 앞만보고 달려왔다. 제 2막이

호준 차장은 기업체의 관점에서 외국인

면접 및 자기소개서 첨삭’ 세션이 진행

오리건대학교 교환교수, 한양대학교 정

겠다.“고 당부했다.

라고 생각되는 지금부터의 삶을 주도적

채용과 한국 특유의 기업 문화를 설명하

됐다. 총 10명의 외국인 재학생들이 입

치외교학과 교수를 역임하며 후학 양성

며 취업에 필요한 전략과 노하우를 강의

사 서류 및 면접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

에 매진해 왔다.

국제처는 외국인 재학생들의 국내외

했다. 또한 김태균 책임은 서울글로벌센

을 수 있었다. 실내건축학을 전공하는

특히 홍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통로 개

한국 기업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커리

터에서 지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취업박

한 중국 유학생은 “1:1 컨설팅을 통해 다

설, 동질성 회복 등에 주목하며 ‘대북 정

어 멘토링 데이 행사를 지난 11월 17일

람회, 취업비자, 장학금 제도와 관련된

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정말 필요

책의 진화’를 강조해 왔다. 또한 그동안

과 18일 양일간 글로벌라운지에서 개최

정보를 제공했다.

한 조언과 세심한 코칭을 받은 것 같다.”

일회성에 그쳤던 ‘대북지원’에서 벗어나

며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개발 협력 차원의 ‘민생 협력’을 이루기

국제처, 외국인 재학생들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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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을 진행했다. 우리 대학교 정치외교

했다. 우리 대학교에는 현재 학부 과정

이날 행사에는 총 61명의 외국인 재

과 대학원 과정을 통틀어 약 1,80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으며 설문 결과 두 강의

외국인 재학생들을 위한 본 취업 지원

외국인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번 행

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행사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매학기 1회

사는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연세대학교

특히 송호준 차장의 특강에 대한 만족도

씩 국제처에서 주최하고 있으며, 이번

이날 홍용표 장관은 사진과 함께 2015

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는 94%에 이르렀다. 한국학협동과정에

2학기 행사를 위해 일반대학원이 후원

년 발생했던 남북의 긴장, 남북고위자접

국내외 소재 한국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재학 중인 한 몽골 유학생은 “외국인 학

했다. 국제처 관계자는 “이 행사를 지속

촉, 이산가족 상봉 등을 소개하며 남북관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생들의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

적으로 개최해 외국인 학생들의 국내 취

계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행사에는 서울글로벌센터 김태균 책

보를 얻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며

업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

“도발을 줄이고 대화, 협력, 통일로 가기

임과 아모레퍼시픽그룹 송호준 차장(글

“취업 준비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

역량을 높여 외국인 학생들의 자신감과

위한 길을 만들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로벌HR팀)이 참석해 외국인 학생들을

같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경쟁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소로 ‘국민의 합의’를 꼽았다.

으로 살아가고 싶다.”며 “궁극적인 목표

●	우리나라 최초의 범죄심리학 프로파
일러 표창원 소장 특강 열려
한편 리더십센터는 지난 11월 26일

를 세우기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기여하
며 살아가고 싶다.”고 답하며 강의를 마
무리했다.

위한 다각도의 논의, 평화통일에 대한 비
전 등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

표창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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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문 앞에 설치된 페달을 가격해 문이
열리게 하는 등 다양한 출입문들이 제시
됐다. 발표회에는 김효성 시설처장, 토목
환경공학과 임윤묵 교수, 장애학생지원센
터 전용관 소장, 건축공학과 성주은 교수,
4

해 발표와 시연회를 보며 실제 우리 대학

자연-생명의 빛

1

2

는 지난 11월 21일 새롭게 단장한 백양

저녁 6시 30분 루스채플에서 열릴 예정

로 주변에서 ‘제2회 난치병 환아 돕기

이다. 본 예배는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및 장학금 마련 바자회’를 개최했다. 각

캐럴 축제로 1918년 케임브리지 대학 킹

11월 25일 신과대학 학장실에서 서양

대학원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물품을 기

화가 양화정 작가의 작품 3점에 대한 기
증식이 열렸다. 현재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양화가 양화정
신과대에 소장품 기부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주희 연구원이 참석

1

미래교육원, ‘2015 연세코웨이 리더십 아카데미’
수료식 거행 4

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

을 가졌다.

습을 경험하는 학습자 중심의 적극적 학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고민해 제작한

습 방법인 ‘프로젝트 기반 서비스 학습

출입문은 실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

미래교육원은 코웨이와 함께 운영하는

(Project Based Service Learning)’의 일환

해 보이지만, 장애학생들의 불편함을 함께

스칼리지 채플에서 시작된 이후 전 세계

‘2015 연세-코웨이 리더십 아카데미’ 수료

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학내 장애학생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돋

증 받아 바자회에 동참했으며 이를 통

적으로 크리스마스이브에 행해지는 전통

식을 지난 12월 2일 진행했다. 정갑영 총

들을 위한 출입문 개선’이라는 하나의 주

보이는 프로젝트였다.

해 총 650만 원의 기금이 모였다.

적인 음악예배다. 한국에서는 1990년 연

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코웨이 임직

제를 가지고 토목, 전기, 도시공학 등 다양

강소연 교수는 공학 분야에서 서비스

세대학교회에서 처음 시작됐다.

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 전공분야로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실시

러닝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엔지니어가

했다.

실험실에서 기술적 문제만 고민하기보다

초대작가인 양화정 화가는 2012년 국제

한편, 김성한 회장은 지난 12월 10일

아트페어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

오후 3시 30분 백양누리에 위치한 대외

집례/조재국목사, 파이프오르간/곽동순교

‘연세-코웨이 리더십 아카데미’는 미래

국미술대전에서 수차례 입상한 바 있다.

협력처장실에서 바자회를 통해 조성한

수, 지휘/김혜옥교수, 합창/연세대학교회성

교육원 최초의 산학협동프로그램으로서

우리 대학의 장애학생들 중 휠체어를

는 사회적 리더십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

이번에 기증한 작품은 ‘자연-생명의 빛

기금 총액을 전달했다. 이날 기금전달

가대, 문의/연세대학교회(2123-7360)

지난 2012년 시작된 이래 정갑영 총장, 김

이용하면서 손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학생

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프로젝트

(162.2 x 130.3cm)’으로 2003년 이형회

식에서 엄태진 대외협력1팀

동길 교수, 이성호 교수, 이두원 미래교육

들은 건물이나 강의실 출입문을 혼자 열

수업에서 학내 장애학생들의 문제를 해

작품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자연에서

장은 “대학원 연합회의 참여

원장 등의 명강의를 통해 미래교육원의

고 닫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현

결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

생성되는 이미지와 감성을 반추상으로

와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대표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재 우리 대학은 학내 강의동의 주출입문을

다.”고 말했다.

표현한 100호 크기의 작품으로 씨앗부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바자회

이날 정 총장은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것을 장기

결실을 맺는 자연의 순환과정을 단계별

를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사

에게 연세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며, 배움

적인 개선과제로 계획하고 있다.

로 표현했다.

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

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코웨이가 되길 당

그러나 학내 모든 강의실의 출입

마련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

부했다.

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것은

양화정 작가는 “남편인 노용욱 동문
(신학 67학번, 기도스쿨 대표)의 제안으

3

이에 이번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었다.”면서 “연세대 학생들이 좋은 작품
을 즐기고 감상하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
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증된 작품은 신
학관 내에 전시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회
크리스마스이브
음악예배 3
● 말씀과 캐럴 페스티발

대학원 연합회, 난치병
환아 위한 바자회 개최 2
제22대 대학원 연합회(회장 김성한)

5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다.”고 말했다.

로 소장 작품을 연세대에 기부하게 되

32

해 의도적으로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서

학내 장애학생들을 위한
출입문 개선 5

과학적 원리를 적극 활용해 문제
를 해결하고자 했다.

●	강소연 교수의 ‘지역사회를 위한

총 6팀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창의설계 프로젝트’ 수업 발표회

총 집합한 결과물을 발표했다.

공과대학 강소연 교수(공학교육혁신센

밀어서 연 문이 자동으로 닫히

크리스마스이브 음악예

터)의 ‘지역사회를 위한 창의설계 프로젝

는 원리를 활용해 문 아래에 바

배 ‛말씀과 캐럴 페스티발(A

트’ 수업 발표회가 지난 12월 2일 오후 3시

퀴를 달기도 하고, 도어 클로저

festival of 9 Lessons and

제1공학관 222호에서 열렸다.

를 반대로 달아서 안쪽으로 열

Carols)’이 오는 12월 24일(목)

본 프로젝트는 학습자가 프로젝트를 통

리는 원리를 이용한 문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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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트 비어만 현대차
부사장 초청 강연 2
● 고성능 브랜드 N의 비전
경영대학은 지난 11월 17일 오후 4시
경영관 용재홀에서 현대자동차 알버트
비어만 부사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1

‘Vision of N’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글로벌 MBA ‘마힌드라
워 룸’ 대회 출전 1

강의는 현대자동차가 최근 발표한 새로

있느냐”는 질문에 콘서트홀을 예로 들며

의 당원구조가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이

공과대학 내 그린기술연구원 출범 이후

략의 현실성을 묻거나 학생들의 논리적

운 브랜드 ‘N’을 주제로 진행됐다. N은

“모든 구성요소가 완벽해야 좋은 소리를

라 전망했다.

‘에너지, 유동 및 연소해석’ 강의에 이어

허점을 지적하기도 하여 열띤 토론이 진

BMW의 M, 벤츠의 AMG에 대응되는 고

담아낼 수 있다.”는 비유로 답변해 학생

행됐다.

성능 차량(High Performance Vehicle)

들의 공감을 얻어내기도 했다.

진 교수의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다양

두 번째로 기획됐다. 특히 공학이 “인류

한 토의 의제를 제시하며 의견을 나눴다.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브랜드로서 2017년 양산 개발을 목표로

한국의 정치인 불신과 선거제도에 대한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으

하고 있다.

단점을 고찰하고, 의식 있는 국민들이 정

로써, 의공학 관련 공학기술의 발전과

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대의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증진하고자 마

민주주의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을 다시

련됐다.

글로벌 MBA 학생들이 ‘마힌드라 워

대회 결과, 쌍용자동차가 노동자 효율

룸(War Rom)’ 결승전 참여 티켓을 놓고

성 개선 방안을 제시한 KYST팀(팀원 리

열띤 경쟁을 펼쳤다. 지난 10월 29일 경

동커, 조엘 암람, 마코 나크리, 신세원)이

BMW의 고성능 브랜드 M 연구소장

영관 103호에서 열린 대회에서 총 6개팀

우승을, VOTP 팀(팀원 알렉산드라 코스

을 역임한 알버트 비어만은 최근 현대

동서문제연구원, ‘정치와
기업 연구회’ 특강 열어 3

이 4시간에 걸쳐 실력을 겨뤘다.

티아, 파라 자라데, 다나 쿠샤리, 나단 무

차의 N브랜드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됐

●	공천 방식 변화를 통한 한국 대의

‘마힌드라 워 룸(War Room)’은 마힌

네제로)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우수

다. 그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던 유년

민주주의 불신 해소 방안 강구

드라 그룹이 지난 2008년 이후 실제 경

발표자는 KYST팀 소속의 마코 나크리에

기 시절에 대한 회고부터 BMW에서 31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이연호)은 자유경

영환경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게 돌아갔다. 우승팀과 준우승팀에게는

년간 근무하면서 고성능 브랜드 M의 개

제원(원장 현진권)과 공동으로 지난 11월

위해 진행해 온 프로젝트로 인도 외의

각각 1000불과 750불의 상금이 주어졌다.

발 과정에 참여한 경험과 최근 현대차

16일 새천년관 국제회의실에서 정치와 기

그린기술연구원, 튜터리얼
강연 개최 4

MBA 학생들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우

더불어 우승팀은 인도 뭄바이에서 11

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

업 연구회 11월 정기회의를 실시했다. 경

● 생체소재 및 소자를 주제로

리 대학이 처음이다. 마힌드라 그룹은 지

얼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본선 대회에 참

기를 들려줬다.

영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을 아우르는

난 3월 우리 대학 경영대학과 교육 부문

가했다. 본선에는 총 23개 팀이 참가했으

현대차 N 브랜드 론칭 준비 과정을 설

학계 인사 및 전직 정치인 등이 참석한 가

오는 1월 27일 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

며 우리대학 팀은 4개 조로 나뉘어 진행

명하는 부분에서는 자동차의 기술적인

운데 정치외교학과 진영재 교수가 ‘한국

2공학관 B201에

번 대회는 협력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된 준결승에서 조별 상위 2개 팀에게만

내용이 많았는데 비어만 부사장은 경영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소고’를 발표했다.

서 생체소재 및

이날 글로벌 MBA 학생들은 쌍용자동

주어지는 결승 티켓을 얻어냈다. 결승전

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진 교수는 이코노미스트 등 세계 정치

소자를 주제로

차를 위한 전략적 솔루션을 발표했다. 쌍

에서 온라인을 이용한 쌍용차의 해외 진

것을 우려하며 쉽게 설명하려 노력하는

평가기관의 지표를 거론하며 한국에서

튜터리얼 강연을

용자동차 임원, 경영전문대학원 임수빈

출 전략을 제시했으나 아쉽게도 최종 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상세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개최한다. 본 강

교수가 심사위원을 맡았다. 쌍용차 측에

승에는 오르지 못했다.

연구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개발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

연은 생체소재

책임자로서 자신감을 어필했다.

찰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치

및 생체소자를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이번 시간에는 생체소재 및 소자 분
야의 외부 전문가 3인의 릴레이식 강연

그린기술연구원(원장 손현철 교수)이

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임원진 역시 각

대회에 참가한 마코 나크리 학생은 “인

팀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적극적인 반응

도 MBA학생들이 3달간 대회를 준비한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된 강연 이후에

적 무관심과 투표 동원과 같은 기존 하향

이용한 다양한

을 보였다. 기업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본

것과 달리 연세대 팀은 2주 밖에 준비할

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N 브랜드

식 공천제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오픈

의공학적 응용

3

쌍용차의 문제를 인정하거나 학생들이

시간이 없었다.”고 아쉬워하면서도 “의

의 아이덴티티와 가격 경쟁력 등에 관한

프라이머리’와 같은 상향식 공천제도와

에 대한 학문적

4

제안한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사소통과 협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고 비어만 부사장

함께 모바일 전자투표를 도입할 것을 제

탐구역량 증진을

을 물어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됐다. 동시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은 모든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했다. 특히

안했다. 나아가 당원들 모두가 동등하게

목적으로 한다.

“브랜드 책임자로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바일 전자투표로 한국 정당

에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임원진들은 전

34

2

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 및 대
학원생도 참여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그린기술연구원 홈페이지(http://yigt.
yonsei.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강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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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캠퍼스
소식

1

윤창모 연구원, 제5회 전국
대학(원)생 기술사업화
경진대회 대상 수상 4

2

우리 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윤창모 연

프리미엄 세계문화체험
프로그램 2기 수료식 1
미래교육원이 주최하는 ‘프리미엄 세계
문화체험 프로그램’ 2기 수료식이 지난 12

하고 한국 최초의 장애여성 극단 ‘끼판’에서

구원(석박사통합과정)이 한국산업기술

램을 개발할 때 넘어서야 할 많은 장애물

활동했으며 이후 시카고 예술대학(SAIC)에

진흥원(KIAT)와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들이 있었지만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잊

서 미술석사, 캘리포니아 대학(UC Irvine)에

(KATH)가 주관하는 ‘제5회 전국 대학

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된 것에 감사하고

서 공학석사를 마쳤다. 그동안 ‘대한민국 과

(원)생 기술사업화 경진대회’에서 대상

원우들의 수료를 축하한다.”고 축사했다.

학축전‘(2011) 개막공연 총감독을 비롯해 뉴

월 2일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1기에 이어 2기에도 프로그램을 수료한

지난 3월 처음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주한

김동준 큐캐피탈 파트너스(주) 부회장은

대사관 10여 곳과 협력해 세계문화를 체험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체험할 수

그는 “행동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하는 국내 유일 프로그램이다.

없는 특별한 체험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게 목표여야 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최고의

“저는 매일 이상한 상상을 하고 그것을 현

2기를 맞은 프리미엄 세계문화체험 프
로그램은 지난 한 학기동안 다채로운 문화

장점”이라고 밝혔다.

실에서 만들어 내려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

롬비아 대사관저, 필리핀 대사관저, 에콰

로그램은 2016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으

도르 대사관저, 터키 대사관저, 미국 대사

며, 2기와 중복되지 않는 나라들로 구성된

그는 작고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실행해

관 공보원, 이탈리아 대사관저, 중국 대사

다. 현재 미래교육원에서는 제3기 입학생

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차원에서 일이 커지

관, 스페인 대사관저, 남아프리카공화국

을 모집 중이다.

는 경험들을 하게 됐다면서 지난 20년 동안

대사관저 등을 방문해 전통 음식을 즐기며
각국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사관 및 CJ 상해지사를 방문하는 등 특별
해외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했다.

●	전병삼 미디어아티스트, “거침없이

수료식에는 기업 대표와 전문가로 구

상상하라”를 주제로 강연

람은 예술을 한다고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한

인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윤 연구원은 우리대학 기술지주회사

학술행사들을 총괄 기획했다.

한편 제3기 프리미엄 세계문화 체험 프

미래융합연구원, ICONS
세미나 개최 2

3

미디어 국제전시 등 다양한 융합공연, 전시,

체험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수료생들은 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상해 대한민국 총 영

36

이날 이두원 미래교육원장은 “이 프로그

등이 각각 편찬되었다. 1786년(정조 10)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
에는 『경국대전』과 『속대전(續大典)』 및
제 27회 고문헌작은전시회
그 후에 제정된
법규를 모은 『대전통편
전시기간 : 2015.12.1.
~ 2016.2.29.
진행 3
(大典通編)』이 편찬되었으며, 1867년
전시장소 : 중앙도서관
5층 국학자료실
● ‘조선의 법률과 법전(法典)’

학술정보원(원장 이준기) 국학자료실

의 지원 아래 R&D용 ALD 장비 제작 및
공정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BM을 구
체화하며 보유한 IP에 대한 재구성을 수
행했다. 1차 평가에 이어 2차 평가에서

『육전조례(六典條例)』를 끝으로 법전의

투자운용사, 엔젤투자자 등 심사위원

편찬은 왕조의 운명과 함께 종결된다.

전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최종 대

이 ‘조선의 법률과 법전(法典)’이라는 주

본 전시회에서는 조선시대의 주요한

제로 제 27회 고문헌작은전시회를 진행

법전(法典) 10종 18책을 엄선하여 전시

대상 수상에 따라 창업지원금 300만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경국대전』에서 『육전조례

원과 2주에 걸친 중국 현지 멘토링, 투

조선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꾸준히 법

(六典條例)』까지, 조선시대의 법률과 법

자로드쇼 참가 특전이 주어지게 된다.

그가 진행한 약 130여개 프로젝트가 이런 사

전을 간행, 반포했다. 건국 초기의 『조

의 구현, 법전의 편찬 양상을 종합적으

또한 그는 지난 11월 26일, 제주에서

소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선경국전(朝鮮經國典)』, 및 『경제육전

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들을 살펴

개최된 ‘2015 추계 기술지주회사 워크

이어 그는 “결국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많

(經濟六典)』 등을 비롯해 세종 이후에

볼 수 있다. 전시는 중앙도서관 5층 국

숍’에서 우리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투자

이 얻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

제정되고 실시된 각종의 조례를 종합해

학자료실에서 2016년 2월 29일까지 진

의향협약을 체결했으며 연내 창업을 목

이든 현재의 것이든, 얼마나 다르게 볼 줄 알

새로운 법전의 편찬에 착수했다. 1471

행될 예정이다.

표로 하고 있다.

고 다르게 소화할 수 있는지가 성공의 중요

년(성종 2)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

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

성된 17명의 수료생과 박진배 행정대외

제10회 ICONS세미나가 지난 11월 17일

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가

典)』은 왕조의 통치규범 체계가 확립되

부총장, 이두원 미래교육원 원장, Arslan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전 코

실패일 수 있지만 하나의 성공, 하나의 실패

고 조선 고유의 법이 완성되었다는 측

Hakan OKCAL 터키 대사 내외, Nozuko

이안 대표이자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

에 집중하기보다는 ‘얼마나 이 과정에 뜨거

면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끊

Gloria Bam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레 예술총감독을 맡은 전병삼 미디어아티

운 열정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을

임없이 변모되어 가는 사회의 현상을

Robert W. Ogburn 미국 대사관 공보참사

스트가 “거침없이 상상하라”를 주제로 강

까’에 집중하면서 ‘하고 있는 것’에 매력을 찾

반영하듯 『경국대전』에 대한 보완이 지

관 내외, Jorge A. Icaza G. 에콰도르 총영

연을 펼쳤다.

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속되었으며, 1492년(성종 23) 『경국대

사, Roderico Caparas Atienza 필리핀 총

전병삼 미디어아티스트는 과학과 예술을

앞으로도 미래융합연구원은 다양한

전속록(經國大典續錄)』, 1543년(중종

영사, Isimail Esau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

결합한 공연과 전시를 기획하는 문화기획

전공의 연세인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38) 『경국대전후속록(經國大典後續錄)』,

치부 참사관 등 각국의 외빈들이 참석해 2

자이자 학제적 융합문화 연구를 하는 연구

있는 융합주제를 다루는 ICONS세미나

1585년(선조 18) 『사송유취(詞訟類聚)』,

기 프로그램의 수료를 축하했다.

자 겸 교육자이다. 홍익대에서 조각을 전공

를 기획할 예정이다.

1698년(숙종 24) 『수교집록(受敎輯錄)』

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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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소식
교수와 정갑영 총장, 정남식 의료원장
을 비롯해 김병수, 송자 전 총장, 간호
와 보건분야 인사 및 간호대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선아 간호대학
장 겸 김모임간호학연구소장은 “건강관

민영진 교수

이양호 명예교수

1

련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과 간호
1

아 온 고려인들의 역사 또한 한국인의 역

이 유익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념강연

사로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

관계자는 “여러 교수님들의 지적인 영역들

다는 것이다.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서연제’ 27년 만의 부활

이 삶과 신앙 속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엿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새겨볼 수

● 2승 1무 1패로 종합우승

연세신학 100주년을 기념해 10주간 진

보며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풀어낼

있는 자리였다.

행된 연세신학 100주년 기념강연이 지난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류제)가 연세 의

11월 30일 마지막 강연을 끝으로 마무리

바란다.”고 말했다.

과대학의 종합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됐다. 마지막 시간에는 신과대학 이양호

한편, 지난 11월 23일에는 민영진 교수

명예교수가 “종교개혁의 유산과 현대사

가 “유라시아 유랑 150년: 성서적 조명”이

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라는 주제로 9회차 강연을 진행했다.

제4회 윤동주 시 작곡 대회
개최 2

1

27년 만에 부활한 서연제(서울대학교-

리 연합 활동과 공연 등 세부행사도 결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갑영

정됐다.

총장은 김모임 교수에게 감사와 존경의

서연제 후 시상식에 앞서 연세 댄스
동아리(메버릭스)와 서울대 댄스동아리
(프리즈)의 연합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김모임 교수의 삶을 다룬 책 「소
연 김모임 이야기-꽃들에게 꿈(김의숙,
오가실 지음)」과 「간호의 역사를 바꾼

지난 11월 21일 무악테니스코트에서

큰 스승-소연 김모임(조호순 지음, 안경

매년 윤동주기념사업회는 민족시인 윤

울대 의대를 6대 1로 꺾었다. 이어 연세

김모임간호학연구소
개소 2
● 김모임 교수에 감사패 전달

열린 테니스 경기에서 연세 의대는 서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덕 옮김)」 두 권의 출판기념회도 열렸다.
김모임 교수는 한국 간호학의 산실인

이 교수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설명

민 교수는 유랑과 유민의 역사를 지닌

동주 동문의 조국사랑과 문학정신을 기

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축구는 서울대

하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종교적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며

리고 계승하기 위해 ‘윤동주 시 작곡대회’

의대가 1대 0으로 승리했고, 연세대 체

간호대학은 11월 16일 동문회관에서

립을 위해 노력해 준 정갑영 총장과 김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해방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살면서도 자신들을

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4회를 맞은 윤동

육관에서 진행된 농구는 74대 74로 무

김모임간호연구소 개소기념식을 가졌다.

선아 학장, 그리고 간호대 교수들에게

시켜 준 가르침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종

만방의 빛으로 복을 전하는 민족으로서 이

주 시 작곡대회에서는 많은 지원자들이

승부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11월 1일

간호대는 지난해 8월 김모임 명예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인접학문과

교개혁자들의 대표인 루터가 산상설교를

사야의 말을 재해석하는 자기정체성의 변

응모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 대

일산 동국대 야구장에서 열린 야구경기

수의 전 재산 기증을 통해 안정적인 재

의 끊임없는 국내외적인 교류와 협력을

비롯한 모든 가르침을 다 지켜야 한다고

화가 있었음”을 주목했다.

학 문예은(작곡과,11) 학생의 ‘참회록’이

에서 연세 의대는 서울대 의대에 13대

정기반을 확보하면서, 김모임 교수의

이루며 융·복합적인 연구를 통해 간호

간호대에 자신의 이름을 딴 연구소 설

주장했다는 부분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빗대 한민족

당선됐다. 또한 우리 대학교 정동진(교육

10으로 승리했다. 연세 의대는 종합전

상징성을 통해 간호 연구의 새로운 전

산업 연구 등 간호연구의 새로운 지평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은혜”를 오인해 수

디아스포라를 언급하며 유라시아 지역 고

학과,13) 학생의 ‘흰 그림자’와 국민대학

적 2승 1무 1패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기를 마련하고자 1972년 설립된 정책연

을 열어 세계간호학의 중심이 되길 바

용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했다. 올바른

려인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

교 종합예술대학원 실용음악학과 김성록

서연제는 연세 의대와 서울대 의대

구소의 명칭과 조직을 개편하고 김모임

란다.”고 답례했다.

신앙 교리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했다. 역사의 피해로 유랑의 시간들을 살

학생의 ‘서시’가 가작으로 선정됐다.

학생들이 우정을 다지기 위한 체육, 문

간호연구소를 개

화, 학술교류제로, 1974년부터 시작해

소했다. 정책연

매년 개최돼 왔지만 1988년 15회를 끝

구소는 그동안

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기를 당부했다.

으로 더 이상 개최되지 못했다. 지난 6

국민건강증진과

나눔에 가치를 둔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

월 연세 의대와 서울대 의대 학장단 모

간호학문 발전을

로 하여금 물질뿐만 아니라 주4일 근무제

임에서 학생 교류를 위해 서연제 부활

위한 건강정책

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일자리도 함께 나

이 논의돼 27년 만에 학생 교류가 다시

개발 및 간호 인

눌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시작됐다. 올해 서연제는 연세 의대가

력 훈련 등을 전

것이다.

주최했고, 행사는 주최 측의 이름을 뒤

개해왔다.

느끼게 한 시간이었다.
또한 이 교수는 현 세대 청년들의 실업

38

건사업 참여, 간호계 리더 육성에 힘쓸

해 다각도로 신학을 접할 수 있었던 부분

연세신학
100주년 기념강연,
그 마지막 시간 1

전문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국제보

2

강연 이후, 마지막 토론 자리에서는 다

에 표기하기로 했다. 두 차례의 실무회

개소 기념식에

수의 학부 학생들이 10주간의 강연을 통

의를 거쳐 체육종목이 선정됐으며 동아

는 김모임 명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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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곤 교수는 의학교육학과장과 내

키는 합성어로 자기동기력, 자기조절력,

과학주임교수,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대인관계력을 통한 성장을 말한다. 프

전문위원 등을 지내며 현재 대한내과학

로그램 신청자는 성취역량 인성검사를

회 이사장과 대한의학회 부회장으로 활

통해 자기동기력, 자기조절력, 대인관

동하고 있다. 이 교수는 폭넓은 대외활

계력의 3가지 요인을 측정해 개인의 성
2

동을 통해 국내 의학교육의 선진화와 국

및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마음근력’을

제화, 인문사회의학 교육의 강화에 기여
하며, 의학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1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수곤 교수는 이번 수상으로

윤진숙 교수, 의료기기
플랫폼 개발
●	35억 원 지원 받아 3D 프린터 기술
이용 의안 제작

법이 없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

받은 상금 1,000만원을 의대 의학교육

다.”며 “생체적합 소재로 3D 프린터 기

학과 발전기부금으로 기부했다.

장의안 제작기술은 높은 수익성을 가질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큰

의대 윤진숙 교수(안과학)가 연구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자를 맡고 있는 ‘의안과 외장의안 제
작을 위한 신개념 3D 프린터 사업’이 최
근 한국연구재단의 바이오의료기술개
발사업 차세대 의료기기 플랫폼 기술에
선정돼 5년간 3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은 바이오
및 첨단의료기반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첨단수술 배운 러시아
의료진 2
세브란스의 첨단 복강경 및 로봇수술

치과대학병원, ‘2015년
메디컬코리아 대상’
종합병원 부문 대상 수상

터 11일까지 연세암병원에서 복강경 및
1

같고 이를 발판으로 더 많은 해외 의료

학과)는 “그릿클리닉은 비인지 능력인

진들에게 세브란스의 우수한 술기를 소

성장믿음, 회복탄력성, 동기, 끈기나 자

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감 등 마음 건강의 밑바탕이 되는 ‘마
음 근력’을 키워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
했다.

강남세브란스
‘그릿 클리닉’ 개소

한편, 강남세브란스는 그릿클리닉 개
3

강남세브란스병원은 학업 및 업무 의

단 검사 도구 및 학습 성취 향상 프로

치과대학병원(병원장 차인호)이 ‘2015

앤드존슨의 ‘우수술기센터 방문프로그

욕이 떨어져 있거나, 감정조절·대인관

그램에 대한 협력을 위해 그릿연구소와

년도 메디컬코리아 대상’ 종합병원 부문

램(CoE)’에서 대장암 분야의 최신 술기

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및 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릿연구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메

를 배우기 위해 연세암병원을 직접 선

인 환자를 대상으로 그릿(GRIT) 클리

소는 세계 최초로 비인지능력인 그릿

디컬코리아 대상은 한국경제신문, 한국

택했다.

닉을 열고 12월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GRIT)을 측정하는 표준화 검사 도구

● 교육과 봉사, 연구업적 인정

경제TV, 한경닷컴이 보건복지부, 식품

러시아 의료진은 세브란스의 의료시

그릿(GRIT)은 성장(Growth through),

● 상금 의학교육학과에 기부

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국내최고의

스템을 둘러보고, 김남규 교수팀(대장항

관계성(Relatedness), 내재동기(Intrinsic motivation), 끈기(Tenacity)를 가리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문외과)의 복강경 및 로봇수술을 참관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사

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주관하

치과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최고의 영예

며 세브란스의 최신 술기를 배웠다. 또

업이다.

는 ‘올해의 교수’로 선정됐다.

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 이들은 직접 준비해온 비디오 세션을

윤진숙 교수는 국내 최초 DLP 3D 프

시상식은 11월 19일 웨스틴 조선호텔

시상식은 지난 12월 9일 킨텍스 그랜

통해 다양한 수술 케이스에 대한 자유질

린터 기술을 보유한 (주)캐리마와 함께

서울 오키드룸에서 열렸다. 올해의 교

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차인호 병원장

문과 토론을 갖고 최소침습수술을 교육

3D 프린터 기술을 이용한 신개념 의안과

수상은 교육과 봉사, 연구 분야에서 탁

은 “한국 치의학 100년의 역사, 치과병

하는 시간도 가졌다.

외장의안을 제작

월한 업적을 이

원의 글로벌화,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올레고비치 박사는 “첨단의술과 수술

하게 된다. 윤 교

루고 의학과 국

향상을 위한 노력, 최첨단을 지향하는

의 전문성을 배우기 위해 세브란스를 선

수는 “시각장애

가 발전에 공헌

Bio-digital병원으로의 노력이 좋은 평

택했다”며, 의료진의 숙련된 수술술기와

인에게 중요한

한 의대·의전원

가를 받은 것 같다.”며 “이를 발판 삼아

환자를 배려한 서비스가 인상적이다.”라

재활도구인 의안

교수를 표상으

세계로 나아가라는 격려로 알고 열심히

고 소감을 밝혔다. 김남규 교수는 “과거

과 외장의안의

로 삼자는 취지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연수

경우 객관적이고

로 올해 처음으

는 많았지만 러시아 연수생이 단체로 방

로 제정됐다.

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세브란스의 외

이수곤 교수

소에 앞서 지난 11월 5일 학습장애 진

로봇수술 술기 연수에 참여했다. 존슨

의대 이수곤 교수(내과학)가 한국의

표준화된 제작기

의대 김은주 교수(강남 정신건강의

모스크바 클리닉 센터 올레고비치 박
사 등 러시아 의료진 4명은 11월 9일부

강화하게 된다.

면서 러시아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방문했다.

개발을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윤진숙 교수

40

이수곤 교수, ‘올해의 교수’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선정

과 수술적 치료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

술기를 배우기 위해 러시아 의료진들이

술을 이용해 제작하는 신개념 의안과 외

취역량을 평가받고 맞춤 교육 프로그램

를 개발해 검사 결과와 연계된 온오프
라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3

41

YONSEI NEWSLETTER

YONSEI NEWSLETTER

Vol.592

Vol.592

원주 캠퍼스
소식

의료원
소식

1

말에는 후원에 도움을 준 기부자와 봉

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산업 공동 번

사자를 초청해 후원의 밤을 행사를 마

영을 위해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련해왔다. 심장혈관병원은 올해도 200

원주 캠퍼스와 협약을 체결한 ‘염성

여 명의 후원자와 봉사자를 초청한 가

시’는 현재 3,0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들

운데 환자후원 현황 보고와 함께 기부

어가 있는 중요한 협력 도시다. ‘정호구’

자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는 염성시의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어
생산요소가 집중되어 있고 도시화 수준

특별공연에서는 2005년 창단 후 정기

박중원 교수, 장영실상
수상 1
●	‘프로티아 알러지-큐’ 기존 검사

을 높였다.
한편, 박 교수팀은 향후 보다 정확한

있는 연세음악 아카데미와 함께 지누션

원인규명과 치료를 위해 순수 정제 항

과 iKON이 출연해 뜨거운 환호를 받았

원과 재조합 항원을 사용하는 CRD(-

다. 세브란스와 후원결연을 맺은 YG 엔

component resolving diagnosis) 진단

터테인먼트는 사회공헌 캠페인 ‘WITH’

키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의 일환으로 지난 4년간 소속 가수들의

1

했다.

프로테옴텍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재능기부를 통해 심장혈관병원의 환자

알레르기 다중진단용 라인형 바이오칩

후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Dream
Gift’ 캠페인에도 참여해 1억 원을 후원

●	인도네시아 글로벌 지역전문가

의대 박중원 교수팀(알레르기내과)이

이 산업기술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하는 장영

‘사랑 나눔 후원의 밤’
개최 2

하고 개발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육성 목표

로 발표한 바 있다. 한국과 중국의 전략

은 장기적으로 원주 캠퍼스 학생들이 글

적 합작파트너 관계가 진일보한 상황에

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의

서 정호구는 한국을 개발 중점지역과 우

직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양질의 해

호교제의 우선방향으로 삼고 경제, 문

외 일자리로 연계해 주는 데 목적을 두

화, 보건위생 등 각종 영역에서 합작을

고 있다.”고 말했다.

폭넓게 추구하고 있다.

원주 캠퍼스(원주부총장 정건섭)는 한

한편, 협약식에 앞서 중국 염성시 정

동문회관에서 ‘제14회 사랑 나눔 후원의

후원자들의 사랑으로 환자는 물론 그

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호구 관계자들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

밤’ 행사를 개최했다.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

변무장)와 지난 11월 23일 청파회의실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심장혈관질환자

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기

서 ‘K-Move스쿨 연수과정 운영 표준약

검사의 경우 이전에는 환자의 신체에

를 돕기 위해 2001년 ‘사랑나눔 후원회’

부를 통해 환자치료비를 보내준 후원자

정서’를 체결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Allergen)

를 결성한 심장혈관병원은 매년 100여

와 재능기부를 해준 YG 엔터테인먼트

30~55종류를 바늘로 직접 자극해 확인

명의 환자 치료비를 후원하고 있다. 연

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성 문제로 최근에는 혈청을 통해 알레

황재훈 원주기획처장은 “이 프로그램

유경종 심장혈관병원 원장은 “많은

1991년부터 수여하고 있다. 알레르기

하는 검사법이 사용됐다. 하지만 안전

산업단지 협력도시 중 하나로 공식적으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이 11월 18일

실상(장관상)을 수상했다.
장영실상은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

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6월 1일 한·중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을 당시 중국 염성시를 한·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와 K-Move
스쿨 연수과정 운영
표준약정서 체결 1

보다 효용 높아

42

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공연을 통해 소아심장질환 환자를 돕고

2

중국 염성시 정호구와
우호 교류 협약 체결 2

노밸리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원주
시 의료기기산업의 우수한 기술력 및 사

원주 캠퍼스(원주부총장 정건섭)는 중

업 경쟁력, 인적 네트워크 등 각종 인프

원주 캠퍼스는 이번 ‘K-Move스쿨 장

국 염성시 정호구(구청장 장홍춘)와 11

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고 향후 양 기

기연수과정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4명

월 25일 청파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

관 간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의 신규 연구생을 선발해 11월부터 인도
네시아 현지와 국내에서 교육을 실시한

르기 유발 인자(IgE)의 농도를 측정하는

다. 연수 참가자에게는 1인당 920만원의

방법이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비와 장학금이 지원된다.

박중원 교수팀이 개발한 ‘프로티아

원주 캠퍼스는 3,000여 개의 한국 기

알러지-큐’는 하나의 플레이트에 64라

업이 진출해있는 인도네시아의 지역전

인의 검사물질을 탑재해 60여 종의 알

문가 양성을 위해 현지 상공회의소와 기

레르기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음식, 호흡

업들 간 교류를 통해 다방면에서 협력관

기 알레르기를 검사하는 2종의 플레이

계를 구축했다. 또한 원주 캠퍼스는 현

트를 이용하면 107종의 알레르기를 측

지 기업의 맞춤 수요 인재를 양성하고

정할 수 있다. 기존의 검사키트와 비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

할 때 2배 이상 효용성이 높다. 특히 여

을 구성해 현지 취업을 수행하고자 인도

러 항원을 직접 정제해 진단의 정확성

네시아 명문대학인 BIPA와 협약을 체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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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융합공학부
최지혜 학생, 2015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1

행사는 연말을 맞아 인천 시내 지역주민들

바에 기반을 둔 브라질 팝음악의 진수를

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보여줬다. 강하고 개성 있는 타악기의 리

이날 행사에는 학부와 대학원생 학생

듬과 일렉기타의 빈티지풍 음향은 아마존

들 외에도 교직원과 글로벌융합기술원

을 시원하게 적시는 소나기 같다가도 부슬

소속 연구원들도 동참해 그 의미는 배가

비가 내리는 듯한 감성을 선사했다. 많은

되었다.

이들에게 친숙한 “Girl from Ipanema”와

눴다. 정건섭 원주부총장은 “2015년 한

블’은 1989년 KBS 교향악단 수석 팀파

해 캠퍼스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교직

니스트인 이영완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

글로벌융합공학부 최지혜 학생이 지난

원들에게 감사하다.”며“다가오는 2016년

명 음악대학에서 타악기를 전공한 10여

11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2015년

에도 함께 힘써 더 비상하는 원주캠퍼스

명의 전문 타악기 연주가로 구성됐다.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 앙상블은 현재 100여 가지의 타악기

교육부가 주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

직원과 글로벌융합공학부 학생들은 모금

센터 실내체육관에서 ‘2015 연세 MEDI-

를 자유로이 연주하고 있으며, 고전부터

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창의와 열정으로

활동을 통해 총 2,860장의 연탄을 마련했

또한 듀오는 무대에서 내려가 Pan-

CI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현대 창작곡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가

새로운 융합적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발

으며 인천 동춘동 일대 지역 주민들에게

deiro(탬버린과 비슷한 전통 타악기)에 맞

지고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를 통해 타

굴해,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하도록 지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다.

춰 관객들의 노래와 박수를 유도하며 무대

악기만의 독특한 음색과 신비로움으로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시상하고 있다.

2015 연세 MEDICI
페스티벌 개최

1

원주LINC사업단(단장 김희중)은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원주 캠퍼스 스포츠

본 행사를 위해 글로벌융합기술원 교

“Samba de Janeiro” 등의 곡들이 이어지
며 공연은 점점 열기를 더해 갔다.

창업특강 ▶캡스톤 디자인 전시 ▶학생

연세 창립 130주년 기념
제 78회 연세콘서트시리즈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3

시제품 전시 ▶신규 가족회사 현판 증정

원주 캠퍼스(원주부총장 정건섭)는

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2월 1일 정의관 대강당에서 연세 창립

이번 공연에서는 마림바 및 실로폰,

수상자들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RC를 통한 다양한 문화
교류의 향연” 3

페스티벌을 통해 원주 캠퍼스 학생들은

130주년 기념 제 78회 연세콘서트시리

비브라폰, 드럼, 팀파니 등의 악기 연주

상금 300만원 및 부상이 주어졌다. 이들 수

●제3회 RC 공연 ‘Duo Pao de Queijo’

지난 1년간의 창업동아리, 시제품 제작,

즈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공연을 진행

를 선보였다. 연세콘서트시리즈는 이를

상자는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제3회 RC 공연이 지난 11월 25일 국제

특허 취득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수행

했다.

끝으로 마무리되고, 2016학년도 1학기 3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앙심사위원회 서류심

캠퍼스 진리관A 303호에서 열렸다. 삼바

신촌에서 선배와 함께 공연을 찾은 김

월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사와 심층면접을 거쳐 선정됐다.

페스티벌 못지 않은 인파와 열기를 자랑한

형동(신소재·15)학생은 “흥이 넘치는 연

최지혜 학생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이날 RC 공연에는 브라질 출신 유명 기타

주에 한번 놀라고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

의 ICT 흐름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

리스트 Silvio Anastacio와 퍼커셔니스트

는 진행솜씨에 두 번 놀랐다.”는 소감을

생각하며,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올바른 개

Marcos Ramos로 이뤄진 듀오밴드 ‘Duo

전했다.

발이 이뤄지도록 기여하고 싶은 것이 나의

Pao de Queijo’가

꿈.”라고 포부를 밝혔다.

함께 했다. 현재

페스티벌에서는 ▶창업활동 전시 ▶
창업 경진대회 ▶기업가정신 사진전 ▶

1989년 창단된 ‘카로스 타악기 앙상

결과에 따른 성과물을 교내 구성원들과
가족회사, 전국 LINC사업단, 지역 유관
기관 관계자들에게 선보였다.

2015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3

많은 고정팬을 가지고 있는 최정상의 타
악기 앙상블이다.

청년일반 8명 등 100명이 최종 선정됐으며

2

난 12월 2일 대학본부 앞에서 5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크리스

와 객석의 경계를 허무는 장악력을 보여줬
다. 학생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쥐어주고

올해 수상자는 고교생 50명, 대학생 42명,

했다. 같은 브라질 출신의 외국인 학생과
는 짧은 댄스타임을 갖는 등 흥과 개성이
넘치는 한마당이었다.

3

계 곳곳의 라이브

글로벌융합공학부와 함께
하는 사랑의 연탄 나르기 2

하우스, 클럽 등
에서 활발히 공연

글로벌융합기술원(원장 신무환) 교직원

하며 브라질 최고

한자리에 모인 많은 교직원들은 함께

과 글로벌융합공학부 재학생들이 지난 11

의 밴드로 평가받

크리스마스트리에 불을 밝히며, 올 한해

월 28일‘사랑의 연탄 나르기’행사를 실시

고 있다.

와 다가오는 2016년에 대해 이야기를 나

했다. 인천연탄은행과 연계해 이뤄진 이번

마스트리 점등식’을 진행했다.

무대 위로 초대해 즉흥연주를 선보이기도

일본을 비롯한 세

원주 캠퍼스(원주부총장 정건섭)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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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동정
하는 지역 대표 디자인 행사다. 인천지역
의 기업, 대학교, 디자이너, 시민의 참여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 테크노아트학부 소속
정보·인터랙션디자인(Information and

강성웅 교수 /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 회장 연임
의대 강성웅 교수(강남 재활의학과)가 지난 11월 14일 열린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 제5회 학술대회 및 총
회'에서 회장에 연임됐다. 강 교수는 2010년 국내 심장호흡재활의학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대한심장호흡재
활의학회를 창립했으며 창립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임기는 2년이다.

Interaction Design, 이하 IID) 전공 학생들
이 인천지역의 디자인 인프라 자격으로 참
1

여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했다.
IID 학생들은 이번 디자인페어에 총 16
개의 작품을 출품했다. ‘인터랙티브 디자

‘가랑비’가 수상했다.

RC 음악제 ‘REC’개최

1

평가는 보컬과 안무 실력, 창의력, 무대

인’ 파트에 전시된 해당 작품들은 그래픽,

매너 그리고 청중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이

정보·영상, User Experience 디자인 등

RC year Ending Concert(이하 REC)가

루어졌다. 심사위원을 맡은 송지욱 선생

융·복합 전공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

지난 12월2일 오후 7시 30분 국제캠퍼스

(연세대학교 작곡과, 현 JYP 작곡가 겸 프

들로 구성됐다. 타이포그래피를 응용한 그

종합관 301호에서 열렸다.

로듀서)과 김덕원 선생(이화여자대학교 성

래픽 포스터와 영상, 쓰레기 잔여량 자동

REC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악과, 보스턴대학/서울 시향 공연기획)은

측정 센서가 부착된 쓰레기통, 편부모 가

국제캠퍼스의 12개 하우스를 아우르는 전

심사평과 함께 “오늘 공연은 우열을 가리

정의 아이가 부모와 감정 소통을 할 수 있

교생의 축제다. 매해 말 RC 교육과정을 훌

는 자리가 아니라 음악과 문화로 소통하는

게 고안된 인터랙티브 블록 등 전시된 디

륭하게 마친 학생들을 기념하는 연말 콘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자인 작품들은 눈과 귀를 사로잡는 작품에

●총 178명 참가해 치열한 경선 벌여

트로서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각 하우스

서부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작품에 이르

별로 오디션을 본 뒤 선발된 12개의 팀들

기까지 다양했다.

이 최종 무대에 오르게 된다.
올해 REC는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행
사답게 예선부터 총 58팀 178명의 학생들

김명호 명예교수가 서재필기념회(이사장 안병훈)가 주는 ‘제12회 서재필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교
수는 우리 대학 보건대학원장 등을 지내며 국가보건정책 수립에 참여해 보건의료 선진화에 기여한 것으로 알
려졌다. ‘서재필의학상’은 한국인 최초의 서양 의사이자 독립운동가인 송재(松齋) 서재필 선생을 기려 제정한
상으로 의사 및 의학자에게 수여한다.

김범수 교수 / OECD SPDE 정보보호이사회 부의장 취임
정보대학원 김범수 교수(바른ICT연구소 소장)가 지난 12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정보보호작업반(Working Party on Security and Privacy in the Digital Economy, 이하 SPDE)회
의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시민과 함께하는 디자인 한마당’의 주

SPDE는 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이슈를 주관하는 OECD 산하 실무 작업반(Working Party)으로 주요 국가

제로 나흘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인천

의 정보인프라 보호,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등 온라인 정보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또한 국제간 정보보

소재 모든 디자인 관련 학과의 대학교가

호 활동과 관련된 회원국의 정책 검토와 가이드라인 제정, 국제적 규범 마련 등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 교수가 OECD 34개 회원국의 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정책 이슈를 조정하는 부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언더우드국제대학 테크노아트학부 재

참여했고, 우리 대학교로서는 처음으로 참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의 “The music

학생들이 지난 11월 인천 아트플랫폼에서

여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산학협력

of the night”을 완벽히 소화해 낸 이호

개최된 2015 인천국제디자인페어에 처음

의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다.

영(전전 15)부터 레이디 가가의 “Poker

으로 참여했다.

Face”를 편곡해 선보인 집중호우 밴드,

올해 10회를 맞

겨울왕국 OST “Do you want to build a

이한 인천국제디

snow man”을 팝핀과 비보잉으로 풀어낸

자인페어는 인천

the World)’ 2016년판에 등재된다. 최 교수는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청와대 의

Dream Cube까지 각각의 참가자들은 실

의 산업과 교육

무실 자문교수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연구와 강의 및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력 외에도 독특한 예술 감각을 뽐냈다.

환경을 진흥시

이 참여해 그 인기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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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국제대학
2015 인천국제디자인페어
첫 참여 2

김명호 교수 / ‘제12회 서재필의학상’ 수상

이날 인기상은 용재 하우스의 댄스팀

켜 디자인 문화

‘ㅋㄹㅋㄹ’가 수상했고, 장려상은 아리스

를 확산하고 도

토텔레스 하우스의 구교민(UIC 15)에게,

시브랜드 가치를

우수상은 한결 하우스의 ‘Dream Cube’에

제고하기 위해

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치원 하우스의

인천시가 주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정보보호 정책 분야의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2

최종훈 교수 /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에 등재
최종훈 교수(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가 세계적인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마르퀴스 후즈 후는 미국 인명정보기관(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ABI),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
터(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 IBC)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며, 1899년 발간된 이후 해마
다 전 세계 215개국 가운데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룬 학자 및 저명인사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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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안내

맥베스

멜랑콜리

저자 : 셰익스피어 지음, 이성일 옮김

저자 : 박혜정

출판사 : 나남출판사

출판사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영문학과 이성일 명예교수의 번역으로 나남출판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셰익스피어 선집 제5권 「맥베스」가

멜랑콜리는 검은 담즙이라는 뜻이다. 정신과 신체의 균형 잡힌 인간상을 추구하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검

출판됐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는 주인공이 악인이라는 점에서 특이한 작품이다. 그

은 담즙의 비정상적 상태에 주목했고, 검은 담즙이 과도한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비범함을 발견했다. 학문

가 범하는 시역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고 부당한 수단으로 왕위에 오른 뒤에 범하는 일련의 비열한 행

과 예술, 정치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함을 발휘한 사람들은 멜랑콜리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

위는 그를 더할 나위 없는 악당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악몽의 나날을 보내며 그가 겪는 고통은

다. 멜랑콜리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의학에서 시작되었지만 로마 시대와 중세 기독교 문화를 거치고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그가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에게 그를 향한 혐오감보다

아랍 문명과도 조우하면서 근대와 현대에까지 이어졌으므로 인류문화사를 관통하는 방대한 주제가 된다.

는 오히려 연민의 정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감정이입과 자아투사가 가능하도록 만든다.

주로 철학 작품과 문학 작품을 선택해 멜랑콜리의 변천 과정과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공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창조경영전략 3

저자 : 조성애

저자 : 양정미

출판사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출판사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이 책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제적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사회 또는 예술에서 우리가 접하는 공간에는 우리를 깜짝 놀래킬 아주 낯선 얼굴들이, 한마디로 측정 불

것이다. 이 질문에는 그동안 경제적인 접근이나 제도적인 접근에 기초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하지

가능한 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경험하고 느끼는 공간이 ‘무엇인지’ 정의

만 이 책은 보이는 요인보다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특징이다. 한국의 발전궤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어떻게’에서 시작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책

적을 경제성장, 민주화, 정보화와 세계화, 스마트 파워 등 네 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가 조화롭게 전환되어

에는 공간분석에 대한 형태적 차원의 탐색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사회학과 지리학, 구조주의 언

온 선순환의 메카니즘을 찾고 있다. 이 책은 한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이론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

어학, 신화비평, 지리비평의 공간론과 분석이 소개되고 있다. 이론과 함께 소개되는 분석 실례들은 이론

음과 동시에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개도국들이 한국을 이해하는 데 흥미로운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제 공간분석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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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로 재창조에 힘이 되어주셔서
기금 소식

백양로 재창조 사업

단체기부, 가족기부, 부부동문 기부 안내

백양로 재창조 사업 기부자
2015.11.23~2015.12.7

1천만 원 이상
단체

공학대학원 공학최고위과정 50기 대표: 김기동

동문/
학부모

김현태(대학원92)/ 김진아(도시02)
(주)아현아쿠아드림 대표이사

1백만 원 이상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는 개인기부와는 별도로

박재욱(법학02)
동문

이정우(물리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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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현(경제80) 파레토 투자자문 대표이사
윤정원(정외07) TBWA Korea(주) 매체기획 대리

민병숙(성악00)
동문

기부 혜택

1백만 원 미만

박상훈(토목85) 고려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 기부자께는

단체석, 가족석,

김진미(간호96) 은평고등학교 교사

온대호(언홍원02) 더리츠I&C홀딩스 대표이사
동문
일반인

현명선(간호79) 아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현산

독수리

(1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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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

(1억 원 이상)

진리

자유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 감사편지, 감사패 증정

● 출연자 희망에 따라 로비 명패 부착

● 출연자 희망에 따라 실 명칭 부여

● 출연자 희망에 따라 건물 명칭 부여

● 대학정기간행물 발송

● 부속교육기관 학비 감면(30%)

● 부속교육기관 학비 감면(50%)

● 부속교육기관 학비 감면(100%)

● 연세달력 발송

● 세브란스병원 무료검진권 1매

● 특수대학원 학비 감면(50%)

● 특수대학원 학비 감면(100%)

● 교내 주요 행사 초청		

● 세브란스병원 진료비 감면(10%)

● 세브란스병원 무료검진권 4매

● 세브란스병원 무료검진권 8매

● 도서관 이용 자격 부여

● 세브란스병원 VIP 의전 서비스

● 세브란스병원 진료비 감면(50%)

● 세브란스병원 진료비 감면(100%)

● 부속교육기관 학비 감면(20%)

● 무료 주차(연 500시간)

● 세브란스병원 VIP 의전 서비스

● 세브란스병원 VIP 의전 서비스

● 세브란스병원 건강검진권 감면(30%)

● 동문회관,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20%)

● 무제한 무료 주차		

● 무제한 무료 주차		

● 동문회관,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50%)

● 동문회관,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무료 주차(연 25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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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양누리 B155 대외협력1팀

연세대학교 발전기금 |
전화_ 02-2123-2249/2248 팩스_ 02-2123-8633 이메일_ greenum@yonsei.ac.kr
주소_ 03722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B155 대외협력1팀 홈페이지_ http://fund.yonsei.ac.kr

<연세소식>에 기고나 기사제공을 원하시면

기부계좌: 우리은행 126-150447-01-115 (학)연세대학교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 2구좌 100만 원씩 참여합시다.

E-mail : news@yonsei.ac.kr
문의 : 02-2123-2071 (홍보팀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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